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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수준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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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존감 수준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다양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을 치료

하거나예방하기위한방법은소개하였지만인터넷중독의원인적요소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인터넷중

독은 다양한 원인 요소에 의해 심화되지만 가장 큰 원인 요소가 자존감 수준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을

통하여가설을검증하는방법으로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 사회환경적요인이나가정환경적요인보다심

리적 요인인 자존감 수준이 인터넷 중독을 자져오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심화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본연구의결과물은향후인터넷중독치료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에자존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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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internet addiction by self-esteem level.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has introduced a variety of methods to treat the addiction but the

study for casual factors are not entirely satisfactory. Internet addiction is intensified by a variety

of casual factors, but during the survey to validate the hypothesis that the biggest impact is the

self-esteem level. According to this study, psychological factors of self-esteem is caused an internet

addiction than social environmental factor and familial fa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a variety of programs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esteem as a reference for the

treatment of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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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이보편화되고사회적기반구조로변이하면서다양

한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

중 하나가 인터넷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중독현상이다. 특

히,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은 심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

방 대책이나 중독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99.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일주일 평균 이

용시간이 20.4시간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하는 비율이 98.5%에 다다르며 사용 목적에

서도 교육이나 학습과 같은 생산적 활동은 77.6%인데 반해

게임등의소비적활동은 98.3%에이르고 SNS와같은커뮤

니케이션 용도는 99.6%로 나타났다[1]. 그리고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쿨링오프제와같은정부의제도적인대응방

안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중독

현상은 중고등학생보다 초기 성인 군에 속하는 대학생들에게

더심각한것이다양한 연구결과에서증명되었다[2-4]. 더욱

이우리나라의현실에비추어대학생들은아직청소년시기를

종결하지못한불완전한성인군으로인식해야한다. 대학 진

학을 원하는고교인원에비해과도하게많은대학의입학정

원으로인하여학업의목적이나진로가불분명한상태의대학

생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학업활동에 흥

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 주변인으로서 목적 없는 행위나

사고를반복하므로서자존감의수준이극히낮아지는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이나 인지도가 낮은 전문대학에서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

을겪고있기때문이다. 최소한대학신입생을대상으로자존

감 향상이나 목적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에도 대학이나 정부적, 사회적 차원에서 별다른

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또한인터넷의사회기반적구

조가 심화되므로 서 그 문제는 대학 교육환경을 위태롭게 하

는 요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미여러선행연구에서자존감이낮은사람들이알코올이

나 마약, 도박과 같은 다양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입증되었다. 하지만, 대학생의 특성에따른인터넷중독

이자존감의수준에다른영향분석은미진한것이사실이다.

또한, 그 실증적 자료가될만한연구결과도도출하지못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여러선행연구를바탕으로대학생의자

존감 수준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을해소할수있는다양한자존감향상방안을제시해보

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위한자존감향상을위한후속연구의참고자료로활

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배경

1. 자존감 수준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인식

의 정도로서 개인적인 평가를 말한다[5]. 즉, 스스로가 인식

하는 자신의 환경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

다. 일반적으로 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환경에 적응도가 낮고 부정적인 사고와 중독과 같이 반

사회적이고 비선형적인 일탈행위를 쉽게 저지르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6-7]. 반대로 자존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긍

정적인자신의평가를통하여안정적이고일탈행위에대한성

찰적모습을보이는경향이있다. 강희양[8]의연구에따르면

청소년(중학생)의 경우 자존감 향상 인지행동치료가 인터넷

중독이나게임중독치료에서높은자존감과자기효능감을보

였음을 주장하였다. 변영순[2]은 여러 변이들과 함께 자존감

수준이인터넷중독의위험요인으로통계적유의함을증명하

였다.

하지만 장수현[9]은 대학생들의 자존감 수준이 따른 성허

용성 연구에서 자존감이 성허용성간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자존감이높은대학생이오히려성허용성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직접적인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

로주장하였다. 물론성허용성이대학생들의일탈행위라고보

기에는어렵지만자존감의수준이다양한영역에서변이척도

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지해야 할 내용은 자존감은 연속성을

가지고있지않다는점이다. 주변의환경과평가정도에따라

수준이높아질수도 있고낮아 질수도있다. 대체로 아동기

에 수준이 높고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온전한 사회인이 되는 성인기에 약간 상승했다가 노

년기에다시낮아진다. 자존감수준은개인이어떤행위를할

때행위에대한가치성이얼마나주변인에게인정받고영향을

미치는지에결정된다. 청소년기의자존감은학생의역할인학

습의우수성에서대부분판가름난다. 물론, 운동선수의 경우

에는 기량이 자존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성인의

경우는대부분업무적평가나 사회적 지위, 경제적풍요로움,

가정 내에서의 역할 등이 자존감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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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정

고위험

사용자군

기준1 : 총점 42점이상

기준2 : 1요인 14점 이상, 2요인 12점이상, 3요인 13점이상

판정 : 기준1에 해당하거나기준2 모두해당하는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기준1 : 총점 39점~ 41점

기준2 : 1요인 13점 이상

판정 : 기준1, 기준2 중 한가지라도해당하는경우

일반

사용자군

기준1 : 총전 38점이하

기준2 : 1요인 12점 이하, 2요인 11점이하, 3요인 12점이하

판정 : 기준1, 기준2 모두해당하거나그외점수

표 1. 성인인터넷중독자가진단척도평가표
Table 1. Evaluation criteria for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 Self Report

것이다.

대학생은청소년기의요소와성인기의요소를모두가지고

있는 중간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학업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요구하기때문에어떠한부분에서불충분한요소가지

속되면자존감수준이낮아지는결과를낫게된다. 국내유명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때 수재라고 인식하고 항

상 자존감이 높은 학생임에도 환경적 변화에 따른 자아 혼돈

과자신감상실등이자존감하락을결과를가져왔고이를견

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이르렀다. 과연 이 학생은

어떠한 요소가 불충분으로 자살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자신

을내몰았을지, 분명사회적으로는유명대학교학생이라는자

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료들과 비교

했을 때 학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주변인에게 큰 실망과 존재

감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자존감 수준이 낮아졌을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반대로, 학업에는 흥미가 없던 고교생이 게임이

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자존감 상승요인을 찾아 프로게이머로

유명해지면서자신의새로운미래를찾는경우도있다. 이처

럼, 대학생의 자존감 수준 향상이 어떤 계층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단순히 개개인의 역량강화 이전에 사회적

배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

자존감과 중독간의 연계성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증명하

고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자의대부분이자존감수준이낮다

고주장하였다[10]. 현실세계의원만하지못한대인관계에서

비롯되어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 대응적인 자존감

을가진다는것이다. 박명철[5]은 인터넷중독자의초기진입

요인의 상당부분이 현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활동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였고 현실 공간상에서 가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상에서 대

리만족을느끼면서중독으로심화된다고하였고인터넷중독

은 다른 미디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 우울, 불안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터넷에 과몰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11]. 이는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비롯되

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대인관계

가활발해야함에도불구하고자존감수준이낮음으로서대면

접촉의 기회가 소멸되고 차선책으로 온라인 공간상의 불특정

다수에게자신의심리적상태를알리고호소하므로서온라인

몰입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5].

인터넷이 가지는 즉시 반응성도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자존감이낮은학생들은주변인의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

만 인터넷은 자신의 표현이 즉각 전달되고 전달된 표현이 실

시간반응으로되돌아오기때문에온라인의통한관계성유지

가심화되는것이다. 자존감외에도다양한중독변인을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률이나 이용시간등이 중

독의변인으로작용할수도있지만, 서론에서언급한것과같

이 20대의 99%가 넘는 대학생이 이용자이면서 상시 사용자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 있는 변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률이나 이용시간 등의 일반적인 변인들은

중독을심화시키는변인으로전제하고연구를진행한다. 그리

고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존감 수준의 정도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성도 조사해 본다.

기존 연구결과를정리해보면, 인터넷 중독이청소년의자

존감수준과밀접한관련성이있음을예상할수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온 시점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성

인기에 진입하지 않은 불안전한 심리현상을 가지는 계층이라

고 볼 때, 이 현상이 대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는 가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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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내용 통계값

가설 1 자존감과인터넷중독의관계성분석 r = .314, p < .001

가설 2 자존감수준에대한남학생과여학생의차이 t = -4.231, p < .01

가설 3 인터넷중독수준에대한남학생과여학생의차이 t = 5.120, p < .001

표 3. 가설의검증
Table 3.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연구는인터넷을사용하는대학생들을대상으로자존감

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

구로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가설 1 : 자존감 수준은 인터넷중독과 유의미한 변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 : 여학생보다남학생의자존감수준이더낮을것

이다.

가설 3 : 남학생의인터넷중독이더높게나타날것이다.

2. 연구대상

본연구의 설문조사는 2013년 4월 5일 하루 동안 진행되

었고연구대상은강원도소재모전문대학에다니고있는남

여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을 통하여 진행

하였다.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127명(57.7%), 여자가

93명(42.3%)으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본연구를위한설문지는총 28 문항으로일반적인특성이

3문항, 인터넷 중독 15문항, 자존감 수준 측정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1 인터넷 중독 검사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

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연구의 결과물인 "성인 자가

진단 척도(KS-A)"를이용하였다[12]. KS-A 척도는 기존의

K척도를근간으로개발하였으며인구변인학적질문과정신건

강문제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4가지 요인으로

일상생활장애(1요인) 5문항, 금단(2요인) 4문항, 내성(3요

인) 4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4요인)으로구성되어있고

그중에 4개 문항은역채점한다. 당초문항신뢰도분석결

과, Cronbach‘s α= .870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68 이다. 각 문항은 4점척도(전혀그렇

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측정하고 중독성 판단은

<표 1>과 같다.

3.2 자존감 척도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김문

주(1988)가 번안한 검사지를 이용하였다[13]. 총 11문항으

로구성되어있는데. 각문항은 4점척도(전혀그렇지않다 1

점, 항상그렇다 4점)로측정하였고부정자존감항목은역채

점한다. 총점이높을수록자존감수준이높은것을의미하고

연구의 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α= .7212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연구의설문분석에사용된처리도구는 SPSS 12.0K for

Windows로 설문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확보를위한신뢰

도분석과 설문대상자의일반적빈도와백분율, 평균을처리

하였고자존감에따른인터넷중독의통계적유의성을증명하

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test,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분포

는 남자가 127명(57.7%), 여자가 93명(42.3%)이고 연령

은평균 21.8세이다. 대상자의인터넷중독정도를나타내는

KS-A 척도 값은 평균 53.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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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Characteristics)

빈도

(Frequency)

비율(%)

(Precent)

평균/편차

(Meas±SD)

연령(Age)

성별(Sex)

인터넷중독

(KS-A)

자존감

(Self-Esteem)

남자(male)

여자(female)

고위험군(High)

잠재위험군(Midium)

일반사용자군(Low)

127

93

98

87

35

57.7

42.3

44.5

39.5

15.9

21.8±1.71

53.1±7.56

22.1±6.23

표 2. 일반적인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중 고위험 군이 98명(44.5%), 잠재적위험군은 87명

(39.5%), 일반사용자군 35명(15.9%)으로 나타났다. 자존

감 수준은 평균 22.1점이였고 표준편차는 6.23점이였다.

2. 가설의 검증

2.1 가설 1의 검증

자존감 수준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3>에서보인것과같이자존감수준과인터넷중

독수준의상관관계는 .314(p<.001)로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상관관계로나타났다. 즉, 자존감 수준이낮은학생이인터넷

중독에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설1은 지지

되었다.

2.2 가설2의 검증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존감 수준이 낮다는 가설은 유

의도검정을위하여 t-test 에서 t 값이 -4.231(p<.01)로나

타나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자존감이낮다는가설을지지하였다.

2.3 가설3의 검증

남학생의인터넷중독수준이여학생에비해더높다는가

설도 t-test로 검증한 결과 t 값이 5.120(p<.001)로 가설을

지지하였다.

3. 기타 분석

인터넷 중독성을 조사하기 위한 KS-A 척도 값으로 고위

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을 대상으로 자존감 차이

를분석한결과일반사용자군의평균이 31.2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고위험군(17.2점) 그리고 잠재적위험군(23.4

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F 값이 70.66(p<.001)으로 집단 간 차

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일수

록 자존감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자존감과의

관련성을분석해보았다. 인터넷 중독측정은성인인터넷중

독 자가진단 척도(KS-A)를 사용하였고 자존감 수준은

Rosenberg의 도구를 번안한 도구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설

문에 참가한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22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자존감이 인터넷 중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

고통계작업을통하여가설을검정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당초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고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자존감이 낮았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군 분

류별 분석에서도 고위험군의 학생들이 자존감이 현저히 낮게

나왔고일반사용자군은대체로자존감수준이높게측정되었

다. 대학생들의인터넷과몰입이나중독현상을극복하기위해

서는각대학이나정부차원의자존감향상프로그램이절실하

다고 하겠다. 자신의 가치와 활동 역량이 인정될 수 있는 대

학문화와 환경변화가 대학생들을 인터넷 중독이라는 굴레에

서건져낼수있는가장빠른방법이라하겠다. 특히, 지방대

나 전문대학의 경우 상대적인 자존감 수준이 점차 하향 변화

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연구에서는자존감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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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이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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