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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편리해진 점은 많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의 과다한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의존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

치고, 결국에는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중독에 이르게 되는 관계를

밝힌다.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의존성, 대인관계 및 인터넷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의존성이 클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인터넷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나타났고대인관계에문제가있을수록인터넷중독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주요용어: 구조방정식, 요인분석, 인터넷중독.

1. 서론

최근 발표된 “2010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 결과에 따

르면, 만 9세부터 39세까지 청소년 및 성인의 인터넷중독률은 8.0% (중독자수 1,743천 명)로 나타났다.

이중에서청소년인터넷중독률 (12.4%)은성인인터넷중독률 (5.8%)의두배이상높아청소년들의인

터넷중독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표 1.1 인터넷중독 실태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30대

중독률(%) 13.7 12.2 10.0 8.0 4.0

중독자수(천명) 329 241 222 546 319

인터넷은 전자우편, 정보검색, 전자상거래, 온라인대화, 온라인게임 등을 통해 손쉬운 정보전달 및 교

환, 방대한 자료검색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 개인의 고립화, 스팸메일, 해킹, 음란물노

출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가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이 인터넷 의존상태와 대인관계에

영향을미치고결국에는인터넷중독등의사회적일탈문제가발생한다.

Young (1996)은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무관심과 무력감, 현실세계

와 가상세계의 분별력 기능약화, 인터넷 이용을 그만두면 견디지 못하는 금단현상, 그리고 이용할수록

더많은시간을인터넷에투자하게되는내성증상등인터넷중독현상을경험하게된다고지적했는데점

차더많은사람들에서심리적, 병리적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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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는 행태에 따라 인터넷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절제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몇시간, 심지어며칠을집중적으로매달리기도한다. 학생의경우인터넷으로많은시간을보내느

라 학습능률이 떨어지고,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어

울리기보다는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일상생활장애, 현실구분

장애, 대인관계장애, 학습장애가 발생한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생활하는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보다

자유롭게인터넷을사용할수있기때문에인터넷중독에빠질위험성이더높다고할수있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는 수 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대상이 주로 청소년 대상이어서 대

학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중독실태를 연

구한 것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국내 인터넷중독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발표된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논문 중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통계분석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환, 2008).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

요인과 잠재요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잠재요인과 측정변수간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는 기법으로 응

용통계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박노진, 2009; 김연형, 2010; 최현석 등,

2011).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과다 사용이 인터넷의존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인

터넷중독에빠지는관계를밝히고자한다. 2절에서는이론적인배경을제시하고, 3절에서는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자료수집 등에 대해 살펴본 후 4절에서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

론을내리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용빈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이 실시한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만 3세

이상의 인터넷이용률은 77.2%, 이용자수는 3,658만 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0.7%p와 39만 명이 증가하

였다고 하였다. 남성의 인터넷이용률은 82.4%, 여성은 71.9%이며, 연령별로는 10대가 99.9%, 20대가

99.7%, 30대가 98.8%로대부분인터넷이용자이고, 3∼9세는 85.4%, 40대는 84.3%라고발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시간은 대학생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미열과 김문두, 2009; 김혜숙과 서명교, 2007). 전영자와 서문영 (2006)은 인터넷은 친구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채팅이나 메일을 통해 익명성을 가지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몰입하게 됨으로써 가족 간, 특히 부모-자녀 간의 대화시간은 더욱 줄어들며 자연적으로 자녀

들이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수진 (200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과

도한 사용으로 중독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청소년 자신은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주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자기위주로 편파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되거나 인터넷을 조절하여 사용해야겠다는 동기가 감소하여 인터넷

중독에서벗어나지못할가능성을가정할수있다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 사용 시간이 지나치게 많음에 따라 대학생들이 스스로 학업이나 일상생활을 조절하

는데실패하여중독문제에빠지게된다면청소년보다더다양하고심각한부작용을겪을수있다.

2.2. 인터넷의존성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가정과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심각한 인터넷 의존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는 울적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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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기분이사라지는등인터넷으로스트레스를해결하는사람들이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계원 (2009)은 인터넷 중독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언가

새로운일이일어나고있을것같은생각에사로잡혀대부분의시간을인터넷을사용하느라보낸다고한

다. 오원욱 (2007)은 현실에서의 우울이나 불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 사

용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보상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사용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고 하였다. 홍세희

등 (2007)은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에 대한 회의와 외부세계에 대해 위

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중독에

빠지게할수있다고하였다.

인터넷을사용하지않으면기분이불쾌또는우울하거나초조함, 답답함을느낄때습관적으로인터넷

을찾게되는등, 인터넷의존성이높은사람은인터넷중독에빠질위험도높다고할수있다.

2.3. 대인관계

학생들 중 일부는 인터넷 사용으로 수면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나 피해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인터넷 접속시간이 많을수록 오프라인 관계보다는 온라인으로 관

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느껴서 사람들과

의친밀한관계를회피하는것이다.

남진열 (2009)은 인터넷중독 척도로 지속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가상공간에 몰입하게 되어 현실의 자

신이 아닌 가상공간의 새로운 자신에 집중하여 현실의 자신이 느끼는 불만이나 부족감을 가상공간의 자

신으로 대치되어 있는 양상 또는 면대면으로 만나는 현실적인 대인관계보다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는 사

람들에 대해 더 친밀감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가상세계지향이라는 요

인을사용하였고송남옥 (2004)은대인관계와인터넷사용수준과의관계를연구하였다.

Young (1996)은 온라인 관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실제생활에서의 대인관계 또는 직장생활에서의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고, 권정혜 (200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중독을 설명

하는데 자기 불일치→부정적 정서→자기로부터의 도피→인터넷중독에 이르는 경로가 타당하다고 하였
다. 청소년기부터 계속 이어져 대학생활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의 부적응으로 발달할 가

능성이크다.

2.4. 인터넷중독

서승연과이영호 (2007)는인터넷중독이란임상적으로심각한손상이나고통을일으키는부정적인패

턴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약물, 알코올,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존, 내성, 금

단 등의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화되어 신체적,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장애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순목 등 (2005)은 인터넷중독의 개념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시작된 인터넷 사용행동이 점차 사용시간이 증가되어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

간을 지속하게 되고, 중단했을 때 신체적 · 심리적으로 불쾌감과 불만족감을 초래하여 분명하게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인

터넷사용행동이지속되고있을때라고하였다.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사이버범죄, 인터넷 도박, 현실구분장애, 대인관계회

피, 대화단절, 우울증세, 통제력상실, 사회적 고립감,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지적하고있다 (서승연과이영호, 2007; 박승민등, 2007; 남진열, 2009; 황혜리와류수정,

2008; 손정락과이유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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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의를 듣고 정보검색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인

터넷을올바르게사용할때는문제가없지만아무런목적도없이인터넷서핑등으로지나친시간을보내

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 통제력을 잃으면 인터넷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2011)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인터넷중독률이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20∼24세의 경우 매년 증가

하고있어대학생의경우인터넷중독이더문제가될수있음을알수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의존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자기통

제능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

을구성하였다.

사용빈도 인터넷의존성 대인관계 인터넷중독

그림 3.1 초기연구모형

연구모형에따른연구가설은다음과같다.

가설 1: 인터넷사용빈도가높을수록인터넷에의존하는경향이클것이다.

가설 2: 인터넷에의존하는경향이클수록대인관계에문제가많을것이다.

가설 3: 대인관계에문제가많을수록인터넷중독정도가심할것이다.

연구대상자의인구통계적특성을파악하기위한빈도분석, 많은변수들을동질요인으로묶어변수를

단순화하기위한요인분석, 각요인의신뢰도를확인하기위한신뢰도분석등을위하여 SPSS 18.0을사

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통한가설검정을위해 AMOS 18.0을사용하였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빈도, 인터넷의존성, 대인관계 문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

하였다. 조사는 2010년 10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계명대학교 자연대, 인문대, 경영대 학생을 대

상으로 할당표본추출하여 25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242부를실제분석에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및 변수의 구성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별, 학력, 소속, 자가진단, 이용시간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

5항목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사용빈도 (5개 항목), 인터넷의존성 (4개 항목), 대인관계 (5개 항

목), 중독정도 (4개 항목)를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표 3.1).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

록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인터넷중독수준을알아보기위하여본연구에서사용된척도는다음과같다.

(1) 한국문화정보진흥원 (2005): 성인인터넷중독진단척도

(2)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원, 서울대 (2003): 인터넷중독자가진단프로그램인 k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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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광식 (2010): 인터넷중독자가진단소형척도

(4) Young (1996): 개발한인터넷중독진단척도

표 3.1 측정도구

사용빈도 인터넷의존성

a1. 밤을 새우면서 인터넷을 한 적이 있다. b1. 인터넷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쉽게 흥분한다.

a2. 인터넷이용시간을 줄이려고하지만성공하지못했다. b2. 인터넷을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a3.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b3. 인터넷을 하는 동안 자신감이 생긴다.

a4.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접속한다. b4. 스트레스를 인터넷으로 푼다.

a5. 실습시간 중에도 자주 인터넷에 접속한다.

대인관계 인터넷 중독

c1.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나 피해 경험이 있다. d1. 내가 생각해도 인터넷에 중독된 것 같다.

c2.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d2. 인터넷 때문에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

c3.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d3.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을 먼저 한다.

c4. 인터넷을 하느라 주변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 d4. 사이버세상과 현실이 혼돈된 적이 있다.

c5. 주변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적특성을살펴보면표 4.1과같다.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성별
남자 127 (52.5)

여자 115 (47.5)

학년

1학년 60 (24.8)

2학년 70 (28.9)

3학년 57 (23.6)

4학년 55 (22.7)

소속

자연대 90 (37.2)

인문대 74 (30.6)

경영대 78 (32.2)

자가진단

상 100 (41.3)

중 97 (40.1)

하 45( 18.6)

이용시간

많은편 105 (43.4)

보통 82 (33.9)

많지않음 55 (22.7)

성별로는 남학생 52.5%, 여학생 47.5%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 24.8%, 2학년 28.9%, 3학년

23.6%, 4학년 22.7%로나타났다. 자연대학생이 37.2%, 인문대학생이 30.6%, 경영대학생이 32.2%이

고인터넷이용시간은보통이상이 77% 정도로나타났다. 본인이생각하는인터넷중독정도는 81%정도

가중급또는상급이라고대답하였다.

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설문문항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축

요인추출을 이용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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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사각회전방식으로는 오블리민 (oblimin)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고유값이 1 이상이고,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인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신뢰도 검사에서는 크론바 알

파 (Cronbach-α)값이 0.6 이상이 되는 요인을 본 분석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KMO값은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6이상이면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

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간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방법으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변수 간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차후에 계속 진행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값이다. 분석결과 KMO의 표준형성 적절성 측정값이 0.862로 기준보다 크며,

Bartlett의구형성검정에서유의확률이 0.001미만으로요인분석이타당하게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4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총 누적분산 설명률이

66.334%로 나타났다. 각각 사용빈도, 인터넷의존성, 대인관계, 인터넷중독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값과 신뢰도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

단된다 (표 4.2).

표 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변수 요인적재값 고유값 분산율 누적분산율 신뢰도

대인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 (c3) .975

5.341 29.674 29.674 .919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나 피해 경험 (c1) .833

주변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 (c5) .804

인터넷을 하느라 주변사람들에게 무관심 (c4) .803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관계 유지 (c2) .761

사용빈도

실습시간 중에도 자주 인터넷에 접속 (a5) .865

2.561 14.228 43.902 .870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 (a3) .807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접속 (a4) .766

인터넷 이용시간을 줄이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함 (a2) .737

밤을 새우면서 인터넷을 한 적이 있음 (a1) .624

인터넷의존성

인터넷을 하는 동안 자신감이 생김 (b3) .951

2.421 13.447 57.349 .918
인터넷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쉽게 흥분 (b1) .883

스트레스를 인터넷으로 품 (b4) .831

인터넷을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짐 (b2) .774

인터넷중독

내가 생각해도 인터넷에 중독된 것 같음 (d1) .811

1.617 8.985 66.334 .857
인터넷 때문에 학교생활에 지장 (d2) .804

사이버세상과 현실이 혼돈 (d4) .764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먼저 사용 (d3)) .73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6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p <0.001

4.3. 모형수정 및 최종모형의 설정

초기모형 분석에서 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적합도를 보면 부분적으로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형을 찾기 위하여 사용빈도→대인관
계, 사용빈도→인터넷중독, 인터넷의존성→인터넷중독의 경로가 추가된 수정모형을 고려하였다 (그림

4.1).

가설 4: 인터넷사용빈도가높을수록대인관계에문제가많을것이다.

가설 5: 인터넷사용빈도가높을수록인터넷중독정도가심할것이다.

가설 6: 인터넷에의존하는경향이클수록인터넷중독정도가심할것이다.

수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4.3과 같다. 비교를 위해 초기모형의 적합도와 적합도 기준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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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빈도

인터넷의존성

대인관계

인터넷중독

그림 4.1 수정모형

표 4.3 수정모형의 적합도

통계량 카이제곱 prob GFI IFI CFI NFI RMSEA

초기모형 177.654 0.005 0.926 0.983 0.878 0.938 0.038

수정모형 149.783 0.102 0.935 0.9921 0.992 0.948 0.026

적합도기준값 prob>0.05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0.05 이하

수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χ2=149.783, 유의확률이 0.05이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연구모형은 주어진 자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통계량을 살펴보아도 수

정모형의적합도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사용빈도, 인터넷의존성, 대인관계, 인터넷중독의 측정모형의 요인적재

량과적합도는표 4.4와같다. 유의수준 1%에서모두유의하였다.

표 4.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비표준화계수 S.E. C.R. p값

사용빈도→사용빈도 a5 1.000

사용빈도→사용빈도 a3 0.956 0.065 14.687 <0.001

사용빈도→사용빈도 a4 0.858 0.064 13.376 <0.001

사용빈도→사용빈도 a1 0.739 0.07 10.515 <0.001

사용빈도→사용빈도 a2 0.709 0.056 12.739 <0.001

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 d1 1.000

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 d2 0.947 0.08 11.834 <0.001

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 d3 0.936 0.073 12.824 <0.001

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 d4 0.917 0.079 11.645 <0.001

대인관계→대인관계 c3 1.000

대인관계→대인관계 c5 0.920 0.049 18.897 <0.001

대인관계→대인관계 c1 0.880 0.043 20.356 <0.001

대인관계→대인관계 c4 0.811 0.043 18.943 <0.001

대인관계→대인관계 c2 0.774 0.046 16.829 <0.001

인터넷의존성→인터넷의존성 b3 1.000

인터넷의존성→인터넷의존성 b1 0.929 0.042 22.321 <0.001

인터넷의존성→인터넷의존성 b4 0.850 0.045 18.986 <0.001

인터넷의존성→인터넷의존성 b2 0.848 0.051 16.667 <0.001

4.4.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한 다음 잠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개념신뢰도는 관측변수의 내

적일관성을측정한것으로일반적으로수용가능한신뢰도수준은 0.7이상을들고있다. 분산추출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0.5이상이 되어야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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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ir 등 1998).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Fornell과 Lacker (1981)의

식을사용하였다.

각요인에대한개념신뢰도와분산추출지수는표 4.5와같다.

표 4.5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

요인 측정변수 표준화추정치 표준화측정오차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사용빈도

사용빈도 a1 0.633 0.599

0.874 0.583

사용빈도 a2 0.732 0.464

사용빈도 a3 0.811 0.342

사용빈도 a4 0.758 0.425

사용빈도 a5 0.864 0.254

인터넷의존성

인터넷의존성 b1 0.886 0.215

0.920 0.743
인터넷의존성 b2 0.778 0.395

인터넷의존성 b3 0.948 0.101

인터넷의존성 b4 0.827 0.316

대인관계

대인관계 c1 0.830 0.311

0.922 0.703

대인관계 c2 0.764 0.416

대인관계 c3 0.972 0.055

대인관계 c4 0.806 0.350

대인관계 c5 0.805 0.352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 d1 0.805 0.352

0.858 0.601
인터넷중독 d2 0.748 0.440

인터넷중독 d3 0.808 0.347

인터넷중독 d4 0.738 0.455

모든 요인에서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가 임계치 이상이므로 신뢰성과 수렴타당성은 확보되었으므

로실증모형을구축하는데문제가없다고할수있다.

각 요인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표

4.6). 판별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각요인의분산추출지수와상관계수를비교한결과, 대각선의분산추

출지수보다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모두 작아 요인 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Fornell과

Lacker, 1981)

표 4.6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사용빈도 인터넷의존성 대인관계 인터넷중독

사용빈도 0.583

인터넷의존성 0.170 0.743

대인관계 0.178 0.217 0.703

인터넷중독 0.284 0.327 0.333 0.601

4.5. 수정모형의 평가

수정모형에 대한 경로도는 그림 4.2와 같다. 여기서 직사각형은 관측변수를, 타원은 잠재변수를,

e1∼e21은오차항을나타낸다.

표 4.7은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요인간 경로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각 경로의

계수와유의성을검정하였다. 매개변수의유의성은부트스트랩검정 (bootstrap test)을실행하였다. 부

트스트랩검정을통해확인한결과최종모형의모든직접효과와간접효과는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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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표 4.7은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모든 가설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가설1 사용빈도→인터넷 의존성 0.187 0.077 2.431*
가설2 인터넷 의존성→대인관계 0.172 0.06 2.877**
가설3 대인관계→인터넷중독 0.218 0.06 3.621***
가설4 사용빈도→대인관계 0.143 0.068 2.101*
가설5 사용빈도→인터넷중독 0.174 0.061 2.855**
가설6 인터넷 의존성→인터넷중독 0.191 0.054 3.509***
단, * p<0.05  ** p<0.01 *** p<0.001

표 4.7 가설검정결과 

 가설 1은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터넷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인터넷을 못하면 초조해지는 인터넷 의존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인
터넷을 못하게 되면 초조해지는 등 인터넷 의존성이 생긴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
다는 고립된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 경우 인터넷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으로, 인터
넷 이용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우울증, 사회적 고립으로 대인관계가 힘들어져 인터
넷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표 4.7 가설검정결과

가설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설1 사용빈도→인터넷의존성 0.187* 0.187*

가설2 인터넷의존성→대인관계 0.172* 0.172*

가설3 대인관계→인터넷중독 0.218** 0.218**

가설4 사용빈도→대인관계 0.175* 0.143* 0.032*

가설5 사용빈도→인터넷중독 0.248** 0.174** 0.074*

가설6 인터넷의존성→인터넷중독 0.228** 0.191** 0.038*

단, *p<0.05 **p<0.01

가설 1은사용빈도가높을수록인터넷에의존하는경향이크다는것으로,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

고인터넷을많이사용하게됨에따라인터넷사용여부에따라기분이좌우되는것과같이인터넷의존성

이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 2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인터넷을 못하게 되면

초조해지는 것과 같은 인터넷의존성이 생긴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고립된 생활을 즐기는 것

으로나타났다.

가설 3은대인관계에문제가많은경우인터넷중독정도가심하다는것으로, 인터넷이용에대한과도

한집착으로우울증, 사회적고립으로대인관계가힘들어져인터넷중독에쉽게빠지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 4는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주변 사

람들과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오프라인 관계보다는 온라인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활동에는관심이없고학교생활에부적응하는등대인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설 5은사용빈도가높을수록인터넷중독정도가심하다는것으로, 해야할일을시작하기전에인터

넷을먼저찾는등과다한인터넷접속으로학교생활에도지장을받고사이버세상과현실을혼돈하고집

중력저하등의건강문제를야기하는인터넷중독증상이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가설 6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으로,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면소통의도구인인터넷이오히려고립화와중독을유발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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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된효과에기초하여살펴보면사용빈도가인터넷중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만인터넷의존성

과대인관계의매개변수를통해서도인터넷중독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 의존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자기통

제능력을상실하고일상생활에지장을주는인터넷중독에미치는정도를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터

넷의존성이커지는것으로나타났고, 인터넷에의존하는경향이클수록대인관계에문제가발생하여다

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고립된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이버세상과 현실을 혼돈하

고 집중력 저하 등 자기통제력 낮아지는 등 인터넷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등

대인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에문제가많을수록인터넷이용에대한과도한집착으로인터넷중독경향이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수록 인터넷중독 경향이 심하여 현실세계의 대인관계나 일상

생활에부적응문제자기통제력이낮아인내력부족, 효율적인문제해결능력부족등이발생하고있다.

셋째, 인터넷사용빈도가높을수록대학생들의인터넷의존성, 대인관계및인터넷중독정도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의존성이 클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심하고, 대인관계에 문제

가 있을수록 인터넷중독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의존성이 클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이용에대한과도한집착으로발생하는인터넷중독현상은우울증, 대인관계학교생활및사회

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아동시기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교육시켜 청소년

기, 대학생활, 성인에이르러서도효과적으로인터넷을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초등학교때부터

매일 인터넷 사용시간 점검, 부모와의 원만한 대화, 오프라인의 만남, 다른 취미활동, 여가생활 등을 즐

기도록유도하여인터넷과다사용을억제하도록해야할것이다.

본 논문은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살

펴보고 도출해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지 못

한점은후속연구를통하여보완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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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though wide usage of internet makes daily life easier, it drives many social

problems. This article reveals that heavy usage of internet affects status of mind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ends up to the internet addiction. We found the more

college students use internet, the more they become internet dependent, problematic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internet addictive. And more, internet dependency

provokes internet addiction and problems in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problems

with others induces internet addiction,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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