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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아동의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

김 아

제주 학교 사회교육 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송재홍

본 연구는 아동의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 수 에 미치는

향과 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 수 과의 계에서 충동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 으로써 인터넷 독 방 치료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사회 안에서 보호받고 건 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 세 변인은 상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역기능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력은 어느 정도

인가?

연구문제 3)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과의 계에서 충동성은 매개

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홍세희와 조용래(2006)가 구성한 역기능 신념검사

(DBT)의 단축 을 임다 (2009)이 아동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이 수

(1992)가 번안한 Barratt충동성 검사Ⅱ(1969) ,인터넷 독 방센터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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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제주시내에 소재한 A,B 등학교에서

320명의 5~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자료 분석은 SPSS18.0 로

그램을 이용하여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 편차,상 계 분석,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 수 과의 계에서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 간에는 서로 정 인 상 을 보

다.즉,역기능 신념이 높을수록,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역기능 신념은 인터넷 독 성향에 유의한 향을 나타내며,역기능

신념의 하 요인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이 인터넷 독 성

향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충동성은 인터넷 독 성향에 유의한 향을 나타내며,충동성의 하 요

인 운동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 간의 계에서 충동성은 부분매개효

과를 나타냈다.역기능 신념은 인터넷 독 성향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충동성을 통해서도 간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역기능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은 개인의

충동성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일상생활에서 인 계

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소외와 고립의 탈출구로 인터넷 독에 빠져들지 않

도록 부모는 물론 교사,친구 등 주 의 지속 인 심과 배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아동들이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동성 통제

조 을 한 상담 개입과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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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서울특별시(2012)가 최근 3년간(2009~2011년)청소년들이 21개 청소년상담지

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상담 내용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 것은 컴퓨터․인터넷 사용에 한 고민이었다.한국정

보화진흥원(2012)이 보고한 2011년 인터넷 독 실태조사에서도 연령 10

의 인터넷 독률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들의 고 험군 비율도

2.9%로 연령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독자의 33.7%가 만10세 이

에 인터넷을 처음 이용했다고 나타났다. 한,인터넷을 하는 거의 모든 아동

들( 등학생 97.2%, 학생 95.5%)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높고,인터넷 독의 잠재 험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는 자아를 형성하고 자존감이 발달하는 시기로 자아개념에 변화가 일

어난다.사고의 자기 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감정,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사회 자아와 심리 자아의 묘사가 증

가한다(정옥분,2011).아동기에 있어 의미 있는 타인들은 자아개념 형성에 요

하게 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자아를 정의하는 데 확고한 역할을 하며,아동들이

정 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해서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아동들에게 수용

이고 신뢰할만하여야 한다. 기 어린 시 동안 어린이들은 그 자신에 한

지각을 신체 자아와 그에 한 요 타인,특히 부모들의 반응과 같은 직

인 경험에 고정시킨다. 등학교 상 학년 어린이의 자아개념은 사회 환경의

향을 받아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보통 능력과 재능은 학교 표 ,동료들의 승인

등에 의해서 평가되며 이 시기의 자아개념은 확장된 사회 계의 틀과 성취에

근거한다.부모나 선생님들에 의해 설정된 기 은 자아존 의 발달에 매우 요

하다(송인섭,1998).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터넷 환경은 가정,학교,직장 등 사회 으로 없어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아동들에게도 외는 아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 일부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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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제 수행이 어려우며,인터넷 강의,e-스터디 등 사이버가정학습은 이미 일

반화되어 있으며,오 라인 서 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자책 산업이 차 호황을

리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인으로 살아가기 해서 인터넷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아동의 경우 신체 ,정서 발달과 함께 정체감에 기를

느끼고,자기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인터넷 사용에 있어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아동과 인터넷 이용의 계는 이미 사용 유

무의 통제를 넘어섰으며 무엇보다 요한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인

터넷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정 이고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 한 자아개념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터

넷 게임 등 부정 요소에 쉽게 노출되고 독될 수 있는 등학교 5~6학년을

상으로 아동의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과 역

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과의 계에서 충동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

펴 으로써 인터넷 독 방 치료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 자료로 활

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사회 안에서 보호받고 건 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 이 있다.

2.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정신 ․정서 발달과 정체성 확립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에

인터넷 게임 등 부정 요소에 쉽게 노출되는 등학교 5~6학년을 상으로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와 역기

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 간의 계를 충동성이 매개하는지에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 세 변인은 상 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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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역기능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력은 어느 정도

인가?

연구문제 3)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과의 계에서 충동성은 매개

효과가 있는가?

3.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인터넷 독

인터넷 독은 연구자,학자마다 사이버 독,컴퓨터 독,인터넷증후군 등으로

조 씩 다르게 정의하여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공통 으로 지나친 사용과 장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내용 으로 개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은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 ,정신 ,사회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인터넷 독 으로 보고

방과 해소를 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

진흥원(2012)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에 한 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상태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병리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인터넷 독이라고 하고자 한다.

나.역기능 신념

역기능 신념은 Beck이 인지 취약성 스트 스 모형(cognitivediathesis-stress

model)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며,역기능 인지 도식은 완벽주의 , 주의

,당 이며,이상주의 인 융통성이 없는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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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서 실 되기 어려운 것들로 보고 있다.역기능 신념과 유사한 개념인

비합리 신념은 Ellis에 의해 창안된 합리 정서 행동치료의 핵심개념으로서,

비실제 이며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서도 건 한 인간행동을 지속하는 데 지장을

야기하는 신념을 의미한다(임다 ,2009,재인용).

본 연구에서 역기능 신념이란 어린 시 에 부정 인 정서를 반복 으로 경

험하게 되면서 형성된 비합리 이고 자동 인 사고과정으로 인해 결국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고 문제를 심화시키는 신념체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다.충동성

충동성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조작 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며,

많은 역에서 범 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성격심리학의 역에서는 성격특질

의 하나로 간주하는 한편,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의 역에서는 행동장애의

징후로 간주되기도 하고,정신의학에서는 사회 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사

회 으로 일탈된 행동과 련 있는 것으로 본다(이은 ,2010,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 력이 약하여 한 가지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하

기가 어렵고 주 사람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즉각 으로 행

동하는 것을 충동성이라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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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인터넷 독

가.인터넷 독의 정의

인터넷 독은 사이버 독,컴퓨터 독,인터넷증후군 등으로 불리며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다.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은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 ,정신 ,사회 기능의 손

상을 입는 것을 인터넷 독으로 보고 방과 해소를 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

해 인터넷 사용에 한 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

생활에 장애가 되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는 1996년 심리학자인 Goldberg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

고,Young이 미국심리학회에서 인터넷 독 척도를 발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Young(1996)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는데 몰두하

면서 주변의 일상사에 흥미를 상실하고 실생활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실

인간 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을 속히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다.인터넷에 무 탐닉해 병 증세를 나타내는 상들을 총체 으로 인터넷 증

후군(Internet Syndrome),웨버홀리즘(Webaholism) 혹은 인터넷 증후 장애

(InternetAddictionDisorder;IAD)라고 불 다.곧 인터넷 독이란 과도한 인

터넷 사용으로 인해 병리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미국 정신의학회의 정

신질환 분류체계인 DSM-IV에 수록된 각종 정신장애 에서 특성상 인터넷

독에 가장 가깝고 용할 만한 것이 병 도박의 진단이라고 간주하고 이 진단을

모델로 하여 인터넷 독을 ‘독성 물질(intoxicant)이 없는 충동조 장애

(Impulse-controldisorder)’로 정의하고 있다(신 란,2005,재인용).

국내의 경우 송인덕(1999)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은 인터넷 속에 한 강박

집착,일단 속하면 끝을 보려하는 조 불능,해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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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면서도 계속 속하는 강박 사용,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에 한 자각

주 의 염려 등이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인터넷 독은 학자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 으로 지나친 사용과 장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인

터넷이 시공을 월하는 획기 인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스트 스 해소를

한 놀이․문화를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신체 ,정신 ,시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원인

과 그 증상에 하여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나.인터넷 독의 원인 증상

Young(1996)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하거나 게임을 벌일 수 있다

는 것이 일상생할에서 인 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력 인 독의

유인자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uler(1996)는 인터넷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하며,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을 인터넷 사용에 목

시켜 원인을 설명하 다.욕구단계 하 욕구인 생리 욕구와 안 욕구는 온

라인상에서 성 희롱,성별 환,완 한 익명성에 의해 충족되고,보다 상

욕구인 소속과 애정욕구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 다.존경욕구는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이 한 일에 하여 즉각 인 피드

백을 받고,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향을 빠르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충족된다

고 하 다.최상 욕구인 자아실 욕구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한

질문을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되고,자신이 내 인 심과 태도,그리고 이 에 알

수 없었던 자신의 성격 측면을 깨닫게 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고 하 다.

청소년기에는 심리 이유 상이 나타나고,그들의 심이 자신과 비슷한 친구

들에게 향하게 되며, 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런 집단에 소

속될 때 안정감을 느낀다.따라서 청소년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친구

와 새로운 집단을 찾아다닌다.하지만 실세계에서 사회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친구 계를 잘 맺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기를 실제로 들어

낼 필요도 없고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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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2000).청소년기에는 가족보다는 래나 친구들이 의미 있는 타자들로

여겨지므로 친구 계는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 독의 원인은 다양하다.첫째 인터넷의 속성 요인으로 ①높은 유희성

과 욕구 충족 ②강박성과 충동성 ③익명성 ④상 으로 거리감을 두고 인간

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⑤개방성이 있다.둘째 개인의 심리 요인으로 성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인터넷 독은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심하게 결핍된 사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쉽게 나타난다.극단 인 성격이나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이버 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가정 요인이다.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 계는 개인의 도덕의식,생활습

,문화 의식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된다.청소년기는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사랑과 심이 필요한 시기로서,부모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

은 그들의 심리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게 된다.넷째 사회 요

인과 문화 요인이다. 국 규모로 설치된 고속망과 PC방은 인터넷 근성

을 용이하게 해 주었으나 인터넷 독에 빠지기 쉬운 환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자기조 과 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없이 험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우리나라 인터넷은 상업 사이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청소년들의 음란한 사이트에 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재장치가 발달

되어 있지 않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의 어기 (2000)은 청소년들이 보이는 표 인 컴퓨터

독증을 게임 독.통신 독.음란물 독으로 나 었다.게임 독은 지나치게

게임에 몰입함으로써 독성을 유발하고 증상으로는 인기피증,강박증,편집증,

체력 하,게임의 폭력성에 쉽게 노출,지나친 승부욕 조장 등의 문제 이 나타난

다.통신 독은 정보이용자가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일반인들과는 달

리 실도피의 수단으로 인터넷 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고 증상으로는 자기

통제력의 상실,인터넷 사용량 증가.일상생활에의 부작용,감정조 능력 감소,

인 계 장애 등의 문제 이 나타나고 음란물 독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볼 수 있

는 독 상으로 성에 한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지나치게 속할 경우에 발생하는 독 상으로 성 충동 증가,성에 한 왜

곡된 인식 표 ,모방 성범죄 래 등의 문제 이 나타난다(김용직,2006,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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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과 Goldberg(1996)가 정리한 과도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김용직,2006,재인용).

1)내성과 단

만족하기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더 자극 인 것을 찾게 되며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우울, 조감에 시달린다.수업 에도 게임소리가

귓 을 맴돌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이 말똥말똥해지며 천장이 컴퓨터 화면

으로 보이고,그 속에 장면이 어지럽게 펼쳐진다. 컴퓨터를 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도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자 을 두드리고 있다.

2)일상생활 장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면 사용을 이거나 조 하려는 욕구가 지속 으로 있

었지만 그만두기가 어렵고 인터넷을 하기 해 다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방

해를 받으면 몹시 화내거나 때로는 부모에게 반항한다. 요한 약속을 어기거

나 공부를 소홀히 한다.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어 가족과도 소원해지고 인터넷

사용으로 학업성 ,친구 계,취미활동에도 심이 없으며,학교 응도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3)강박 사용과 집착

인터넷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인터넷을 할 생각만 하고 인터넷에서 뭔가 새로

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 있어서 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을 사

용하는데 보낸다.

4)신체 증상

인터넷 독자들은 밤을 새워 인터넷을 사용하므로 수면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주기 교란과 만성피로감,시력 하, 의 피로,목이나 어깨의 통증으로

인한 장애가 온다.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양실조,혹은 운동 부족과 과식으로

인한 압상승,심장마비,체 증가,돌연사 등이 래된다.Oman(1996)은 손목

의 통증, 의 건조함,요통,식사를 거름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개인 생

소홀,수면패턴의 변화로 인한 수면 장애들이 컴퓨터 독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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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자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낮고

(송원 ,1998),우울 성향과 충동성이 높으며(김종범,1999;Gunn,1998),내향

이고(Gunn,1998),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회생활에 응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매력 인 공간

이거나(한규석,1999),표면 인 익명성으로 인해 좌 감과 공격 충동을 표 하기

에 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다. 등학생의 인터넷 독

인터넷을 통한 PC통신과 컴퓨터 게임의 독 인 사용은 인터넷 사용자의 나

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Brenner,1997)처럼 성장단계에

놓인 등학생들의 경우,정신 ․정서 발달과 정체성 확립에 장애를 래하는

등 험소지가 높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학생들은 정보 검색보다는 주로 온라인 게임과 채 ,

메신 등에 심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을 보

이고 있다(정호선,2009,재인용)인터넷 독 정도에 따라 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충동성에 있어서 인터넷 독 집단의 아동이 일반 집단의 아동보다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무계획충동성, 수가 높게 나타났고,신체 공격성,언어 공격성,

간 공격성,부정성 수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김효선,2002,재인용).

이계원(2000)의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에 해 심이 없거나 귀찮

아하며 필요할 때 곁에 없고 자기보다 바깥일을 보다 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청

소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며 결국은 인터넷 독에 빠지기 쉽

다고 하 으며,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 하며 경쟁 인 성공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성취압력에 한 스트 스 때문에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 다(박선아,2011).

인터넷 독과 련한 등학생의 심리 특성에 한 류길순(2003)의 연구에서

는 충동성,공격성을 주요 특성으로 보았다.인터넷 독이 심할수록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아지며,인터넷 독과 충동성,공격성과의 계 고찰을 통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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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에 더 반항 이고,화를 잘 내며,타인에 해 우호성

과 책임감 결여,자기 통제력의 상실을 가져오고,이로 인해 아동기와 청소년기

는 성인기까지 부 응 혹은 비행이 이어진다고 주장하 다.

Brenner(1997)는 아동의 경우 신체 ,정서 발달과 함께 정체감에 기를 느

끼고,자기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신체 인 문

제는 수면 부족과 신체 질병으로 호소되며,학습동기가 어들고 성 이 하

되며,우울증 충동 등의 심리 문제를 유발한다, 한 실생활 친구보다 온라인

의 친구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인 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인터넷 독 성

향에 따른 역기능 인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 다(김선숙,2004).

2.역기능 신념

가.역기능 신념의 정의

Ellis(1962;Ellis&Harper,1997)는 심리 장애와 건강에 한 논의에서 합리

사고와 비합리 사고간의 차이를 구분하 다.합리 사고는 각 개인의 복지,만족도

그리고 행복에 기여하는 반면 비합리 사고는 정서 장애와 역기능 행동에

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심리 역기능에서 인지의 우선 인 요성을

강조한다는 에서 Beck은 Ellis와 같은 근법을 취하고 있다.둘은 치료를 부

응 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본다는 ,치료에서 극 지시 자세를 취

한다는 에서 공통 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근은 몇 가지 차이 이 있

다.Ellis의 합리 ․정서․행동치료(REBT)이론은 비합리 신념을 철학 기

에서 틀린 것으로 보는 반면 Beck의 인지치료(CBT)이론은 그것이 철학 기

에서 오류라기보다 환자의 삶에서 역기능 이라는 에 더 주목한다.따라서 CBT

에서는 비합리 이라는 용어보다는 역기능 신념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

(Corsin& Wedding,2000).요컨 ,두 개념 모두 부정 결과와 연 되어 있으나

그 정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김기웅,2012,재인용).

역기능 신념과 유사한 개념인 비합리 신념은 Ellis(임다 ,2009,재인용)에



- 11 -

의해 창안된 합리 정서 행동치료의 핵심개념으로서,비실제 이며 아무런 근거

가 없으면서도 건 한 인간행동을 지속하는 데 지장을 야기하는 신념을 의미한

다.이처럼 비합리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하여 부정 결

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은 과 평가하고 그에 처할 자신의 능력은 과소평

가하는 경향을 지닌다.이 후에 Beck(2009,임다 )은 비합리 신념은 결국 목표

의 달성을 방해하여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는 을 강조하여 이를 역기능 신념

이라고 명명하 다.두 용어는 근본 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역기

능 신념은 비합리 신념이 생활사건에 기여하는 향력을 포함하는 의미하고

할 수 있다.

Ellis등은 이러한 비합리 이고 역기능 인 신념체계가 형성되기까지는 인지왜곡

을 유지시키는 습 인 자기 독백과 자동 사고가 향을 미친다고 하 다.이

들은 비 실 인 가정이나 인지왜곡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에 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수행에 한 의심으로 인해 부정 인 자동 사고를 하게 되며,결과 으

로 이러한 자동 사고로 인해 인지,정서,행동,자기지각의 측면에서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하정희,조한익,2006).

Ingram과 Kendall(1987)은 자동 사고를 유발한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 역기

능 인 신념 혹은 비합리 신념에 의해 생성된 일종의 인지산물 상태의 부정

인 사고로 보았다.자동 사고는 역기능 신념의 인지 산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 인 성격의 인지 구조를 반 하는 반면 자동 사고는 일시 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한 역기능 신념은 정 이거나 부정 인 평가 내용

을 포함하지 않으나 자동 사고는 자기 자신,자신의 미래,주변 환경에 한

부정 이고 정 인 평가 내용을 포함한다(Hollon& Bemis,1981;Kwon&

Oei,1992).역기능 신념은 모든 상황에 용되는 추상 이고 일반 인 신념이

라면 자동 사고는 특정한 상황과 히 연 된 것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정도나 그러한 상황에 한 자신의 처능력 혹은 처행동이 결과에 해

순간 으로 떠오르는 구체 인 생각이나 상으로 간주된다(권정혜, 1993;

Fennell,1989).

Beck(1997)은 이러한 자동 사고의 근원을 믿음(belief)에 있다고 하 다.어

린 시 부터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상호작용으로 믿음을 형성



- 12 -

해 나간다.이러한 믿음은 결국 가장 심 인 믿음인 핵심믿음(corebelief)을 형

성하게 되는데,핵심믿음은 아주 근원 이고 깊은 수 의 믿음으로 흔히 그들 자

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 이러한 핵심믿음은 인지의 가장 심층

부로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하며,이 핵심믿음에 의해서 자동 사고가 형성

된다.어떤 특정 상황에서 한 사람의 내재된 믿음은 그 사람의 지각에 향을 주

고 이것은 상황의 특징 인 자동 사고를 통하여 표 된다.이러한 자동 사고

는 그 사람의 감정에 향을 주며 나아가서 행동에 향을 주게 된다고 하 다

(류 동,2006).

인지치료는 인지모델을 근거로 하는데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그들의 지각

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Beck,1988)즉 사람들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고,그들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Beck,1964)는 것이다.이러한 인지모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자동 사고는

인지의 가장 표면 인 부분으로 어떤 상황이나 외부 자극에 의해 자동 이고 즉

각 으로 진행되는 생각들이다.이것은 논리 이고 심사숙고한 사고와는 다르다.

이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릴 부터 반복된 경험과 상과

의 계에서 형성된 신념에서부터 자동 으로 자기내부에서 발생한다.그러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사고이다.이러한 자동 사고는 우리의

태도나 행동,기분 등을 좌우하는 아주 요한 정신 상이 될 수 있다. 한 자

동 사고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결정 인 향을 미치면서도 쉽게 의식되지

않는다.말 그 로 자동 으로 드는 생각이고 매우 신속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생

각이다.자동 사고가 요한 것은 자동 사고가 이 게 즉각 이다 보니 일상

생활에서 그 생각이 실 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해 보지 않고 부분 그냥

쉽게 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Beck,1979;이 화,2011,재인용).

역기능 신념이라는 용어는 Beck이 우울증의 발생을 설명한 인지 취약성 스

트 스 모형(cognitivediathesis-stressmodel)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이 모

형은 인지 취약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트 스 즉 부정 인 생활사건이 일어났

을 때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다.Beck은 이러한 인

지 취약성을 인지도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인지도식은 한 개인이 주변자

극을 선택 으로 받아들이고 자극의 의미를 해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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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화하는 인지 틀을 의미한다.심리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린시 의

경험에 의해 특정한 내용의 인지 도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정 인 생활사건에

부딪히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을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고 결과 으

로 심리 장애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Beck에 따르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역

기능 인지 도식은 완벽주의 , 주의 ,당 이며,이상주의 인 융통성이

없는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어 실 인 삶 속에서 실 되기 어려운 것들이다.그

는 이러한 인지 도식을 맥락에 따라서 역기능 신념(dysfunctionalbelief),역기능

인 태도(dysfunctionalattitude),부 응 기 가정(maladaptiveunderlying

assumptions)등의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다(임다 ,2009,재인용).

나.역기능 신념의 구성요인

역기능 신념의 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역기능

신념의 의미와 본질 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비합리 신념 는 역기능

태도의 요인과 복되는 부분이 많아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혼용되기도 한

다.이에 역기능 요인을 설정하기 해 비합리 신념 는 역기능 태도의 요

인을 함께 살펴보고 가장 핵심 인 요인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먼 비합리 신념의 요인으로는 Jones(1969;이희 ,정민상,2007)가 개발한

비합리 신념 검사(IrrationalBeliefTest,IBT)에서 인정의 욕구,개인 완벽성,

비난경향성, 국화,정서 무책임감,과잉 불안 염려,문제 회피,의존성,무기

력,완벽한 해결의 10가지 하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서수균(2004)은

DiGuiseppe등(1998)이 개발한 일반 태도 신념 척도(GeneralAttitudeand

BelievesScale,GABS)를 번안하고 요인을 분석하 다.GABS는 한 개의 합리 신

념 척도와 다섯 개의 비합리 신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그 비합리

신념 척도만을 발췌하여 5개의 요인을 추출하 다.5개의 요인에는 성취에 한

집착,자기비하,불편감이나 좌 에 한 낮은 인내력,무시나 부당한 우에 한

과민성,호감이나 인정에 한 집착이 있다.

두 번째로 역기능 태도의 요인은 권석만(1994)이 Weissman과 Beck(1978)에

의해 개발된 역기능 태도 척도(DysfunctionalAttitudeScale,DAS)40문항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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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하여 성취지향성과 자율성에 한 신념과 사회 의존성과 애정욕구의 두

요인을 추출한 바 있다.

한 조용래와 홍세희(2006)는 조용래와 원호택(1999)의 역기능 신념 검사

(DysfunctionalBeliefTest,DBT)를 바탕으로 역기능 신념 검사 단축 을 구

성하면서 역기능 신념 구성요인으로 사회 자기에 한 부정 개념,타인의 인

정에 한 과도한 요망(要望),그리고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인 신

념의 세 요인을 추출하 다.이상에서 기술한 역기능 신념의 구성요인을 정리

하면 <표 Ⅱ-1>과 같다.

이처럼 역기능 신념의 요인에 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근하고 있으나

부분 복되는 핵심 개념들이 있다.즉,타인에 의한 인정욕구와 성취에 한

집착,그리고 이로 인한 자기에 한 부정 개념이 역기능 신념 요인의 주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표 Ⅱ-1>역기능 신념의 구성요인

학 자 역기능 신념의 구성요인

Jones(1969)
인정의 욕구,개인 완벽성,비난 경향성, 국화,정서 무
책임감,과잉 불안 염려,문제 회피,의존성,무기력,완벽한
해결(10가지)

Cane등(1986) 성취지향성,타인에 한 인정(2가지)

권석만(1994) 성취지향성과 자율성,사회 의존성과 애정욕구(2가지)

DiGuiseppe
등(1998)

성취에 한 집착,자기비하,불편감이나 좌 에 한 낮은
인내력,무시나 부당한 우에 한 과민성,호감이나
인정에 한 집착(5가지)

조용래,원호택(1999)
조용래,홍세희(2006)

사회 자기에 한 부정 개념,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인 신념,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3가지)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한국인을 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여 역기능 신념

검사 단축 을 타당화한 조용래와 홍세희(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 자기

에 한 부정 개념,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그리고 타인 사회



- 15 -

계에 한 부정 신념의 세 가지를 역기능 신념의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

다.이는 의 세 요인이 지 까지 살펴 본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요인 가장

복되는 핵심개념이기 때문이다.

3.충동성

가.충동성의 정의

충동성을 성격특성으로 간주하는 Harriman(1947)은 충동성을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상 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하 고 Buss와 Plimin(1975)은

주 하는 일이 없이 일을 빨리빨리 해치우고 기분 나는 로 즉흥 으로 결심하

는 것,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무분별하

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Gray(1987)는 험이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단하거나 조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

으로 Barratt과 Patton(1983)은 어떤 일에 한 반응 시간이 빠르고 행동에 한

제지를 잘 하지 못하며 미래에 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 능력의 결여

로 정의하고 있다(이은 ,2010,재인용).

일반 으로 충동 인 사람의 기본 특성은 사 계획 없이 행동하거나 심사

숙고 하지 않고 행동하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한 결정하는데 있어

서 신 하지 못하며.다른 곳으로 빠르게 심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충동

성이 높은 아동들은 자제력이 약하고 자신의 기분 나는 로 행동한다.이 특성

은 단순성,사태의 감정 처리,즉흥성․폭발성 등을 말하며, 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고,침착성과 자제력이 결여되는 경향을 뜻한다.충동 행동은 계

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간 인 감정의 지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 행

동이나 자살 등의 기치 못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팽 기,2003).

나.충동성 유형

BarrattImpulsivenessScaleⅡ 에 의하면 충동성의 개념에서 주의집 결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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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충동성으로,선택과 조 통제의 어려움은 운동 충동성으로,계획 능력의 결

핍은 무계획 충동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지 (2005)에 의하면 이들 각각의 하 유형에 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

째,인지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든지 쉽게 몰두할 수 없으며,실

수를 범하지 않기 해 신 하게 생각한 후 행동하는 일이 없다.복잡한 문제를 놓

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며,복잡한 일을 생각하려 하면 곧 싫증이 난다.한 가지

일이 끝날 때가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하지 못하며,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

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받는다.둘째,운동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

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자기자신을 스스로 억제

할 수가 없다.한군데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이 들며,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

을 한다.충분한 사 계획이나 앞뒤 생각없이 행동하고,특별한 계획없이 기분나

는 로 물건을 사며, 한 수업을 듣거나 화를 할 때 안 부 못하는 경향이

있다.셋째,무계획 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일을 착수하기 이나 여행을

떠나기 에 시간을 두고 세 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다.정기 으로 축하는

일도 없으며,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에 다른 일을 착수하며,그 일에 착

수하기 에 안정성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다.충동 인 아동의 특징

충동성은 활동을 제지하는 능력의 부족,직 인 만족의 추구,인지 수행에서의

열등함 등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동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 성 이

부진하고 학습장애를 보이며,탈선 이고 활동지향 인 행동을 통해 감정 이고

정서 인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상황에 따라 자기

행동을 조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목 을 갖고 행동하지 못하고 돌발 이

고 산만하며 자신의 치에서 자주 이탈한다고 한다(이은 ,2010,재인용).

충동성과 학교 응력과의 상 계를 연구한 최장숙(1993)은 충동성과 학업성

취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사에 한 태도,학교생활규칙 수,교우 계

등의 학교생활 응과는 상 계가 있으며 특히 충동성이 높을수록 교우 계가

더 부정 이라고 하 다.강명숙(1991)은 충동 인 아동은 매일의 환경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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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애를 갖게 되고,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으며,

동료와 어른들로부터 부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 다.이처럼 충동

인 아동들은 자주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며,수업 방해 행동을 많이 하고,자기

통제,정서 문제,교사 교우 계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며,이러한 정서 .

행동 충동성으로 인하여 학교 응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이은 ,2010,

재인용).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형 인 우울증상과는 다른 특

성을 보이며 충동 인 행동이나 작스러운 분노 는 비순응 이고 반항 인

행동으로 숨겨진다고 한다.

4.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과의 계

가.충동성과 인터넷 독과의 계

충동성은 활동을 제지하는 능력의 부족,직 인 만족의 추구,인지 수행에

서의 열등함 등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Block& Harrington,1974)충동

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 성 이 부진하고 학습장애를 보이며,탈선 이고 활동 지

향 인 행동을 통해 감정 이고 정서 인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Messer,1979). 한 상황에 따라 자기행동을 조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목 을 갖고 행동하지 못하고 돌발 이고 산만하여 자신의 치에서 자

주 이탈한다고 한다.충동성은 회피 인 처방식,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독

인 행동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의 공통 인 특징이며,자기 통제력의 상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격특징이 바로 충동성이다. 한 충동 인 사람은 반항 이고 화

를 잘 내고,타인에 한 우호성과 책임감이 고,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며,아동

기의 충동성은 청소년기 는 성인기의 부 응 혹은 비행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이은 ,2010,재인용).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독 인 행동의 기

에는 다른 독장애와 공통 으로 충동통제력 결핍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Knecht,1995). 한 이송선(2000)은 자아실 의 지연과 쾌락원칙의 추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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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 불완 등으로 약물, 자게임 등과 같은 특정행동 집착이나 내 공격

충동의 즉각 인 행동으로 비행 등의 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하 다.

라민오(2001)는 인터넷이 자기 통제,자기조 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충동성이

높은 아동에게 매력 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필요한 정보를 즉각 으로 얻

을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단할 수 있는 자기 주의 편의성이 욕구

만족을 지연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 다.

박 숙(2002)의 청소년의 심리 특성과 인터넷 독간의 상 계 연구에서 인

터넷 독과 충동성 수 에서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이은 (2010)의

연구에서도 충동성 변인 인터넷 독에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는 변인은 운

동충동성으로 나타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

로 억제할 수 없는 특징을 운동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볼 때 인터넷

을 사용하는 행동을 조 하지 못하고 계속 으로 반복하게 되는 행동과 연 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팽 기(2003)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인터넷 독 청소년의 우울감,충동성

등의 연구에서 인터넷 독 집단이 비 독집단에 비해 우울,충동성이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이 환(2004)은 고등학생을 상으로 인터넷

독과 우울,충동성,강박성과의 계에서 인터넷 독군이 비 독군에 비해 충동

성,우울,강박성 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 다(정재홍,2012).

진정명(2005)의 연구에서 인터넷 독 성향 등학생들의 심리 특성으로 충

동성과 심리 안녕감,불안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며,이상명(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성 척도의 하 요인의 평균 수도 낮아진다고

하 다.

나.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과의 계

충동성을 인지 인 특성으로 보는 견해로 Dickman(1990)은 ‘동등한 능력을 가

진 부분의 사람보다 행동하기 에 덜 숙고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내리고 충동

성의 인지 인 특성에 을 맞춘다. 한 Kagan(1965)은 충동성은 인지양식의

한 분류로서 사려성과 조되는 개념으로 보고,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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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 안 에 특정한 정보를 선택

할 때 나타난다고 하 다.

충동성에 한 인지-행동주의 근에서는 충동성을 인지 인 문제해결능력

의 손상으로 설명하며(Kendall& Finch,1976),충동 인 아동은 ‘계획 인 방식

으로 과제상황에 반응하는 능력과 상황 요구에 따라 부 한 행동을 제지하

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Olson,1999)는 것이며,특히 인지과정에 심을 두는

행동주의자들은 충동성은 불충분하게 는 부 하게 매개된 학습 경험의 결과

에 원인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 다(이명숙,2008).

인지조 능력측면에서 독의 원인은 인지 유연성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

으며,강박 독행 는 이 에 정 정서를 유발한 보상 활동에 고착되어 그

행 가 부정 결과를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보상 활동으로 변환하

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Crewsetal.,2007)

독 행동은 즉각 으로 받는 보상의 정 정서로 인하여 장기 으로 나타

나는 부정 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 인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다운,2013).

많은 학자들이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이 개인의 인지 ,심리 ,사회 활동

등의 생활 반에 부 응 인 장애를 래한다고 보았으며,Davis는 병리 인터

넷 사용의 인지행동 모형을 인지 측면과 행동 측면을 구분하고 그에 향

을 미치는 환경과 심리 인 요소를 구분하여 설명하 다(정재홍,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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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제주시내에 소재한 등학교에 재학 인 5,6학년 342명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이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20명에 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상의 일반 특성

구 분
성별 학년별

체
남 여 5학년 6학년

조사 상자 수 176 166 89 253 342

유효응답자 수 164 156 84 236 320

유효 응답율 93.2% 94.0% 94.3% 93.3% 93.6%

2.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세 가지 검사 도구를 사용하 으며,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인터넷 독 검사

한국정보문화원(2002)의 인터넷 독 성향 방센터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독 성향 자가진단검사(K-척도)를 사용하 다.이 검사는 5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장애요인(1요인)이 6문항, 단요인(2요인)이 4문항,가

상 인 계 지향성 요인(3요인)이 4문항,일탈행동 요인(4요인)이 2문항,내성

요인(5요인)이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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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식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 않다’에 1 ,‘때로 그

다’에 2 ,‘자주 그 다’에 3 ,‘항상 그 다’에 4 을 주었다.측정된 수의 총

합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독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체 신뢰도는 .891로 나타났으며,하 요인별 신뢰도는 일상생활 장애요인이

.703, 단요인이 .761,가상 인 계 지향성 요인이 .848,일탈행동이 .797,

내성이 .767로 나타나 모든 문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이는 각 문항 간

내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인터넷 독 검사의 하 요인별 문항구성 신뢰도

하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α

일상생활 장애요인(1요인) 1~6 6 .703

단요인(2요인) 7~10 4 .761

가상 인 계 지향성 요인(3요인) 11~14 4 .848

일탈행동(4요인) 15,16 2 .797

내성(5요인) 17~20 4 .767

체 20 .891

검사의 결과는 고 험 사용자군,잠재 험 사용자군,일반 사용자군으로 분

류되며 채 기 은 총 기 방법과 요인기 방법의 두 가지 별방법이 있으며

기 은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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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한국형 인터넷 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 등학생 채  기

사용자군 사용자군의 특성 채 기 정기

고 험

사용자군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

애를 보이면서 내성

단 상이 나타남

① 총 46 이상

② 1요인 14 이상

③ 2요인 10 이상

④ 5요인 11 이상

①에 해당하거나

② ~④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잠재

험

사용자군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

나고 학업에 어려움이 나

타날 수 있음

① 총 41~45

② 1요인 13 이상

③ 2요인 9 이상

④ 5요인 10 이상

① ~④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일반

사용자군

특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

으며,자기행동을 리한

다고 생각함

① 총 40 이하

② 1요인 12 이상

③ 2요인 8 이상

④ 5요인 9 이상

① ~④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나.역기능 신념 검사

본 검사는 조용래와 원호택(1999)이 사회공포증의 인지 취약성 변인인 역기

능 신념을 측정하기 해 제작하고,홍세희와 조용래(2006)가 구성한 역기능

신념검사(DysfucntionalBeliefTest,DBT)의 단축 을 임다 (2009)이 아동용으

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하 요인은 사회 자기에 한 부정 인 개념,타인

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인 신념의 세

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질문지는 각 요인별로 12문항씩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아니다’에 1 ,‘아니다’에 2

,‘보통이다’에 3 ,‘그 다’에 4 ,‘매우 그 다’에 5 을 주었다.측정된 수

가 높을수록 역기능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기능 신념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체 신뢰도는 .946으로 나타났으며 하 요인별 신뢰도는 사회 자기에 한 부

정 개념이 .893,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이 .886,타인 사회 계

에 한 부정 신념이 .932로 나타나,모든 문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문항 간 내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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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역기능 신념 검사의 하 요인별 문항구성 신뢰도

하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α

사회  자기에 한 부정  개념 1~12 12 .893

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 13~24 12 .886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 25~36 12 .932

  체 36 .946

다.충동성 검사

충동성을 측정하기 하여 이 수(1992)가 번안한 Barratt충동성 검사Ⅱ

(BarrattImpulsivenessScale)(1969) 의 23문항을 사용하 다.이 검사는 총 2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인지충동성 6문항,운동충동성 8문

항,무계획충동성 9문항의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응답 방법은 ‘

그 지 않다’(1 )에서 ‘항상 그 다’(4 )까지의 Likert식 4 척도로 구성되

어 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동성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 결과, 체

신뢰도는 .703으로 나타났으며 하 요인별 신뢰도는 인지충동성이 .620,운동 충

동성이 .713,무계획 충동성이 .680으로 나타나,모든 문항에서 .6이상으로 나타났

으며,이는 각 문항 간 내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충동성 검사의 하 역별 문항구성 신뢰도

하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α

인지충동성 6 (5),(8),(11),14,(16),21 .620

운동충동성 8 2,4,7,10,13,15,18,22 .713

무계획충동성 9 (1),(3),(6),(9),12,17,(19),20,(23) .680

계 23 .703

*( )은 역채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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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수집 차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한 양 근법을 활용하 다.임의표집을 통해

선정된 조사 상자에게 인터넷 독 성향 검사,역기능 신념 검사,충동성 검사

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검사를 실시하 다.질문지 자료의 수집은 제주시내

2개 등학교 5~6학년 13개 학 학생을 상으로 담임교사의 조를 얻어 본

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시하도록 하 다.이 연구에 한 설문지 배부 회수

기간은 2013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으며,총 342부를 배부․회수하 으며

그 무응답을 포함한 불성실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32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4.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각 검사의 채 기 에 근거하여 수화한

후 통계 분석은 SPSS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조사 상자의 기 통계량 산출을 해 역기능 신념,추동성,인터넷

독의 하 요인 체 수에 한 평균(M)과 표 편차(SD)를 구하 다.

둘째,아동의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인터넷 독 성향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의 하 요인별 인터넷 독 성향의 설명력을 분

석하기 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살펴보고,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아동의 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과의 계에서 충동성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한 Sobel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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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1.기술통계와 상 계

가.기술통계

인터넷 독 수 에 따른 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의 하 요인별

기슬통계 결과는 <표 Ⅳ-1>와 같다.

<표 Ⅳ-1>인터넷 독 수 에 따른 기술통계 

(N=320)

구 분

고 험
사용자군

잠재 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체

M SD M SD M SD M SD

일상생활 장애요인 2.23 0.25 1.89 0.44 1.37 0.36 1.40 0.39

단요인 2.88 0.67 2.17 0.41 1.33 0.42 1.40 0.51

가상 인 계
지향성 요인

2.72 0.89 2.04 0.66 1.23 0.44 1.28 0.51

일탈행동 2.25 0.87 2.38 0.85 1.30 0.44 1.36 0.54

내성 3.00 0.45 2.50 0.89 1.36 0.43 1.44 0.56

인터넷 독 체 2.61 0.16 2.15 0.08 1.32 0.30 1.38 0.38

사회 자기에 한
부정 개념

2.43 0.78 2.66 0.78 2.16 0.75 2.18 0.74

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

2.78 0.65 3.08 0.93 2.70 0.79 2.71 0.80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

2.69 0.75 2.61 0.88 2.01 0.78 2.05 0.81

역기능 신념 체 2.63 0.45 2.78 0.75 2.29 0.64 2.31 0.65

인지충동성 2.44 0.40 2.49 0.54 2.10 0.43 2.13 0.44

운동충동성 2.23 0.62 2.13 0.46 1.65 0.42 1.68 0.43

무계획충동성 2.38 0.29 2.31 0.58 2.12 0.42 2.13 0.43

충동성 체 2.34 0.27 2.29 0.35 1.95 0.29 1.97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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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 계

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 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해 변수들

간의 Pearson상 계수를 산출하 으며,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 간의 상 계수는 .264로 나타나 역기능

신념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역기능 신

념의 하 요인과 인터넷 독 성향 간의 상 계수는 타인과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 .276,자기에 한 부정 개념 .223,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

망 .165로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다.(ps<.01)따라서 자기에 한 부정 개념,

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타인과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이 높

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도 높아진다.

충동성과 인터넷 독 성향 간의 상 계수는 .245로 나타나 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충동성의 하 요인과 인터넷

독 성향 간의 상 계수는 운동충동성 .404, 인지충동성 .149로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ps<.01)운동충동성,인지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도

높아진다.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간의 상 계수는 .296으로 나타나 역기능 신념이 높

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역기능 신념의 하 요인과 충

동성과의 상 계수는 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 .314,자기에 한 부정

개념 .234, 타인과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 .194로 나타나(ps<.01)자기

에 한 부정 개념,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타인과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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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역기능 신념,충동성 요인과 인터넷 독 성향 간의 상 계

(N=320)

구 분 1a 1b 1c 1d 1e 1 2a 2b 2c 2 3a 3b 3c 3

일상생활 장애요인(1a) 1

단요인(1b) .530
**

1

가상 인 계지향성(1c) .354
**

.532
**

1

일탈행동(1d) .426
**

.522
**

.228
**

1

내성(1e) .572** .578** .411** .557** 1

인터넷 독 성향 수

체((1)
.787

**
.831

*
.684

**
.647

**
.827

**
1

인지충동성(2a) .061 .161** .081 .098 .168** .149** 1

운동충동성(2b) .356
**

.333
**

.163
**

.263
**

.397
**

.404
**

.201
**

1

무계획충동성(2c) -.065 -.002 -.023 .012 .029 -.017 .535** .026 1

충동성 체(2) .161
**

.223
**

.099 .173
**

.274
**

.245
**

.772
**

.579
**

.769
**

1

자기에 한부정 개념(3a) .145** .214** .156** .119* .201** .223** .085 .345** .061 .234** 1

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3b) .132

*
.174

**
.038 .135

*
.154

**
.165

**
.220

**
.268

**
.180

**
.314

**
.644

**
1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3c) .241** .180** .169** .120* .293** .276** .085 .352** -.017 .194** .548** .463** 1

역기능 신념 체(3) .207
**

.225
**

.143
*

.149
**

.259
**

.264
**

.157
**

.384
**

.090 .296
**

.865
**

.840
**

.807
**

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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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

가.역기능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

역기능 신념의 하 요인인 자기에 한 부정 개념,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인터넷 독 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3>인터넷 독 성향에 한 역기능 신념의 다 회귀분석 결과

(N=320)

측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R
2 F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1.061 .076 13.878

.083 9.593
***

자기에 한
부정 개념

.054 .039 .107 1.406 .505 1.978

타인의 인정에
한 과도한 요망

-.003 .034 -.006 -.082 .566 1.761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

.103 .031 .220 3.365*** .679 1.474

***
p<.001

<표 Ⅳ-3>에서 역기능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β=.220)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인터넷 독에 한 역기능 신념의 체 설명력 8.3%를

차지하 다(F=9.593,p<.001).따라서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분석결과는 공차 한계값이

0.1이상이고 VIF값이 10이하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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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

충동성의 하 요인인 인지충동성,운동충동성,무계획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

향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인터넷 독 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표 Ⅳ-3>와 같다.

<표 Ⅳ-4>인터넷 독 성향에 한 충동성의 다 회귀분석 결과

(N=320)

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R
2 F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770 .126 6.096

.174 22.123
***

인지충동성 .103 .053 .121 1.953 .679 1.473

운동충동성 .335 .046 .382 7.272
***

.950 1.052

무계획충동성 -.080 .053 -.091 -1.501 .707 1.415

***
p<.001

<표 Ⅳ-4>에서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운동

충동성(β=.382)이 인터넷 독 성향 수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1),인터넷 독에 한 충동성의 체 설명력은 17.4%를 차지하

다(F=22.123,p<.001).따라서 운동 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

아짐을 알 수 있다.분석결과는 공차한계값이 0.1이상이고 VIF값이 10이하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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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과의 계에서 충동성의 매개효과

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 간의 계를 동시에 살펴보고,충동

성이 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을 매개하여 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아

보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차를 걸쳐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5>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과의 계에서 충동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N=320)

단계 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R

2 F
Sobel
test
(Z)B SE β

독립
→
매개

(상수) 1.653 .060 27.467 .088 30.578
***

2.816

역기능 신념
→ 충동성

.138 .025 .296 5.530
***

독립
→
종속

(상수) 1.030 .075 13.713 .070 23.906***

역기능 신념
→ 인터넷
독 성향

.153 .031 .264 4.889***

독립
매개
→
종속

(상수) .656 .136 4.832

.100 17.690
***

역기능 신념
→ 인터넷
독 성향

.121 .032 .210 3.770
***

충동성
→ 인터넷
독 성향

.226 .069 .183 3.278
***

총효과 .264 직 효과 .210 간 효과 .054

***p<.001

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과의 계에서 충동성의 매개효과에 하여

<표 Ⅳ-5>에서 살펴보면 먼 ,역기능 신념은 충동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β=.296,p<.001),충동성에 한 역기능 신념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8.8%이다

(F=30.578,p<.001). 또한 역기능 신념은 인터넷 독 성향에 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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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β=.264,p<.001),인터넷 독 성향에 한 설명력은 총 분산의 7.0%이다

(F=23.906,p<.001).마지막으로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체

설명력은 10.0%이며(F=17,960,p<.001), 역기능적 신념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향은 감소하여(β=.210,p<.001)충동성이 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과의 계를 부분매개 하 음을 알 수 있다.즉,역기능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력의 직 효과는 .210(79.5%),간 효과는 .054(20.5%)이다.

보다 정확히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SobelTest를 실시한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816,p<.001).

따라서 역기능 신념은 인터넷 독 성향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충동성을 통해서도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역기능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은 개인의 충동성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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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제언

1.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과

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 간에 충동성 수 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악함으로써 아동이 합리 인 신념을 지니고 충동성을 조 할 수 있는 치료 로그

램을 개발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효율 이고 정

인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기 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기능 신념과 충동성 인터넷 독 성향간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독 성향이 개인의 심리 요인으로 성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심하게 결핍되거나 극단 인 성격으로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독 성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한 Davis(2001)가 제시한 병리 인터넷 사용이 개인의 인지 ,심리 사회

활동 생활 반에 부 응 인 장애를 래하고, 실도피의 수단으로 인터넷

공간에 빠져들면 들수록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의 부작용,감

정조 능력 감소, 인 계의 장애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는 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역기능 신념은 인터넷 독 성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역기능

신념의 하 요인 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이 인터넷 독 성

향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타인 사회 계에 한 부정

신념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Young(1996)이 인터넷 독의 원인으로 제시한 일상생할에서

인 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하거나

게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매력 인 독의 유인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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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한 Suler(1996)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과 목하여 제시한,인터넷

이 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소속과 애정욕구를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

해 충족시켜 수 있다고 한 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세계에서 사회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친구 계를 잘 맺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기를 실제로 들어낼 필요도 없고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에 쉽게 빠질 수 있다.실생활에서의 친구보다 온라인상

에서의 친구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차 으로 일상생활에서 인 계의 문제와

소외,고립 등 역기능 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인지조 능력 측면에서 독의 원인을 인지 유연성의 부족으로 설명하 는

데,아동이 자신에 해 가지고 있는 신념 수 의 차이가 인지 유연성의 차이

를 가져오고 인터넷 독 성향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셋째,충동성은 인터넷 독 성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충동성의 하 요

인 운동 충동성이 인터넷 독 성향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 숙(2002)의 청소년의 심리 특성과 인터넷 독간의 상

계 연구에서 인터넷 독과 충동성 수 에서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지지하며,이은 (2010)의 연구에서 충동성 변인 에서 인터넷 독에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는 변인이 운동충동성으로 나타났다는 과도 일치한다.

한,팽 기(2003)의 인터넷 독 청소년의 우울감,충동성 등의 연구에서 인터넷

독 집단이 비 독 집단에 비해 우울,충동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이 환(2004)의 인터넷 독과 우울,충동성,강박성과의 계에서 인터넷

독군이 비 독군에 비해 충동성,우울,강박성 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

인한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김지 (2005)이 제시한 운동충동성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고,한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이 들며,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충분한 사

계획이나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한 을 볼 때 운동충동성이 높은 아동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동을 조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장애와 수면 부족 등 신체

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인터넷을 계속 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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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넷째,역기능 신념과 인터넷 독 성향 간의 계에서 충동성은 부분매개효

과를 나타냈다.역기능 신념은 인터넷 독 성향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충동성을 통해서도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역기능

신념이 인터넷 독 성향에 미치는 향은 개인의 충동성 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충동성에 한 인지-행동주의 근에서 충동성을 인지 인 문제해결능력의

손상으로 설명하며(Kendall& Finch,1976),충동성은 불충분하게 는 부 하

게 매개된 학습 경험의 결과에 원인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 는데,이는 아동들

이 스스로에 하여 인지 ,심리 으로 부정 인 신념들을 강화할수록 충동 인

성향을 더 많이 지닐 수 있으며,이러한 아동들은 조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제력이 약하고 자신의 기분 나는 로 행동함으로써 인 계에서 어려움을 느

끼게 되며 인터넷에 더 빠져들게 된다는 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이 자신에 하여 스스로 부족하다거나 주 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부정정인 정서와 비합리 인 사고를 지니고,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 계획 없이

행동하는 충동 인 행동을 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인 계를 어려워하고,사회 인

친 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인터넷에 쉽게 빠져들고 집착하게 되는 것

이다.

2.제언

아동기의 인터넷 독 성향이 청소년기의 더 심각한 인터넷 독 성향 비

행과 련되어짐을 볼 때 아동을 인터넷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다

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일상생활에서 인 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도피의 수단으로 인터

넷 독에 빠지게 됨을 볼 때,부모의 사랑과 심은 물론 아동들에게 요한

향을 미치는 교사,친구들과 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

야 한다.아동기는 신체 ,심리 ,정서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요

한 시기로 아동들이 소외와 고립의 탈출구로 인터넷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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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심과 배려가 필요하며,아동들 스스로가 자신에 하여 정 인 정

서와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다.

둘째,자기 통제,자기조 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충동성이 높은 아동들이 인

터넷에 쉽게 빠지고,약물이나 게임 등 특정행동 집착이나 내 공격충동의 즉각

인 행동으로 비행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볼 때,아동들의 충동성 조

자기통제력 향상을 한 지속 인 치료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인 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조 과 통제력

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쉽게 빠져드는 험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더욱이 상업 사이트가 주종을 이루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

욱 심각하다.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싶은 고민 1

순 가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 독이란 을 볼 때,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여 인터넷이 아동들에게 정보 달과 지식 습득의

도구로 이용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 인 공간으로 활용될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 을 가지

고 있으며 이를 토 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의 모든 변인은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

상자의 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혹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자기보고에 기 한 역기능 신념,충동성,인터넷

독 성향을 정확히 반 하는 데 제한 이 있다.설문조사를 통한 자기보고 외에도

행동 찰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부정 인 문제를 토 로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

에 무 부정 인 측면만 고려된 경향성이 있어 향후에는 인터넷의 정 측면

이 동시에 고려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컴퓨터 이외에도 연령층에의 휴 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과다

사용과 게임 독 등의 문제로 인터넷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인터

넷 과다 사용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정 인 측면보다는 죽음,정신질환 등 각

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련한 연구가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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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지고 한 방․치료 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정과 학교,사회 안

에서 아동들이 보호되고 건 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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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PredictiveEffectofDysfunctionalbeliefandImpulsiveness

onInternetAddictionwithPrimaryschoolchildren

Kim YoungAh

DepartmentofPsychotherapy

GraduateSchoolofSocial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SongJaehong

ThisstudyaimsnotonlytoprovidebasicmaterialsfordevelopingInternet

addictionpreventionandcureprograms,butalsotocreatetheenvironment

wherechildrencanlivesafely andwhilebeing protectedby theirfamilies,

schoolsandthesocietybystudyingtheinfluenceofchildren'sdysfunctional

beliefandimpulsivenesshasonthelevelofInternetaddictionandthemediator

effectofimpulsivenessinrelationtodysfunctionalbeliefandthelevelof

Internetaddiction.

Thesubjectsforinquiryofthisstudyarethefollowing.

StudyProblem 1:Istherecorrelationbetweenthethreefactors-dysfunctional

belief,impulsiveness,andInternetaddiction?

StudyProblem 2:Whatisthelevelofinfluencedysfunctionalbeliefhason

levelofInternet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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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Problem 3:Whatisthelevelofinfluenceimpulsivenesshasonthe

levelofInternetaddiction?

Study Problem 4:doesimpulsivenesshavemediatoreffectin relation to

dysfunctionalbeliefandInternetaddiction?

Asthemeasurementtoolofthisstudy,dysfunctionalbelieftest(DBT)'s

shortened board made by Sehee Hong and Yongrae Cho (2006)thatis

modifiedbyDayoungLim (2009)forchildren,BarrattimpulsivenesstestII

(1969)boardremadebyHyunsooLee(1992),andKoreaInternetaddictiveness

self-test(K-test)developedbytheInternetaddictionpreventioncenterwere

used.

Inordertosolvesuchstudyproblems,surveyshavebeenconductedtargeting

320fifthandsixthgradestudentsfrom A,BelementaryschoolsinJejuCity,

andthematerialanalysiswasdoneusing SPSS 18.0 program to conduct

multipleregressionanalysisoftheaverage,standarddeviation,andcorrelation

ofmajorfactors;andinordertotestthemediatoreffectofimpulsivenessin

relationwithdysfunctionalbeliefandthelevelofInternetaddiction,stepwise

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

Thesummaryofthefindingsofthestudyisasfollows.

First,between dysfunctionalbelief,impulsiveness,and Internetaddiction,

therewasastaticcorrelation.Inotherwords,thehigherdysfunctionalbelief

orimpulsivenessis,thehigherthelevelofInternetaddictionbecomes.

Secondly,dysfunctionalbeliefhasameaningfulinfluenceonthelevelof

Internetaddiction,andithasbeenfoundthatnegativebeliefaboutothersand

socialrelations,whichisoneofsub-factorsofdysfunctionalbelief,hasan

importanteffecton thelevelofInternetaddiction,onecan find thatthe

highernegativebeliefaboutothersandsocialrelationsis,thehigherthelevel

ofInternetaddiction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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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impulsivenesshasameaningfulinfluenceonthelevelofInternet

addiction,andithasbeenfoundthatmotorimpulsiveness,thesub-factorof

impulsiveness,hasanimportanteffectonthelevelofInternetaddiction,one

can seethatthehighermotorimpulsivenessis,thehigherthelevelof

Internetaddictionbecomes.

Fourth,theimpulsivenesswithin therelationshipbetween dysfunctional

beliefandthelevelofInternetaddictionshowedpartialmediatedeffect.It

was found thatdysfunctionalbeliefnotonly directly influences Internet

addiction,butalso has indirectinfluence via impulsiveness which is a

parameter.Suchresultsofanalysisrepresentthefactthattheinfluenceof

dysfunctionalbeliefonthelevelofInternetaddictioncanbedifferentiated

accordingtotheindividualimpulsivenesslevel.Thus,thestudysignifiesthat

not only parents, also teachers, friends and others around children

experiencingdifficultiesineverydayrelationshipsshouldhelpthem toincrease

self-regardwithcontinuousattentionandcare,sothechildrenwouldnotdive

themselvesintoInternetaddictiontoescapefrom suchisolationandexclusion;

moreover,variousprogramsshouldbedevelopedandcounselingapproachfor

controllingandregulatingimpulsivenessshouldbeperformedsochildrencan

developtheabilityto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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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설   문   지 >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일상생활에 한

생각이나 행동이 어떤지에 해 묻고 있습니다.이 설문은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응답 내용은 비 이 보장되고 설문의 결과는 순수

하게 연구의 목 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설문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학교 성 이나 행동평가에 반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므로 평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로 솔직

하고 편안하게 답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이 설문지는

연구자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여러분의 응답 하나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데 귀 한 자료로 사용될 것

입니다.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 작성에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 학교 사회교육 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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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일반 이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자신의 경우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세요

1.성별 :ⓛ 남( ) ② 여( )

2.학년 :① 5학년( ) ② 6학년( )

3.일주일에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① 하지 않는다( ) ② 1주일에 1~2일 정도( )

③ 1주일에 3~4일 정도( )④ 1주일에 5~6일 정도( )⑤ 매일 한다( )

4.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집( ) ② PC방( ) ③ 친구 집( )④ 학원,학교 등( )

6.인터넷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무엇입니까?

① 정보 자료 검색( ) ② 메일 메신 이용( )

③ 카페 미니홈피 리( )④ 게임 동 상( )⑤ 화(드라마)감상( )

7.부모님과 동거 여부

① 두 분 부모님과 함께 산다( ) ② 아버지와 함께 산다( )

③ 어머니와 함께 산다( ) ④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 )

8.부모님 어느 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나요?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두 분 모두( ) ④ 두 분 모두 하지 않는다( )

9.본인의 인터넷 이용에 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 ② 약간의 걱정과 잔소리를 하신다( )

③ 엄격하게 제한하신다( ) ④ 격려 도움을 주신다( )

10.컴퓨터는 집안 어디에 있습니까?

①내방( )②거실( )③형제.자매방( )④부모님방( )⑤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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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독 성향 진단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에 한 질문입니다.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그 지
않다

약간
그 다

자주
그 다

항상
그 다

1.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 보다 나빠진 것 같다.

2.인터넷을 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 다.

3.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 로 못한 이 있다.

4.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5.인터넷을 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6.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7.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8.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 부 못하고 조해진다.

9.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10.인터넷을 할 때 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11.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 다

12.오 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13.실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4.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15.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이 있다.

16.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7.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하고 싶다.

18.인터넷 사용시간을 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9.인터넷 사용을 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20.주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무 많이 한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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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성 검사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 놓은 것

입니다.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아니다

약간
그 다

자주
그 다

항상
그 다

1.일을 시작하기 에 세 한 계획을 세운다.

2.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3.여행을 떠나기 에 오랜 시간동안 세 한 계획을 세운다.

4.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다.

5.어떤 일에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6.정기 으로 축을 한다.

7.한군데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다.

8.실수를 지르지 않기 해 신 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9.어떤 일을 시작하기 에 그 일이 안 한가를 깊이 생각한다.

10.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11.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12.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에 다른 일을 시작한다.

13.충분한 사 계획 없이 행동한다.

14.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15.앞 뒤 생각 없이 행동한다.

16.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추구한다.

17.이리 리 자주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이 좋다.

18.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 나는 로 물건을 산다.

19.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고 한다.

20.용돈을 타는 날이 되기도 에 다 써 버린다.

21.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는다.

22.수업시간이나 친구들과 얘기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

23.장래의 계획을 구체 으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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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다.

2.사람들은 원래 이기 이고 손해 보기 싫어하는
존재이다.

3.사람들이란 알고 보면 다른 사람에 해 험담하기는
좋아하면서도 상 방에게 진정한 심이 없다.

4.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5.어색한 친구 계는 애 에 그만두는 것이 낫다.
그 지 않으면 결국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다.

6.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반쯤에서 실패가 보이면
그 일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7.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아
시작하지 않은 것이 나을 것이다.

8.인간 계는 결국 강자가 약자의 것을 뺏는 계이다.

9.사람들은 상 방의 약 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멀리할 것이다.

10.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잘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11.내 자신의 모습,특히 결 이나 허 을 남들에게
있는 그 로 보여서는 안 된다.

12.나를 분명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13.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괜찮은 사람이다.

14.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그들 앞에서
멋지고 능력 있게 보여야 한다.

15.나를 아는 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 질 수 없다

16.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주어진
일을 잘 해야 한다

17.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려면,
말을 유창하게,그리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

18.내 기분이나 행동은 나에 한 다른 사람의
태도나 평가에 따라 바 는 것 같다.

19.나는 항상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어야 성이 풀린다.

□ 역기능 신념 검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 답하시면 됩니다.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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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된다면
정말 슬 것이다.

21.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인정을 받을
것이다.

22.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23.내가 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건 끔 한 일이다.

24.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나는 견디기 힘들다.

25.나는사람을 사귀는데 서툴러서다른사람을 어색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

26.사람들은나를상 하기껄끄러운사람으로여길것이다.

27.아무도 내게 심이 없는 것 같다.

28.나는남들에게 좋은인상을주는호감형은못될 것이다.

29.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다면,내가 정말 열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 것이다.

30.나의 실제 모습이 그 로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보다 업신여길 것이다.

31.지 내 모습 그 로를 보게 된다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볼 것이다.

32.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맞지 않는다.

33.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귐성이 부족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4.사람들은 내 실력이 별로라고 생각할 것이다.

35.남들이 날 봤을 때 나를 그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36.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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