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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는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7년 12월 11일부터 충남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261명 중 유효한 23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내현적 자기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특성분노,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SPSS v.21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상관
분석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특성분노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특성분노의 이중매개 및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청소년
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영향을 주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특성분노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특성분노를 다루는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특성분노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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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률은 99.5%에 달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008년 아이 폰 3G가 국내에 출시된 이래로, 스마트 폰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인터넷 접속
기기의 94.1%가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이러한 인터넷의
중독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4년 전국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스마트 폰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2017년 스마트 폰 과의존 실태조사로 통계명칭을 변경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도 스마트 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 폰
과의존 고위험군이 2015년도 16.2%에서 2017년도에는 18.6%로 상승하였으며, 이 중 청소년은 30.3%로
가장 많은 고위험군을 나타내었다. 이는 성인 17.4%보다 두 배에 가까운 비율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내준다. 특히 학령별로 중학생의 고위험군이 34.3%로 가장 높아 중학생의
스마트 폰 이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은 Goldberg(1996)가 처음 제안하였으며, 강박적인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활동, 병리적
인터넷 사용 및 활동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이 알코올이나 약물처럼 중독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Young, 1998), 인터넷 중독을 ‘강박적인 사고 및 행동, 내성과 금단, 의도한
것 이상의 과도한 사용, 지속적인 욕구, 다른 활동에서의 흥미감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Young, 1998). 청소년기의 인터넷 중독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의 어려움, 그리고
정상적인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일으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oung, 1998; Senol-Durak & Durak, 2010).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환경적
요인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무선 인터넷이 일상
생활화 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제현채, 김정규, 2014).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터넷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 중 자기애적 성향이 중독 문제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왔다(제현채,
김정규, 2014; Alloway et al., 2014). Kohut(1971)은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이는 자기 가치감 조절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내적 구조의 부재를 보상하기 위한 시도로써 약물과 같은 외부대상에 의존하고, 중독 문제에
빠지게 된다. 물질 중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애 성향이 관련성이 밝혀졌으며, 최근 들어 인터넷
중독과도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제현채, 김정규, 2014; Odaci & Celik, 2013; Pantic, 2014).
이러한 자기애 성향은 외현적 또는 내현적 자기애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기애 범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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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른 성격적,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정남운 2001).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모두 과대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특히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뿐 아니라 적응 및 병리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이며(제현채, 김정규,
2014), 중독 경향성이 높다(류경희, 홍혜영, 2014; 정병완, 홍혜영, 2015). 이를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현채와 김정규(2014)는 수도권 대학생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인터넷 사용이 대부분
스마트 폰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볼 때, 정병완, 홍혜영(2015)의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 폰 중독과의
상관관계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은 정체성에 대한 만성적인 불확실성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최지혜, 송현주, 2018).
즉, 내현적 자기애 경향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며, 또한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경향이 높더라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수준을 높이거나 불안 수준을
낮추는 개입은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연구(정서영, 송미경, 2017; Kraemer, McLeish, & O'Bryan, 2015)에서 중독 행동의 요인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IU)을 주목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을 지각함에 있어 보다 더 부정적이며,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며,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정서영, 송미경, 2017; Dugas, Schwartz, & Francis, 200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평가에 민감하고(박영주, 정남운, 2013),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며(신동주, 정남운, 2007), 타인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왜곡된
사고(김정균, 장석진, 2014)를 갖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사회불안 경향성이
높이게 된다(오하연, 박경, 2017). 이를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을 더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해석해서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나타내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은 범불안장애의 특징인 걱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연구되었
으며(Dugas, Schwartz, & Francis, 2004), Stavropoulos와 동료들(2017)의 청소년 종단연구에서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인터넷 사용을 포함한 중독 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Kreamer, McLeish와
O'Bryan(2015)의 연구에서 불안이 알코올 중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걱정을
예측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알코올 중독의 선행변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정서영과 송미경(2017)의 연구에서는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대학생이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아지는데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Dusunceli와 Colak(2012)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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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부적절한 대처방식으로 인터넷 중독과
같은 중독 행동 경향성을 높인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흔한 정서지만,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분노를
경험하는 경향성이 높다(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이때의 분노는 특성분노를 말하며, 특성
분노는 개인이 분노를 느끼는 안정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Spielberger, 1988). 특성분노가 높으면
역기능적 분노표현, 즉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고, 억제되거나 표출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분노억제 경향이 높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분노
표출 경향성이 높다(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강한 분노감을 자주 경험
하지만,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에 비해 주로 분노가 억압되며(조은영, 2011),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이준득, 2005).
이러한 특성분노는 표현되지 않는 분노감으로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높이고(Zaitsoff, Geller, &
Srikameswaran, 2002), 알코올 문제에 영향을 주며(김해진, 신해균, 홍창희, 2008),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높인다(송미경,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강한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지만 분노를 억압하며, 이에 따르는 주관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불확실한 상황을 더욱 위협적으로
인식하며, 강한 분노감을 억압하면서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인터넷을 더욱 과도
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운 청소년은 억압된 분노 감정에
대한 불편감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특성분노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적용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불안이나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
으로 연구되었던 불확실성에 인내력부족을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역할을 새롭게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특성분노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특성분노의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에서 블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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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특성분노

인내력부족

내현적

인터넷중독

자기애
그림 2.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수집된 261개 중 유효한 23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남학생 118명(49.4%), 여학생
121명(50.6%)이었으며, 1학년 37명(15.5%), 2학년 142명(59.4%), 3학년 60명(25.1%)이었다.

2. 측정도구

1)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는 Hendin과 Cheek(1997)이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인 과민성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를 정남운(2001)이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과민성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였다. 과민성 자기애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요인 부하량이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5였다.
2) 인터넷 중독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5개 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개 문항, 금단 4개 문항 그리고 내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총점이 44점 이상
이면 고위험군이며, 41점~43점은 잠재 위험군, 40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 또한 요인
별로 일상생활장애요인이 15점 이상이고, 금단요인이 13점 이상, 내성요인이 14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잠재위험군의 경우는 일상생활장애가 14점 이상, 금단이 12점 이상, 내성이 13점 이상 중 하나가
해당되면 분류할 수 있다. 개발 당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84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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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Freeston과 동료들(1994)이 27문항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Carleton과 Norton, 그리고 Asmundson(2007)이 단축형으로 개발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A
short version of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IUS-12)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IUS-12는 4점
Likert식 척도로, 하위변인으로 예기불안(Prospective Anxiety) 7개 문항과 억제불안(Inhibitory
Anxiety)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기불안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수용과 회피와 관련되는 요인
이며, 억제불안은 좌절에 대한 인내력부족을 조사한다. Carleton과 Norton, 그리고 Asmundson(2007)의
연구에서 IUS-12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예기불안은 Cronbach's α값 .85,
억제불안은 Cronbach's α값 .85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예기불안 .66, 억제불안 .82 전체
신뢰도는 .80이었다.

4) 특성분노
특성분노는 Spielberger와 Krasner, 그리고 Solomen(1985)의 상태-특성 분노 척도를 한덕웅과
이장호, 그리고 전겸구(1998)가 한국의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중
특성분노에 해당하는 10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STAXI-K는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홍과 김은정(2012)의 연구에서 특성분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표 1. 척도의 구성
변수

척도

문항수

하위변인

Hendin과 Cheek(1997)의 Hypersensitive
내현적 자기애

Narcissism Scale을 정남운(2001)이 번안하여 총 9개 문항
타당도를 검증한 과민성 자기애 척도 활용
일상생활장애 5개 문항

인터넷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청소년

총 15개

가상세계 지향성 2개문항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활용

문항

금단 4개 문항
내성 4개 문항
예기불안(Prospective Anxiety)

불확실성에 대한

A short version of the intolerance of

총 12개

7개 문항

인내력 부족

Uncertainty Scale(2007) 활용

문항

억제불안(Inhibitory Anxiety)
5개 문항

Spielberger, Krasner와 Solomen(1988)의
특성분노

상태-특성 분노 척도를 한덕웅 등(1998)이
개발한 척도 중 특성분노척도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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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v.21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변수들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Hayes와 Preacher, 그리고 Myers(2010)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Sobel Test를 사용하였으나 이 검증
방법은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중매개 모형이나 이중매개모형 등과 같이 정교한
모형을 측정하는데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원무,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Hayes와 Preacher, 그리고 Myers(2010)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점수는 내현적 자기애 2.205(SD=.737), 스마트폰 중독
1.885(SD=.516),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은 평균 2.143(SD=.499), 특성분노는 평균 1.837(SD=.613)
이었다. 또한 연구변인들의 정규성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으며,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1이하로 정규분포가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239)
변수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내현적자기애

1.00

4.67

2.205

.737

.315

-.514

인터넷 중독

1.00

3.80

1.885

.516

.545

.391

불확실성인내력

1.00

4.17

2.143

.499

.467

.801

특성분노

1.00

3.60

1.837

.613

.631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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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표 3>, 분석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는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은 정적상관(r=.344, p<.01)을 보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와 매개변수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r=.403, p<.01), 특성분노(r=.435, p<.01)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인터넷 중독은 정적상관(r=.229, p<.01)을 보였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특성분노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특성분노는 정적상관(r=.431, p<.01)을
보였다.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n=239)
변수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불확실성인내력부족

내현적자기애

1

인터넷중독

.344**

1

불확실성인내력부족

.403**

.229**

1

특성분노

.435**

.377**

.431**

특성분노

1

**p < .01

3.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 인터넷 중독, 불확실성의 인내력부족, 특성
분노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4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에서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정적인 영향(β=.344,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2단계로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에 미치는 효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에 정적영향(β=.40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내현적자기애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을 각각 통제한 상태에서, 1차 매개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2차 매개변인인 특성분노에 정적 영향(β=.30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2차 매개변인인 특성분노에 정적 영향(β=.312, p<.001)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로 내현적 자기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특성분노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 불확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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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내력부족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분노는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β=.27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에 정적 영향(β=.216,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다
영향력이 감소하였다(β=.344→.216).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특성분노가 이중매개 및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B)

SE

t

F

R2

1

인터넷 중독

내현적 자기애

.344(.241)***

.043

5.647

31.888

.119***

2

불확실성인내력

내현적 자기애

.403(.273)***

.040

6.772

45.856

.162***

3

특성분노

42.948

.267***

17.488

.183***

4

내현적 자기애

.312(.259)***

.051

5.118

불확실성인내력

.305(.375)***

.075

5.012

인터넷 중독
내현적 자기애

.216(.152)**

.048

3.186

불확실성인내력

.024(.025)

.070

.359

특성분노

.272(.229)***

,058

3.949

***p < .001, **p < .01, *p < .05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변인 간 간접효과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 값과 상한 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변인 간 간접효과(Bootstrapping)
변수
내현적자기애→불확실성인내력부족
→인터넷중독
내현적자기애→불확실성인내력부족
→특성분노→인터넷중독
내현적자기애→특성분노
→인터넷중독

Coeff

95%

Boot.
S.E

LLCL

ULCL

.0069

.0206

-.0347

.0470

.0594

.0182

.0275

.0984

.0234

.0088

.009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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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가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와 내현적 자기애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특성분노를 거쳐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간접경로인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하기 때문에 이중매개
모형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최종모형과 비 표준화계수 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불확실성

.305***

인내력부족

특성분노

.272***
.403***
.024

.312***
내현적

c=.344***

자기애

c'=.216**

인터넷 중독

그림 3. 최종연구모형 및 비 표준화계수 추정치

Ⅳ.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인터넷 중독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인터넷 중독에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는 인터넷 중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제현채, 김정규, 2014: Alloway et al., 2014; Pantic, 2014)를 지지한다. 또한 최근의 인터넷 사용이
스마트 폰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류경희, 홍혜영, 2014; 정병완, 홍혜영, 2015)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몰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에 정적상관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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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으며, 특성분노에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은 특성분노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을 매개로
특성분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특성분노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분노
표현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정구철, 문종호, 2015: Gruber, 2009)와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와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분노가 억압되며(조은영, 2011), 주관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이준득, 2005)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인인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특성분노는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매개 및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특성분노를 거쳐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간접경로인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 유의
성이 검증되었으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중매개모형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간접효과는 지지되지 않았으며, 특성분노의 간접효과는 지지
되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특성분노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특성분노에 영향을 주어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이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정서영, 송미경, 2017)를 지지하며,
불안이 인터넷 중독을 높인다는 연구결과(Stavropoulos et al.,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또는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며, 만성적인 불확실성과 열등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분노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 인터넷 사용에 몰입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접근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불확실한 상황을 수용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분노는 일상
생활에서는 억제되다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역기능적으로 표출되어 인터넷 사용에 몰입하게
될 수 있다(정구철, 문종호, 2015). 따라서 인식되지 않는 청소년의 분노를 인식하도록 돕고, 분노에
대한 수용과 적절한 표현을 통한 분노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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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충남 지역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다 다양한 표집을 통해
일반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 보고형 질문지만을 활용하여, 실제 특정행동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특히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구인을 확인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척도만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과의존 또는
인터넷 컨텐츠 종류에 따른 차이 등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를 높일 수 있는 변인과 분노의 표현방식에 대한 변인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특성분노, 그리고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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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rait An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Addiction for Adolescent
Yoo, Sang-Hyun·Choi, Yeon-Hee·Byun, Sang-Hae
Seoul Ventur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rait anger in relation to covert narcissism, which is predicted to affect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erefore, we used 239 data from 261 students collect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in Chungnam Province on December 11, 2017. The scale used
consisted of covert narcissism, intolerance of uncertainty, trait anger, and internet
addiction scale.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SPSS
v.21 and Process Macr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internet addic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rait anger. Second, both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rait anger was
verified the dual mediation and partial mediation effects 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addiction. This implies that covert narcissism of adolescents affects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t affects trait anger, so that lif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 the res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intervention about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trait anger
for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This result are implication for reviewing about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trait anger, covert narcissism, and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Covert Narcissism, Intolerance of Uncertainty, Trait Anger,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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