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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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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문계열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1,360명을 대상으로 학생 자기평가(self-reports)자료에
근거하여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ADHD 증상 집
단이 정상군(non-ADHD) 집단보다 인터넷 과다사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형이 인터넷 고위
험 사용자군(48.39%)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의력결핍형은 잠재적위험 사용자군(56.58%)이 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하위유형에 따른 우울의 차이검증 결과, 주의력결핍형, 과잉행
동․충동형 및 혼합형집단의 우울 점수가 정상군(non-ADHD)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하위유형별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의 차이검증 결과, 주의력결핍형, 과잉행동․충동
형, 혼합형의 경우에는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의 우울점수가 통계적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DHD 증상이 없는 정상군(non-ADHD) 집단과 ADHD 유
무에 관계없이 전체집단에서는 우울 점수가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 인터넷 잠재위험 사용자군, 일
반 사용자군 순서로 높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ADHD 증상 정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인터넷
사용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정도가 증가할 때
ADHD증상-저집단과 ADHD증상-고집단 모두에서 우울이 증가하였으나, ADHD증상-저집단이 ADHD
증상-고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 전문계열 고등학생, ADHD 증상,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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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

독과 마찬가지로 강박적인 사용과 집착, 내성, 금

신하고 폭넓은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단, 통제 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행동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러한 인터넷의 순기능적 측면과 달리 인터넷 중

들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다수의 청소년

독이나 과다사용의 역기능적 측면이 함께 나타나

들은 인터넷을 통해 학습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

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의 인터넷 중독

기도 하지만, 인터넷 과다사용 및 자기조절 능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만

상실로 사이버 비행이나 범죄 등의 심각한 문제

9세에서 19세 청소년에서 고위험 사용자군이

에서부터 만성피로, 성적저하, 불면, 식욕부진, 시

2.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2.1%로 조사되어

력저하, 책임과 의무 소홀, 대인관계 문제, 음란물

총 14.4%의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 과

에 노출 등의 문제를 경험하며(임효정, 1999), 가

다사용의 상태로 파악된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족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어려움(김윤희, 2006)을

수치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

겪는다.

록 인터넷 과다사용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과다사용의 원인을 개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인터넷 자체의 매력 등 세 가

Goldberg(1995)는 DSM-Ⅳ의 물질중독 기준을

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심리

준거로 하여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적 요인으로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과

Disorde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도기로 많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낮은 자

중독이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아 존중감 상태에 있거나 자아 정체감이 혼란할

지각장애, 주의력장애, 사고장애, 판단력장애, 정

수록 우울하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높은 것으

신운동성 행동장애 및 대인관계 장애를 유발한다

로 나타났다(윤재희, 1998; 이석범, 이경규, 백기

고 보고 하였다. Young(1996)은 인터넷이 알코올

청, 김현우, 신수경, 2001). 둘째, 사회 환경적 요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로 가족, 일, 대인

인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풍

관계, 학교 등 주요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

토 속에서 공부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성적에 대

으키며, 내성과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한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터넷을 통해 스트레스를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고 삶의 균형을 잃게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미영, 2006). 셋째,

만든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인터넷 자체의 매력 혹은 사이버 공간 자체의 특

사용이 지나쳐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신체

성으로 인터넷은 과거의 어떤 매체도 가지지 못

적, 정신적, 경제적, 직업적, 사회 적응적 기능손

했던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재미와 사회적 욕구

상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

충족, 즉각적인 피드백 등을 제공하며, 현실세계

중독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학술적인 정의가 명확

에서 획득하지 못한 지위와 성취경험을 갖게 해

히 정립되지 있지 않으며 ‘인터넷 과다사용’, ‘사

준다는 것이다(Young & Rogers, 1998).

이버 중독(cyber addiction)’ 등 유사한 개념들이 혼

Krout와 Patterson(1998)은 인터넷이 의사소통 수

용되고 있다(박성길, 2003; 홍설화, 2005; 채규만,

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박중규, 고유진, 송은희, 2001).

이용되기는 하지만, 도리어 이것이 사회활동을 대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중

치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켜 심리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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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2년간의 추

하나이다(표경식, 박상학, 김상훈, 조용래, 김학렬,

적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족 간 의사소

문경래, 2001; Bussing, Gary, Mills, & Garvan, 2003).

통을 줄이고 고독감과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ADHD 증상들은 청소년기에 감소하며, 성인기에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터넷에 몰입하는 청소

이르면 약해진다고 인식되어 왔으나(Barkley, 2006)

년과 대학생은 우울과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최근의 종단(longitudinal) 연구들은 ADHD가 평생

(윤재희, 1998),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소외감을

장애(life-long disorder)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

들어 ADHD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았다(이혜린, 2008). 또한 인터넷 중독 경향군에

성인기까지도 그러한 증상들을 계속해서 보인다

서 우울성향이 더 높고 자기 존중감이 낮으며(이

(Mannuzza & Klein 2000).

지혜, 2003),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

ADHD를 치료 받지 않은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박정화, 2005), 외부

는 반항장애 및 품행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

의 부정적 평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교사 및

며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반사회적 행동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

들, 내재성 장애들(불안, 우울 등), 성격장애, 대인

타났다(이명수 등, 2001; 이유경, 2002). 국외의 연

관계의 어려움, 다른 부적응 행동들에 대한 위험

구결과 또한 인터넷 중독자 중 54%가 우울을 경

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Fischer, Barkley, Smallish,

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ung & Rogers, 1998).

& Fletcher, 2002; Marks, Newcorn, & Halperin, 2001).

우울한 사람이 전파 매체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ADHD를 가지고 있는 청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대화가

소년이나 성인들은 인터넷 중독(위지희, 채규만,

가능하며 목소리, 시선 접촉 같은 비언어적 행동

2004; 유희정, 우성일, 김재원, 하지현, 이철순, 손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Young, 1999). 인터넷

진욱, 2003; New Scientist, 2009)이나 알코올, 니코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문

틴, 약물의 의존 및 중독(Ohlmeier et al., 2007;

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매몰될 수 있으며, 인

Realmuto et al., 2009) 등 여러 형태의 중독을 보이

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2

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의 경우 낮은 중추신경계의 흥분도(arousal

차적인 결과일 수 있다(Griffiths, 1999).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인터넷의 병리적 사용과

level) 때문에 과잉행동으로 이를 보상하려 한다는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요인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의학적 증명이 ADHD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련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다(Talbott, 1994). 유희정

년들에 비해 충동적이며(박정화, 2005), 자기 통제

등(2003)에 따르면, ADHD 청소년의 경우, 학교

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혜, 2003). 특히

공부와 숙제같이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하는

몇몇 소수의 연구들은 ADHD(Attention Deficit-

과제를 하기 싫어하거나 회피하는 반면 텔레비전

Hyperactivity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시청, 비디오 게임 그리고 PC 게임이나 인터넷에

성인들은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대해서는 몰입하거나 탐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ADHD는 최근에 한

로 나타났다. 주변 자극에 쉽게 산만해져 주의력

국과 미국의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가장 흔하게

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적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신장애 중

극적인 신호와 메시지가 전달되어야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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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각성도를 높이기

자존감의 저하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위해 기존의 과잉행동 대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로 보고하였다.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자아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컴퓨터 게임의

정체감을 형성해 가면서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에

변화무쌍한 장면들, 계속되는 공격적인 장면들로

대해 민감해지고 부정적 피드백의 경우에는 청소

인해 과다하게 각성된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게

년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된다는 것이다(이명수, 오은영, 조선미, 홍만제, 문

ADHD와 우울이 함께 나타나는 이유가 ADHD와

재석, 2001). 이로 인해 ADHD 증상을 가지고 있

연관된 만성적인 실패와 사기 저하로 인한 이차

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과다사용하게 될 수 있

적인 증상인지(Silver, 2004) 아니면 개별적인 장애

다는 것이다. 소수의 연구이지만 ADHD 증상을

들이 서로와 유전적인 관계없이 나타나는 건지

보이는 중학생들이 인터넷 중독 성향이 더 높으

(Biederman et al., 1991; Plizka, Carlson, & Swanson,

며(위지희, 채규만, 2004), 인터넷 중독이 ADHD

1999) 그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 가

등과 같은 기존의 정신 병리를 좀 더 심화시키는

지 가설은 ADHD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rzack, 1999).

또래에게 배척당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며, 교사나

김정순(2008)이 연구한 청소년의 ADHD 증상과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처벌이나 부정적인 피드백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도 ADHD 증상 집단에서

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러한 결과로

일반 집단보다 인터넷 중독 성향이 더 높게 나타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

났으며, ADHD 하위유형 중 주의력결핍형의 인터

다(Milich & Laundau, 1982). 다른 가설은 우울과

넷 중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ADHD가 서로 별개의 질환이며 한 질환이 다른

ADHD 청소년들이 보이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

질환을 나타나게 하는데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

은 우울, 사회적 불안, 감각추구성향, 낮은 자기통

는다는 점이다. 즉 우울과 ADHD의 상호관계는

제력, 대인관계의 결핍, 낮은 문제해결능력 등과

개별적인 장애들이 서로와 유전적인 관계없이 나

같은 심리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

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ADHD와 우울과

는 것으로 나타났다(채규만 등, 2001).

의 상호관계에 대한 발달의 원인들과 결정인들은

ADHD와 우울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ADHD 청
소년들은 정상군(non-ADHD) 청소년에 비해 높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많은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수준의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영,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ADHD와 인

김호영, 김지혜, 2005; Spencer, Wilens, Biederman,

터넷 중독성향의 관련성이 높으며, 인터넷 중독성

Wozniak, & Harding-Crawford, 2000). 특히 ADHD의

향과 우울의 관계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

하위유형 중 주의력결핍형 및 혼합형이 우울과

시한다. 또한 ADHD와 우울과의 관계 또한 논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ower, Costigan,

이 있지만 그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ADHD 청

Eiraldi, & Left, 2004). 신민영 등(2005)의 연구에서

소년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의 문

ADHD 증상을 높게 호소하는 청소년의 우울증상

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동시에

이 높게 나타났다. 그 연구에서는 ADHD 증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이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존재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자아개념

ADHD 증상이 자존감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self-concept)이 낮아지고 우울 경향을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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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오경자, 이혜련, 1990). 따라서 자신에 대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는 ADHD 청소년

ADHD 증상이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인터넷 과다

들은 강한 우울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지

사용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둘째,

않고 사회적으로 철회된 양상을 보이면서 인터넷

ADHD 증상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어떠한지, 셋

에 몰입하여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째,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어떠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과

한지, 넷째, ADHD 증상과 인터넷 사용 및 우울

다하게 사용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 우울이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인터넷에 더욱

관계에서 인터넷 사용의 중재효과가 있는지를 알

의존하게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

아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만 이는 소수의 연구결과들을 통해서만 검증된

ADHD와 인터넷 사용, 우울과 관련된 심리적 기

사실이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ADHD와 인터넷

제와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개입 및 상담에 필요

중독성향, 인터넷 중독성향과 우울, ADHD와 우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과의 두 가지 변인간의 관계만을 다루었다. 따

인터넷 중독대신에 ‘인터넷 과다사용’이란 용어를

라서 ADHD,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의 각 변인들

사용하였다. ‘인터넷 과다사용’이란 병리적인 중

간에 어떤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독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인터넷에 대한 의존행

있다.

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터넷 사용 시간 통제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과다사용의 원인을 개
인 심리적 요인의 관점에서 인터넷 과다사용,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의 문
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DHD,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ADHD

방 법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은 인문
계열 고등학생들 보다 학교생활에서 더 심각한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부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이명숙, 이규민,
2008), 전문계열 고등학생이 인터넷 과다사용의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전문계열 12개 고등학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1, 2, 3학년

성길, 2003; 장명희, 2008; 진정국, 2008). 전문계열

1,36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고등학교의 특성상 인문계열 고등학교 학생들과

중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불성실

학교교육과정, 방과 후 프로그램, 교육환경, 컴퓨

한 응답을 제외한 1,15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터 이용시간, 여가활동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과 구분하여 전문

1,159명 중 남학생이 63.07%(731명), 여학생이

계 고등학생의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36.93%(428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

및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

살펴보면 1학년 29.16%(338명), 2학년 38.22%(443

문계열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의 원인에

명), 3학년 32.62%(378명)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1학기 중에 설문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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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조사한 후,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담임

과잉행동/충동형 둘 다에 해당할 경우 혼합형으로

교사의 동의하에 실시되었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

분류하였다. 본 척도가 DSM-IV의 진단기준을 바

된 시간은 약 25-30분이었다. 설문실시 전에 연구

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나 이 척도의 진단기

의 목적 및 설문지 사용목적, 그리고 설문의 절차

준을 충족했을 경우 ADHD로 진단내리기에는 무

와 설문 중의 유의사항 등의 실시 방법에 대한

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DHD의 하위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인구학적

유형에 대한 진단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ADHD

정보를 묻는 문항과 ADHD 진단 척도, 한국형 인

성향이나 증상’이 있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

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 우울 검사에 대

위지희, 채규만(2004)이 밝힌 ADHD 진단 척도의

하여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감사

전체신뢰도(Cronbach's α) 는 .88 이었다. 본 연구에

의 표시로 소정의 학용품이 전달되었다.

서는 주의력결핍은 .84, 과잉행동/충동형은 .88, 전
체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 (K-척도)
ADHD 진단 척도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는 청소년을 대

ADHD 진단 척도는 DSM-IV(APA, 1994)에 규정

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든 자기보고

된 진단척도를 위지희, 채규만(2004)이 수정한 질

(self-report)식 진단 척도로 김청택 등(2003)이 개

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진단 척도는 학생이 직접

발하였으며,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7개

작성하는 자기-보고(self-report)식으로 되어 있으며,

의 하위요인의 내용은 일상생활장애(disturbance

최근 6개월간의 자신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에

of adaptive functions), 현실구분장애(disturbance of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reality testing), 긍정적 기대(addictive automatic

있으며 주의력결핍에 관한 9문항, 충동성․과잉행

thought), 금단(withdrawal), 가상적 대인관계 지

동에 관한 9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질문지는 4점

향성(virtual interpersonal reality), 일탈행동(deviate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behavior), 내성(toler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 “항상 그

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렇다”(3점)로 점수화된다. DSM-IV에서는 주의력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그렇다(2점)”, “매

결핍행동 증상 9가지 중 6개 이상의 행동을 보인

우 그렇다”(3점)로 점수화된다. 총점 160점 중에서

경우 주의력결핍형으로 진단하고, 과잉행동․충동

108점 이상이거나,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장애에서

증상 9가지 중 6개 이상의 행동을 보인 경우 과

26점 이상이면서 동시에 금단에서 18점 이상이고

잉행동․충동형으로 진단한다. 또한 주의력결핍형

내성에서 17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

과 과잉행동․충동형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 혼

로 정의한다. 총점이 95점 이상이거나, 하위요인

합형으로 진단한다.

중 일상생활장애에서 23점 이상이거나 금단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력결핍에 관한 9문항에서

16점 이상이거나, 내성에서 15점 이상인 경우 ‘잠

18점 이상을 주의력결핍형으로 분류하고, 충동

재적위험 사용자군’으로 정의하며, 총점이 95점

성․과잉행동에 관한 9문항에서 18점 이상을 과

이하를 ‘일반사용자군’으로 정의한다. 일반 사용

잉행동․충동형으로 분류하였다. 주의력결핍형과

자군은 인터넷 사용이 과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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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사용자군’을 합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자’라는 용

이 척도는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어를 사용한다.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위험 사용자군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일

한 여러 연구에서 CDI는 성인용 우울 검사인

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면서 내성 및 금

BDI(Beck, 1967)보다 청소년의 우울 측정에 적절

단 현상을 보인다. 대인관계는 사이버 공간에서

함을 나타내었다(신성웅 등, 2001).

대부분 이루어지며, 해킹 등 비도덕적 행위와 일

이 척도는 총 27개 문항의 자기보고(self-report)

상생활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듯한 착각

식 항목으로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

을 하기도 한다. 인터넷 접속시간은 중․고등학생

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

의 경우 1일 약 4시간 이상이며, 대개 자신이 인

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우울 증상의

터넷 중독이라고 느끼며, 학업에 곤란을 겪는다.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3문장 중 응답자에게 적합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감 및 대인관계 기피, 우

한 1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각 문항은 0-2점까

울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며, 성격적으로

지이며(예: (0) 나는 가끔 슬프다, (1) 나는 자주

자기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충동성도 높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다), 총 0-54점 사이에

은 편이다.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은 고위험 사용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군에 비해 보다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의미한다.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조수철과

장애를 보이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집착

이영식(1990)이 한국형 CDI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을 하게 된다. 학업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

수행한 결과, CD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며, 심리적 불안정감을 보이지만 절반 정도의 학

반분신뢰도는 .71, 그리고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

생은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 대체로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 1일 약 3시간 정도의 접속시간을
보이며, 다분히 계획적이지 못하고 자기조절에 어

자료 처리

려움을 보이며, 자신감도 낮은 경향이 있다.
김청택 등(2003)이 보고한 문항전체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ADHD 증상과 인터

(Cronbach's α)는 .96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신뢰

넷 과다 사용 및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도(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신뢰도 지수는 일상생활장애 .83, 현실구분장애

ADHD 증상에 따른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의

.82, 긍정적 기대 .88, 금단 .85, 가상적 대인관계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지향성 .82, 일탈행동 .77, 내성 .83으로 나타났다.

둘째, ADHD 증상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 검증을 실시하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였다. 셋째,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 검

청소년이 보이는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ADHD 증상과 인터넷 사

연구에서는 Kovacs(1981)이 개발하여 한유진(1993)

용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이 번안하여 사용한 한국형 아동우울 척도

을 실시하였고, ADHD 증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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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터넷 사용증상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
였다.

ADHD 증상에 따른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의
숫자를 살펴보면 ADHD 하위유형별로 인터넷 사
용정도에 따른 사용자 숫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χ2=158.46, p < .001). ADHD 하위유형 중

연구결과

혼합형이 다른 ADHD 하위유형들보다 인터넷 고
위험 사용자군(48.39%)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 및 ‘ADHD 증상’ 청소
년의 비율

의력결핍형은 잠재적위험 사용자군(56.58%)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DHD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정상군(non-ADHD)의

전체 조사 대상자 총 1,159명 중 인터넷 과다사

경우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 사용

용 청소년의 비율은 39.6%(459명)로 나타났으며,

자군보다 일반 사용자군(65.21%)이 많은 것으로

ADHD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의 비율은 11.21%

나타났다.

(1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ADHD 증상과 우울과의 관계

ADHD 증상과 인터넷 사용의 관계

ADHD 증상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DHD 증상집단을 주의력결핍형, 과잉행

ADHD 증상에 따른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의

동․충동형, 혼합형, 정상군(non-ADHD) 집단으로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

표 1. 인터넷 사용 정도 및 ADHD 증상 비율
구분

인터넷 사용 정도

ADHD 증상

빈도(명)

비율(%)

고위험 사용자군

93

8.02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366

31.58

일반 사용자군

700

60.40

주의력결핍형

76

6.56

과잉행동·충동형

23

1.98

혼합형

31

2.67

정상군(non-ADHD)

1029

88.79

1,159

100.00

전체

주 1. 일반 사용자군은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에서 총점이 95점 이하인 인터넷 사용이 과다하지 않는 학생들의
집단을 의미.
주 2. 정상군(non-ADHD)은 ADHD 증상이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학생들의 집단을 의미.

- 252 -

김용익․이동훈․박원모 / 고등학생의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울과의 관계

표 2. ADHD 증상과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교차분석
구분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합계

χ2

주의력결핍형

15(19.74%)

43(56.58%)

18(23.68%)

76(100%)

과잉행동․충동형

8(34.78%)

10(43.48%)

5(21.74%)

23(100%)

혼합형

15(48.39%)

10(32.26%)

6(19.35%)

31(100%)

정상군(non-ADHD)

55(5.34%)

303(29.45%)

671(65.21%)

1,029(100%)

합계

93(8.02%)

366(31.58%)

700(60.40%)

1,159(100%)

158.46***

***p < .001

표 3. ADHD 증상에 따른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주의력결핍형

과잉행동․충동형

혼합형

non-ADHD

(N=76)

(N=23)

(N=31)

(N=1,029)

구분

우울

M

SD

M

SD

M

SD

M

SD

49.40

7.00

49.48

7.91

49.16

7.23

42.81

7.06

표 4. ADHD 증상에 따른 우울의 차이검증

합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4,938.92

3

1,646.31

57,838.27

1,155

50.08

62,777.19

1,158

F

Scheffe
non-ADHD < 주의력결핍형

32.88***

non-ADHD < 과잉행동·충동형
non-ADHD < 혼합형

***p < .001

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 4

ADHD 하위 유형별 인터넷 사용과 우울과의 관계

와 같다.
ADHD 증상에 따른 우울 점수의 차이를 알아

ADHD 하위 유형별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본 결과 주의력결핍형, 과잉행동․충동형, 혼합형,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 정

정상군의 우울감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도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155) = 32.88,

반 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p<.001]. 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정상군(non-ADHD)

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우울 점수가 주의력결핍형, 과잉행동·충동

그 결과는 표 5, 6과 같다.

형 및 혼합형에 속하는 고등학생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ADHD 하위유형별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 점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주의력결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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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DHD 하위 유형별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일반 사용자군

(N=93)

사용자군(N=366)

(N=700)

구분

우울감

M

SD

M

SD

M

SD

주의력결핍형(N=76)

49.67

6.22

50.21

7.75

47.22

5.44

과잉행동충동형(N=23)

49.13

4.16

51.80

11.01

45.40

2.51

혼합형(N=31)

49.80

7.63

49.10

8.70

47.67

3.20

정상군(N=1,029)

48.15

5.86

43.83

6.67

41.92

7.07

전체

48.74

6.07

44.95

7.39

42.13

7.06

표 6. ADHD 하위 유형별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의 차이검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집단-간

114.60

2

57.30

결핍형

집단-내

3565.56

73

48.84

(N=76)

합계

3680.16

75

집단-간

138.06

2

69.03

충동형

집단-내

1237.68

20

61.88

(N=23)

합계

1375.74

22

집단-간

19.56

2

9.78

집단-내

1546.63

28

55.24

합계

1566.19

30

집단-간

2421.43

2

1210.72

집단-내

48794.74

1026

47.56

합계

51216.17

1028

집단-간

4,639.54

2

2,319.77

집단-내

58,137.65

1,156

50.29

합계

62,777.19

1,158

주의력

과잉행동

혼합형
(N=31)

non-ADHD
(N=1,029)

전체

F

Scheffe

1.17

1.12

.18

고위험 사용자군>
25.46***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46.13***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p < .001

[F(2, 1156) = 1.17, ns], 과잉행동․충동형[F(2,

경우에는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1156) = 1.12, ns], 혼합형[F(2, 1156) = .18, ns]의

일반 사용자군의 우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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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울과의 관계

그러나 정상군(non-ADHD)[F(2, 1156) = 25.46,
p<.001] 집단과 전체[F(2, 1156) = 46.13, p<.001]

ADHD 증상과 인터넷 사용 및 우울 간의 관계

에서는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일반 사용자군의 우울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결과는 표 7에 있다.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분

표 7에 의하면 주의력결핍형과 인터넷 과다사

석한 결과 정상군(non-ADHD)과 전체에서 인터넷

용(r=.40, p<.001), 과잉행동․충동형과 인터넷 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의 우울 점

다사용(r=.43, p<.001), 혼합형과 인터넷 과다사용

수가 인터넷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학생

(r=.45, p<.001)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들의 우울 점수보다 높으며, 인터넷 잠재적위험

로 나타났다. 또한 주의력결핍형과 우울(r=.35,

사용자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우울 점수가 일반

p<.001), 과잉행동․충동형과 우울(r=.36, p<.001),

사용자군 학생들의 우울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혼합형과 우울(r=.36, p<.001)간에도 정적인 상관

나타났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중

표 7. ADHD 증상과 인터넷 사용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주의력
결핍형
주의력
결핍형
과잉행동

과잉
행동․ 혼합형
충동형

일상

현실

긍정

장애

장애

기대

-

혼합형

.88***

.90***

-

일상장애

.36***

.34***

.38***

현실장애

***

***

***

.46***

-

***

***

.50

긍정기대
금단

일탈

대인

행동

.23

***

.28

***

.37

***

.30

***

.41

.31

***

.42

***

.60

***

***

-

***

.69***

***

***

.54

과다

우울

사용

-

.44

.44

.58

.53***

-

일탈행동

.33***

.39***

.40***

.55***

.52***

.49***

.59***

.53***

***

***

***

***

***

***

***

***

***

***

.54

.27

우울

***

.32

.27

과다사용

***

.36

.24

인터넷

내성

-

가상대인

내성

인터넷

.55***

․충동형

금단

가상

-

.34

.29

.35

.64

.38

.57

.64

.48

.59***

-

.40***

.43***

.45***

.82***

.65***

.81***

.84***

.72***

.77***

.81***

-

.35***

.36***

.36***

.22***

.22***

.21***

.27***

.25***

.22***

.18***

.29***

p < .001

- 255 -

-

상담학연구

표 8. 우울에 대한 ADHD 증상과 인터넷 사용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투입순서

예언변인

R2

⊿R2

F

β

t

1단계

ADHD증상 합계

.206

.206

300.982***

.454

17.349***

.227

.021

169.86***

.374

12.630***

.165

5.564***

.383

12.800***

.169

5.695***

-.052

-1.983*

ADHD증상 합계

2단계

인터넷 사용
ADHD증상 합계

3단계

인터넷 사용

.230

.009

114.84***

ADHD증상 합계 × 인터넷 사용

주 1. ADHD 증상 합계란 주의력결핍형, 과잉행동․충동형, 혼합형을 모두 포함; ***p < .001

독 진단 척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장애와 우울

회귀분석에 투입하였고, 다음에는 인터넷 사용을

(r=.22, p<.001), 현실구분장애와 우울(r=.22, p<

그리고 마지막에는 ADHD와 인터넷 사용 점수를

.001), 긍정적 기대와 우울(r=.21, p<.001), 금단과

각각 평균점수로 센터링 한 후 센터링 된 점수를

우울(r=.27, p<.001),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과

서로 곱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

우울(r=.25, p<.001), 일탈행동과 우울(r=.22, p<

분석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001), 내성과 우울(r=.18, p<.001), 인터넷 과다사

표 8에서 보듯이 1단계에서의 모형 설명력은

용과 우울(r=.29, p<.001)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

.2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ADHD 증상과

[F(1, 1157) = 300.982, p<.001], 제 2단계에서의

인터넷 과다사용, ADHD 증상과 우울, 인터넷 과

모형의 설명력은 .227로 2단계에서 인터넷 사용이

다사용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우울을 추가로 설명하는 변량은 .021로 통계적으

비교해보면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간의 상관계수가

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F(2,

1156)

=

.40 이상으로 다른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

169.86, p<.001]. 3단계에서 ADHD 증상과 인터넷

난 반면에 인터넷 과다사용과 우울 간의 상관계

사용의 상호작용이 우울을 추가로 설명하는 변량

수는 .20 정도로 다른 상관계수에 비하여 작은 것

은 .00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나타났다.

[F(3, 1155) = 114.84, p<.001].

그리고 ADHD 증상과 우울의 관계에서 인터넷

ADHD 증상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터넷 사용

사용이 중재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것은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C)에 영향을 미치

원점수 회귀방정식1)에서 다른 변인들을 일정하게

지만 중재변인(B)이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종

유지한 채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변인

속변인의 변화량을 좌우하는 관계이다. 본 연구에
서는 구체적으로 ADHD 증상이 인터넷 사용 정
도를 조절하면서 우울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첫 번째 예언변인으로 ADHD 증상을

1) 위계적 중다회분석을 수행하여 나온 각 변인별 비
표준화 된 회귀계수와 상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구하였다. y = 35.797 + 310×ADHD +
6.287×인터넷 과다사용 + (-1.808)×ADHD×인터넷 과
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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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50

y = 42.012 + 0.234×ADHD

40

y = 36.088 + 0.329×ADHD

30

ADHD증상 고
ADHD증상 저
인터넷 사용
그림 1. ADHD 증상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터넷 사용의 상호작용 효과

을 곱한 점수를 그 회귀방정식에 투입하였다. 이

고위험 사용자군 비율이 8.02%(93명), 잠재적위험

두 변인들의 점수는 표 5에 나와 있는 각 변인별

사용자군이 31.58%(366명)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평균과 표준편차를 토대로 해당 변인의 평균점수

정보문화진흥원(2007)이 만 9세에서 19세 청소년

로부터 1 표준편차만큼 위에 있는 점수와 1 표준

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연구에서

편차만큼 아래에 있는 점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타난 수치(고위험 사용자군 2.3%, 잠재적위험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그 결과는 그

사용자군 12.1%)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결과는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군 비율이

그림 1에서 보듯이 ADHD 증상 정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인터넷 사용 정도가 우울에 미치

더 높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박성
길, 2003).

는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

본 연구에서 ADHD 증상을 보이는 전문계 고

넷 사용 정도가 증가할 때 ADHD증상-저집단과

등학생의 비율은 11.21%(130명)로 하위유형별로

ADHD증상-고집단 모두에서 우울이 증가하였으

보면 주의력결핍형 6.56%(76명), 과잉행동․충동

나, ADHD증상-저집단이 ADHD증상-고집단에 비

형 1.98%(23명), 혼합형 2.67%(31명)로 나타났다.

하여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초등학생 4, 5, 6학년의 학생 자기평가(self-report)
에 근거한 연구에서는 ADHD 증상 유병률이
9.6%로 보고되었다(이동훈, 2009). 그 연구에서 하

논 의

위유형은 주의력결핍형 5.0%, 과잉행동․충동형
2.3%, 혼합형 2.3% 순으로 높았다. 선행연구와 비

본 연구는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ADHD 증상과

교해볼 때 전문계 고등학생의 ADHD 증상에 대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한 자기보고 수치가 초등학교 고학년생보다 전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적으로 높은 것은 흥미롭다. 또한 초등학생 고학

다음과 같다.

년의 ADHD 증상 유병률 연구에서도 주의력결핍

첫째,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과다사용에 해당하는

형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는데 전문계 고등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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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과잉행동․충동형보다 주의력결핍형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높은 수치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가 학생 자기

ADHD 아동들은 정상군(non-ADHD) 아동에 비해

-보고 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주의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는 국내외 선행연구의

력결핍 증상에 대한 자기인식(self-awareness)이 품

결과들을 지지한다(신민영 등, 2005; Spencer et al.,

행, 공격성, 규칙위반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2000). Barkley(2006)는 ADHD 증상의 아동이 성장

다루는 과잉행동․충동형 증상 보다 높을 수 있

하여 청소년기가 되면 주의력이 향상되고 과잉행

다(Lee et al., 2008; Young, 2004).

동 측면에서는 상당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둘째,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에

우울 등과 같은 정신병리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

서는 ADHD 증상 집단이 ADHD 증상이 없는 정

를 보고 하였다. ADHD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는

상군(non-ADHD)집단보다 인터넷과다사용의 비

만성적인 실패 경험으로 인해, 현실보다는 가상세

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DHD

계와의 상호작용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으면서 기

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인터넷 중

존의 우울감은 더욱 상승되고 ADHD 증상도 심

독의 문제를 보일 위험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해질 수 있다. 그러나 ADHD와 우울이 함께 나타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위지희, 채규만,

나는 이유가 ADHD와 연관된 만성적인 실패와

2004; 유희정 등, 2003; New Scientist, 2009; Orzack,

사기 저하로 인한 이차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개

1996). 또한 본 연구에서는 ADHD 하위유형 중

별적인 장애들이 서로와 유전적인 관계없이 나타

혼합형이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48.39%)이 될

나는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

가능성이 높으며, 주의력결핍형은 잠재적위험 사

가 필요하다.

용자군(56.58%)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넷째, ADHD 하위유형별 인터넷 과다사용 정도

났다. 이러한 결과는 ADHD 하위유형 중 주의력

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주의력결핍

결핍형의 인터넷 중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형, 과잉행동․충동형, 혼합형의 경우에는 고위험

보고한 김정순(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의

ADHD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각성도를 높이기

우울 점수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상군 집

위해 기존의 과잉행동 대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단(non-ADHD)에서, 그리고 ADHD 유무에 관계없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ADHD 청소년

이 전체에서는 우울 점수가 인터넷 고위험 사용

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해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자군, 인터넷 잠재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통제하거나 조절을 할 수 없어 인터넷에 과도하

순서로 높았다. 즉 ADHD 증상 집단 내에서는 인

게 몰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

서 ADHD 혼합형과 주의력결핍형이 인터넷과다

미하지 않았으며, ADHD 증상이 없는 집단에서는

사용과 관련될 수 있음을 연구결과는 제시한다.

인터넷을 과다사용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셋째, ADHD 증상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ADHD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정상군 집단(non-

증상집단이 ADHD 증상이 없는 정상군 (non

ADHD)과 ADHD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에서의

-ADHD) 집단보다 우울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는 인터넷 중독 경향군에서 우울성향이 더

정상군(non-ADHD) 집단의 우울 점수가 주의력결

높고 자기 존중감이 낮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핍형, 과잉행동·충동형 및 혼합형에 속하는 고등

생겼을 때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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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많다는

서의 정서적 지지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이명수 등, 2001;

한 상담 시에 그들에 대한 가치감을 높여주어 우

Young & Rodgers, 1998).

울을 감소시키고, 가족과 친구간의 관계를 개선하

다섯째,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
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환경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DHD 증상 정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인터넷

본 연구결과에서 ADHD 하위유형별 인터넷 과

사용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른

다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의 차이검증결과에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정도가 증가할 때

정상군집단(Non-ADHD)과 ADHD 유무에 관계없

ADHD증상-저집단과 ADHD증상-고집단 모두에서

이 전체에서는 인터넷 중독 경향군에서 우울성향

우울이 증가하였으나, ADHD증상-저집단이 ADHD

이 더 높았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증상-고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따

인터넷 사용 정도가 증가할 때 ADHD증상-저집

라서 ADHD 증상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고등학

단과 ADHD증상-고집단 모두에서 우울이 증가하

생들의 인터넷의 중독 정도가 우울의 변화에 미

였으며 ADHD 증상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 점수

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가 높아지는 정도가 ADHD 증상이 낮은 집단보

이러한 결과는 ADHD 청소년의 높은 우울이

다 낮았다. 선행연구들은 ADHD와 우울간의 상호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으

관련성 또는 인터넷과다사용과 우울간의 상호관

로 보고한 국내 연구결과(위지희, 채규만, 2004;

련성에 관해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왔다. 본 연구

채규만 등, 2001)와 일치하며 인터넷 중독이 우울,

결과에 비추어 보면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

ADHD 등과 같은 기존의 정신 병리를 좀 더 심

사용, 우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인터넷 과

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국외의 연

다사용과 우울간의 상호작용이 더 높은 것으로

구결과를 지지한다(Orzack, 1999). 즉 자신에 대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ADHD에 대한 DSM-IV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는 ADHD 증상을

의 정확한 진단절차(관찰, 진단인터뷰, 다양한

보이는 청소년들이 강한 우울을 보임으로써, 인터

장면에서 기능적 결손을 확인, 부모/교사/학생

넷과 같은 전파매체에 몰입하여 인터넷을 과다하

자신으로부터 증상에 대한 확인 등)에 근거해

게 사용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 사이버 세계

‘ADHD’의 하위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자기-보고

에 장시간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우울은 더욱

(self-report) 자료에만 근거하여 ADHD 증상을 확

증가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ADHD 청소년

인한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ADHD 증상

들이 가지는 우울이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와 밀

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근거하여 ADHD 증상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ADHD 청소년들의 인터넷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필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예방교육과 심리․

요가 있다.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ADHD 아동들이

또한 본 연구에서는 ADHD 하위유형별 인터넷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만성적 실패경험과 불만족

과다사용 정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알아본 결

스러운 대인관계 등이 우울을 증대시키고 결국

과 ADHD 하위유형의 효과는 없었지만 후속 연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때,

구를 통해 하위유형이 인터넷 과다사용과 같은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학교에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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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ADHD의 연구동향 중 하나는

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특

ADHD 하위유형이 적응 또는 결핍 요인에 미치

성상 인문계열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학교교육과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ADHD 연구

정, 방과 후 프로그램, 교육환경, 컴퓨터 이용시

들(Barkley, 2002, 2006; Power et al., 2004)은 ADHD

간, 여가활동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인문

하위유형을 통제(controlling) 함으로써 하위 유형이

계열 학생들과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공존장애 문제 등에 미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를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하위유형의

파악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진단지를 활용하여 우

영향에 대한 연구가 ADHD에 대한 정확한 이해

울 여부를 확인하였다. 우울의 임상적인 진단으로

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보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ADHD 증상 청소년을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기에서의 DSM-IV의

선별하기 위해 DSM-Ⅳ 진단 기준을 적용하였으

ADHD 진단기준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한 결과만으로는 임

있다(Barkley, 2006). DSM-IV의 ADHD 진단 기준은

상적인 진단으로 정의하기에는 미흡하다. 후속연

현재 모든 연령대와 특정한 하위표집들(예를 들

구에서는 ADHD의 진단기준을 충족한 청소년을

면, 대학생 등)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DSM-IV

대상으로 ADHD와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의 관계

진단기준 수립을 위한 초기 현장 실험들(field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trials)은 주로 4세~17세 연령대의 피험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Lahey et al., 199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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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ymptoms, Internet Over-Use, and Depression Symptoms
in High School Students of Vocational Track

Yong-Ik Kim

Dong Hun Lee

Pusan National Universit

Won-Mo Park
Kyung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symptoms, internet over-use,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n = 1,360) of vocational track. For
this study, students self-reports data from 1,360 high school students of Busan metropolitan-city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DHD group displayed higher mean scores on the measure of internet
over-use than Non-ADHD group. Students who meet the diagnostic criteria of the inattentive, the hyperactive
-impulsive, and the combined type are more likely to higher depression scores than those of Non-ADHD group.
According to ADHD subtype, there are no differences on depression among ‘internet user group at high-risk’,
‘internet user group at potential-risk’, and ‘normal internet user group’. However, in the Non-ADHD group as
well as total student group ‘internet user group at high-risk’ displayed higher depression symptoms than the
other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the level of depression increases when the level of
internet-use increases in the both of group of students who reporting lower ADHD symptoms and who
reporting higher ADHD symptoms. According to thes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of Vocational Track,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Symptoms, Internet
Over-Use, Depression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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