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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와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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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
내에서 수행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70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메타
분석은 다층모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분석을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크게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과 충동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내재화 문
제, 외현화 문제를 구분하여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인터넷 중독과 내재화 문제간 관련성
에 대한 진상관계수 전체 평균은 0.327로 추정되었으며, 인터넷 중독과 외현화 문제간의 관련성에
대한 진상관계수 전체 평균은 0.375로 추정되었다. 즉,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이 외현화 문제와 더
높은 것으로 났으나,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 간 상관에 대한 효과크기가 연구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수준 모형에 남녀
의 비율, 사용된 인터넷 중독 척도의 종류를 투입하였는데, 내재화 요소에 있어 남녀의 비율만이 유
의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중독 개념과 증상을 정립 및 세분화하고 효과적
인 개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정신건강문제, 메타분석, 다층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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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인터넷이라는 신규 미
디어의 급속한 보급은 인간 간 소통의 방법, 정보
를 구하는 방식 등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비록 인터넷이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
한 폐해로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상호간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김종범, 한종철,
2001; 박영숙, 송현종, 2002), 인터넷 SNS을 통한
교류는 피상적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
고(Huang, 2010), 많이 접촉하고 있지만 친밀함을
갈구하는 상태로 고독한 현대사회의 인간상을 만
들고 있다. 따라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은 온라
인 상호작용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러한 온라인관계의 선호는 문제적 인터넷
사용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효
정, 2006; Caplan, 2002).
이러한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인터넷 중독
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
터넷 중독은 아직 학문적으로 명백하게 중독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
넷의 과다 사용자들은 현실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 현상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하정희, 조한익, 2003). Goldberg
(1996)는 DSM-Ⅳ의 물질중독을 근거로 하여 인터
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을 만들었다. 그는 인터
넷 중독이 물질의존처럼 지각장애, 주의장애, 사
고장애, 판단장애, 정신운동장애, 대인관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흔히 비물질 중독 또는 행위중독으로 분류되는
20

병적도박과 비교되는데, Young(1996)은 이러한 관
점에서 DSM-Ⅳ의 병적 도박 준거를 차용하여 ‘병
리적 인터넷 이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정의
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 역시 병적도박과 마찬
가지로 조절 능력 상실과 내성에 따른 지속적 사
용의 증가, 금단증상과 강박적인 집착과 같은 징
후를 보인다(김동일 외, 2011). 하지만 이런 징후
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신의학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명과 그에 대한 진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다. 진단명 및 진단 기준이 명확
히 확립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 현상을 실제
로 입증할 수 있는 임상사례의 축적과 더불어 인
터넷 중독 증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종합되고 축
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 중독은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심리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김종범, 한종철, 2001; 장문선 외, 2011; 이명수
외, 2001; Leslie & Snadra, 2008; Young & Rogers,
1997). 우울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정신건강 관
련 변인 중 주요 원인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오효숙, 2012; 윤혜미, 남영옥, 2009; 이상주, 배경
희, 2004; 이정윤, 이상희, 2004; Brenner, 1997;
Young, 1997), 인터넷 중독자 중에는 우울성향이
높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재희,
1998; 한복희, 2001; Young & Rogers, 1998). Young
(1997)은 다수의 인터넷 중독자들이 경도에서 중
등도의 우울증을 보임을 보고하였으며, 우울증이
인터넷 중독에 선행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에서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찾
게 되고, 인터넷상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과 위안
을 얻기 때문에(노석준 외, 2011; 오효숙, 2012),
이렇게 인터넷에 몰두하다가 중독이 되기 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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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Huang, 2006).
이렇게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개인
이 지니고 있는 우울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는 반면 인터넷 중
독이 개인의 우울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개인의 심리정서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데 이 중에서도 우울감과 고독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재희, 1998; Young 1998).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
기 이전과 이후의 태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우울을 증가시킨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Kraut et al., 1998).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 중 우울
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으로 불안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집단은 우울과 함께 불안이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나는데(김윤희, 2006; 장재홍 외,
2003; 이석범 외, 2001), Young(1996)은 인터넷 중
독자의 54%가 우울증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34%가 불안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감, 불안감이 높고(이정윤, 2005),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위축되는 성향이 인터넷 중독을 일으
키는 취약한 성격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이석범 등
(2001)은 이러한 불안감을 다루기 위해 인터넷 게
임에 몰두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현하, 한유
진(2010) 역시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의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불안감을 회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가상적 자아정체감을 통한 만족
감은 가상세계에 더욱 몰두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반면,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이 역으로 불안
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권선중, 김교헌, 이
호석, 2005). 즉, 인터넷상에서 경험하는 빈번한
대인관계, 가상의 자기와 현실에서의 자기의 차이

등을 경험하면서 불안이 증가된다는 것이다(노석
준 외 2011, 임성문, 조은실, 2005). 또한, 남영옥,
이상준(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이용자 집단에
비해 게임중독집단의 공포불안 수준이 훨씬 높고,
병리적 수준의 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도 5배 이
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인터넷 중독과 관련 있는 주요한 정신
건강문제 변인으로 충동성을 들 수 있다(박승민,
송수민, 2010; 윤재희, 1998). 충동성은 다양한 중
독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윤혜
미, 남영옥, 2009),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자의
충동조절의 장애를 병적도박자의 특성과 유사한
양상으로 보고 이를 인터넷 중독의 핵심요인이라
고 주장하였다. 이는 DSM-IV에서 도박중독을 분
류되지 않는 충동조절장애로 바라보는 관점과 일
치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충동성을 보고하고 있
으며(박영욱, 김정택, 2009; 정현웅, 오세덕, 2008;
진선애, 오윤자, 최명구, 2006),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충동성과
관련한 낮은 통제력을 주요변인으로 보고 있다(권
재환, 2010; 박지은, 최연희, 2011; 장재홍 외,
2003; 송원영, 1998; 송행숙, 2010; 황수정, 2000).
가령,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
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지니고(윤재희, 1998), 이에 따라
인터넷의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만족감을 탐닉하
다보면 조절능력의 결여로 인터넷에 몰입하게 된
다는 것이다(박영욱, 김정택, 2009).
역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충동조절에 영향
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박완석, 김창석, 2012;
Beard & Wolf, 2001; Cao & Su, 2007). 인터넷상의
활동은 빠른 피드백 등 즉각적인 반응이 주어지
는데, 이런 반응의 즉각성에 익숙해짐으로써 기다
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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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도금혜, 이지민, 2011; 윤재희,
1998). 또한, 인터넷 가상세계가 제공하는 익명성
의 특징으로 인해 현실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감
정이나 표현을 무절제하게 드러내는 탈 억제 현
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험 역시 충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이희정, 2009).
충동성과 함께 정신건강 외현화 문제로 분류되
는 공격성 또한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재환, 2010; 김은영,
2009; 소영호, 오지훈, 2008; 윤수연, 김은정, 2005;
이해경, 2002; 장미경 외, 2004). Arriaga et al.,
(2006)의 연구에서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폭력게임을 했을 때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게임은 사용자의 공격성
수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개인의 폭력적
특성이 게임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Markey &
Markey, 2010).

폭력적인 미디어의 노출이 공격성을 증가시킨
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게임의 과다사용이 폭력성
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김재엽, 이지혜, 이효정,
2009: Dill et al, 1998; Funk et al, 2004; Griffiths,

하지만, 인터넷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인터
넷 중독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
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도금혜,
이지민, 2011). 인터넷 게임이 아닌 일반 폭력적
게임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게임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nderson과
Dill(2000)은 실생활과 실험실내에서 폭력적 게임
을 한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생활에서
폭력적 게임을 한 집단은 폭력적인 행동과 비행
행동이 증가하였고 실험실 내에서 폭력적 게임을
1998; Williams et al, 2005).

한 사람들은 폭력적인 생각과 행동이 증가하였다.
Willoughby, Adachi와 Good(2011)는 비디오 게임과
폭력성의 관계를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랜 기간 지속
적으로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적인 비디
오 게임을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공격성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공격성의 빈도는 비디오 게
임을 하는 정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의 증가를 이끈다는 것은 증
명되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증명되지 못했다.
인터넷 게임 중에는 과격한 폭력이 등장하는 것
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렇듯, 인터넷 중독 실태나 개별 정신건강 문
제와의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이루어져 왔으나
전체적으로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몇몇 연구들이 정신건강문제 종류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상관 크기를 단순 비교한 경우도 있
지만(예컨대 신귀순, 2004), 이들 연구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인터넷 중독관련 정신건강의 문제가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
강문제간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그 관
련성을 확인하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사이의 관련성의 정
도는 연구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정혜경, 김경희(2004)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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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계수가 0.13에
그친데 반해, 김민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0.52
로 그 차이가 약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충동성, 공격성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불안이 0.15～0.50(김원희, 2006;
노은애, 2005; 소현하, 2008; 신기순, 2004; 팽현기,
2002; 하정, 2011), 충동성이 0.17～0.69(강란혜.
2008; 김효선, 2002; 노은애, 2005; 박승민, 송수민,
2010; 심옥녀, 2007; 이대환, 2004; 송행숙, 2010,
이대환, 2004), 공격성이 0.18～0.60(김효선, 2002;
박정은, 2001; 백지은, 2009)로 각 연구들마다 보
고되는 인터넷중독과 각 정신건강 문제간의 상관
계수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크기의 변이는 표집오차 외의 체
계적인 요인에 의하여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
제 사이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사이의 관련
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따른 상
관 추정치에 대한 변이가 단순히 표집오차에 의
한 것인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연구가
추정하고자 하는 진상관(true correlation) 계수가 단
순히 표집오차가 아닌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진다면,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사이의 평균
적인 상관 크기를 알아보고, 어떠한 요인이 그러
한 변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성별이나 사용된 척도의 종류에 따라 참 효
과크기(true effect size), 즉 진상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Achenbach(1991)는 정신건강 문제를 내재화 문
제(internalized problem)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ed
problem)로 구분하였는데, 우울과 불안은 흔히 내
재화 문제로, 충동성과 공격성은 외현화 문제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내재화 문제에, 남
성은 외현화 문제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Lyons-Ruth,

Esterbrooks, & Cibelli, 1997; Rose,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 있
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정신건강 요소 중 우울과
인터넷 중독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여학생
의 경우는 충동성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신귀순, 2004).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
독경향이 많으며 과다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요하
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백지은, 2009; 최나야, 한
유진, 2006; 박현숙, 권윤희, 박경민, 2007), 비행집
단에 있어서는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
학생은 같은 고위험 집단의 남학생에 비해 비행,
충동, 공격성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다(나동석, 2004). 따라서, 이러한 측면은 인터넷중
독 여성의 정신건강 취약성의 양상이 남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남녀의 성별
은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사이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변인으로 기능 할 수 있음을 추측케
한다.
또한 사용된 인터넷 중독 척도의 종류 역시 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는 척도에 따라 중독정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다
르고, 하위 구인 및 주로 파악하고자 하는 증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인터넷 중독을 측
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Young척도, K척도의
경우 같은 Beck의 우울척도(BDI)로 인터넷 중독과
우울의 상관을 측정하는데도 K척도를 사용했을
경우 상관 값이 0.68(유향숙, 2006)으로 나타난 반
면 Young 척도를 사용했을 경우 0.33(이대환,
2004)의 상관값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은 인터넷중독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에 따라
정신건강문제와의 상관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하는데 따라서 상관정도가 인터넷중독 척도의
영향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
Rose, & Feldma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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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다층 메타분석(multilevel meta analysis)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메타
분석은 다양한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의 틀
로 종합하는 수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개별 연구
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이다. 즉, 제기된 문제
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통계적 분석 결과들을 분석하는, 분석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이다(Glass, 1981). 특히 메타
분석에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연구에 따른
참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차
이의 원인을 알아보는데 매우 유용하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강희양, 손
정락, 2007),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오익수, 김철, 2009), 청
소년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박승민, 2009)이 수행되었으나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주제로 종합하여 관련성을 제
시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변인들과의 효과크기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함
으로써 향후 인터넷 중독 개념과 증상을 정립 및
세분화하고 효과적인 개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내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 간의 전체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
가?
2.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내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 간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무엇인가?

방 법
대상논문선정
메타분석을 위해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다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
간의 학술지 논문 및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검색은 크게 다음의
두 과정을 거쳤다. 1차적으로는 교육학술정보
원(http://rs2.riss4u.net), 한국학술정보(http://www.
koreastudies.net), 국가전자도서관(http://www.dilibrary.
go.kr)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 ‘중독’ ‘중독 &
정신건강’ ‘중독 & 우울’ ‘중독 & 불안’ ‘중독 &
분노’ ‘중독 & 공격성’ ‘중독 & 충동’ 등의 검색
어로 게재된 학술논문을 검색, 수집하였다. 2차로
는 교육학술정보원(http://rs2.riss4u.net)에서 ‘중독’
관련 학술지를 검색하여 목차를 일별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126편
(공격성 30편, 우울 42편, 불안 36편, 충동 18편)이
었다. 이 중에서 1) 분석 기준에 맞지 않거나 사
례연구를 시행한 연구, 2) 타당화되지 않았거나
표준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
3) 단순상관계수 이외의 기준으로 관련성을 측정
한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신건강 종
류 별 논문편수 및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대상논문 중에서 상관관계 이외에 영향
관계를 언급한 논문은 총 55편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들에 의하면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과 같
은 정신건강 문제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되는
영향관계로 연구모형을 산정한 연구들이 총 32편
으로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
향관계로 상정한 연구물 23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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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종 분석 대상 논문 편수 및 기술통계(영역별 중복)
효과크기 효과크기
영역 KCI 등재 등재후보 비등재 석사 박사 계 효과크기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우울
13
4
0
10
2
29
0.29
0.13
0.58
불안
2
0
1
7
0
10
0.26
0.15
0.55
공격성
2
2
1
8
0
13
0.36
0.18
0.58
충동성
7
2
3
4
2
18
0.35
0.17
0.45
계
24
8
5
30
4
70
Note. 효과크기는 상관계수를 Fisher의 정규변환을 적용하여 변환한 수치임.

자료처리

효과크기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한다. 표집오차인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간 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관에 대한 메타분석은 다층 모형을 통해 이루

   
어졌으며, 모수추정을 위해 HLM 6.0 interactive
mode를 사용하였다. 상관계수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할 경우 Fisher의 정규변환(Fisher's  to )을 2수준 모형의 분석에서는 먼저 각 연구에서의
적용하면 정규성 가정 및 표집분포에서의 분산을 참 효과크기가 일정한 수치를 가지는지를 검증한
알고 있다는 가정(V-known assumption)이 더 잘 충 후, 참 효과크기가 연구에 따라 다를 경우 어떠한
족된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다층모형 분석을 요인이 그러한 차이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한다. 다
수행하기에 앞서 각 연구의 상관계수들에 Fisher의 층메타분석에서의 2수준 기본모형은 식    와 같
정규변환을 적용하였다. Fisher의 정규변환을 통한 다.  는 참 효과크기들의 전체 평균(grand mean)
효과크기 및 표집 분포에서의 분산에 대한 공식 이며,  는 2수준 무선오차로 평균과 분산이 각
은 아래와 같다.  와  는 각각 번째 연구에서 각 0과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관찰된 Pearson 적률상관계수와 표집분포에서의

   
분산을, 그리고  는 번째 연구의 표본수를 낸다.


























수준 기본모형 분석 결과 무선오차의 분산 
가 0이 아니면 참 효과크기들은 연구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뜻하며, 그럴 경우 연구모형을 통
해 참 효과크기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다층모형을 통한 메타분석의 1수준 모형은 식 변인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게 된다. 2수
   과 같다. 식    에서  는  번째 연구의 참 효
준 연구 모형은 식    와 같다. 식    에서  는
과크기(true-effect size)를, 그리고  는 이러한 참 효과크기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본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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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예측변인으로 각 연구의 남녀 비율, 사용
된 인터넷 중독 척도 종류, 정신건강문제 분류를
선정하였다. 다층분석은 정신건강문제를 크게 내
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
루어졌는데, 우울과 불안을 내재화 문제, 공격성
과 충동성을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2
수준에서의 예측변인인 정신건강문제 분류는 내
재화 문제에 대한 분석의 경우 우울과 불안을 구
분하는 변인이며,, 외현화 문제의 경우 충동성과
공격성을 구분하는 변인이다.
   

 




  

 

연구결과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와의 효과크기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간의 관련성에 대
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2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종
합하기 위하여 먼저 기본모형(unconditional model)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구분하
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함께 제시하

였다. 인터넷 중독과 내재화 문제 간 관련성에 대
한 상관계수의 전체 평균은 0.327로 추정되었으
며, 인터넷 중독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련성에 대
한 효과크기 전체 평균 은 0.375로 추정되어,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이 외현화 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전체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검증 통계량은 모두 유의수준 0.0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 인터넷 중독과 매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Fisher 변
환 수치를 다시 상관계수 수치로 변환하면 내재
화 문제가 0.317, 외현화 문제가 0.371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관계수에 대한 95% 신뢰구간
을 구하면 내재화 문제가 (0.286, 0.346), 외현화가
문제가 (0.313, 0.40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외현화
문제가 내재화 문제보다 상관이 더 높다고 할 뚜
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무선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에 대한
검증 통계량 수치가 내재화 문제     
와 외현화 문제      모두 매우 유의하
여,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은 연구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2.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간 상관에 대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내재화 문제
.327
.018

외현화 문제
.375
.026
무선효과
분산

내재화 문제
.012

외현화 문제
.019
***p < .001;    = 효과크기 전체평균,    = 2수준 무선오차(random error).





18.568***



14.253***











327.510***



36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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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의 효과크기에 영향 된 인터넷 중독 척도의 경우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을 미치는 변인 분석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참조변인으로 하였다. Young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간 상관에 대한 척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인터넷 중독척도는 K
효과크기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척도였으며, 나머지 다른 척도들의 경우 두드러지
타났기 때문에, 몇 가지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이 게 사용된 척도들이 없어 기타 척도로 분류하였
러한 효과 크기의 무선오차에 대한 원인을 살펴 다. 정신건강문제 분류에 대한 코딩은 내재화 문
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은 남 제의 경우 우울을 0, 불안을 1로 코딩하였으며,
녀비율, 사용된 인터넷 중독 척도 종류, 정신건강 외현화 문제의 경우 충동성을 0, 공격성을 1로 코
문제 분류이며, 각 고정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표 딩하였다. 연구 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
3의 각주에 제시하였다. 예측변인의 코딩은 사용
하였다.
표 3.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간 상관에 대한 연구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계수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283

.060

4.760***



.151

.069

2.206*



-.013

.062

-.214



-.054

.051

-1.049



.005

.039

0.123



.311

.102

3.039***



.108

.166

.653



-.064

.102

-.624



.019

.062

.307



.003

.060

.004

무선효과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표준오차

분산





.012

343.339***



.021

352.669***

척도를 사용한 인터넷 중독과 우울( ) 및 충동성( ) 간
상관에 대한 여학생들의 효과크기 전체평균,   = 남녀 비율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 Young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과 K척도를 사용한 연구들 사이의 효과크기 차이,    = Young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과 기타
척도들을 사용한 연구들 사이의 효과크기 차이,  = 우울과 불안 간의 효과크기 차이,  = 충동성과 공격성
간의 효과크기 차이,    = 예측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지지 않은 잔여 효과크기(residual effect size).
*p < .05, **p < .01, ***p < .001;    =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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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남녀
비율이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남학생 표본 비율이 10% 증가할 때 인터넷 중독
과 내재화 문제 간 상관에 대한 효과크기는 0.015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우울과
Young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학생에 대한
효과 크기는 0.283, 남학생에 대한 효과크기는
0.434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크기를 다시
상관계수로 변환하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상관은 0.275,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상관은 0.408로 그 차이가 약 0.13에 달하였다. 외
현화 문제의 경우 남녀비율이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표본비율이 10% 증가할 때 효과
크기가 약 0.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재화
문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남학
생과 여학생 간 상관계수를 추정해 보면, 충동성
과 Young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학생에
대한 상관계수는 0.301(Fisher 효과크기 = 0.311),
남학생에 대한 상관계수는 0.396(Fisher 효과크기
= 0.419)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이에 대한 표준오차가 내재화 문제의 경우 보다
2 배 이상에 달해 전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이 밖의 다른
예측변인에 대한 검증 결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신건강문제 분류의
경우 그 효과크기 차이가 내재화, 외현화 문제 모
두 0.005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예측변인들의 연구 간 효과크기 차이에 대한 설
명력은 매우 낮았다. 구체적으로 내재화 문제의
경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계산한 결과 예측변인
들이 연구에 따른 효과크기 변이 중 약 5%만을
설명하였으며, 외현화 문제의 경우 무선효과의 분
산이 0.002 증가하여 예측변인들의 설명력이 낮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 간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 현
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
문 70편을 대상으로 77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인터넷 중독과 관련 있는 정신건강 문제들의 효
과크기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에 따른 시사점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
간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다층모형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분석은 정신건강 문제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별하고 우울과 불안을
내재화 문제, 공격성과 충동성을 외현화 문제로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인터넷 중독과 내재화 문제 간 진상관계
수의 전체 평균은 0.327로 추정되었으며, 인터넷
중독과 외현화 문제 간 진상관계수의 전체 평균
은 0.375로 내재화 문제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충동성(이경님,
2004; 이송선, 2000; 이해경, 2002)과 공격성(김은
영, 2009; 소영호, 오지훈, 2008)을 인터넷 중독과
관련 있는 핵심 변인으로 꼽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외현화 문제와 인터넷 중독과의 효과
크기가 내재화 문제와 인터넷 중독과의 효과 크
기보다 더 높기는 하지만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외현화 문제가 내재화
문제보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 있는 핵심 변인 인
지의 여부는 검증되지 못했다. 부분적으로 메타분
석을 하기에는 관련 연구 편수가 충분하지 않아
서 검증력이 떨어지는 측면을 원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정신건강의 외현화 문제, 즉, 공격성과 충
동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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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변인들 간의 진
상관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측변인들 2수
준 모형에 투입하였는데, 예측변인들 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종류는 연구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변인 간
의 메타분석 연구모형에서 내재화 문제에서는 우
울, 불안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
았고, 외현화 문제에서는 충동성과 공격성에 따른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과 불안이 내재화 문제에 포함되고, 충동성과 공
격성이 외현화 문제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있어 정신건강 문제 중에도 우
울, 불안의 내재화 요소와 밀접한 인터넷 중독의
특성을 가지는 사람과 충동, 공격의 외현화 요소
와 밀접한 인터넷 중독의 특성을 가지는 사람으
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
의 인터넷 중독의 특성이 정신건강문제의 어떠한
특성과 밀접한지 판단하여 인터넷 중독 치료 개
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가령,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정신
건강문제를 보이는 인터넷 중독 집단의 증상과
충동, 공격과 같은 외현화 정신건강문제를 보이는
인터넷 중독 집단의 증상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
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치료 및 상담 개입 또
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형화 할 수
있다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제작,
치료적 접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셋째, 2 수준의 또 다른 예측 변인들로 남녀의
비율, 사용된 인터넷 중독척도의 종류를 투입하였

는데 이 중 남녀의 비율만이 연구에 따른 효과크
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터넷 중독 정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
구변인학적 요인 중 하나가 성별이다. 변영순 외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로,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의 잠재적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남성은 여
성보다 인터넷 게임중독경향이 높고(남영옥, 이상
준, 2006;이형초, 안창일 2002; 이해경, 2002),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중독 경향군에 포함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이명수, 오은영, 조선미, 홍만제,
문재석, 2001;윤혜미, 남영옥, 2009;양돈규, 2000).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에 있어서도
남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나는데 권구영, 이혜자
(2002)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정신건강 문제 증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
의 효과크기가 여자의 경우 0.283, 남자의 경우
0.434로 남자의 경우 우울과의 관련성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상
에 있어서 여자의 우울 유병율이 남자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조맹제 등, 2004)과 반
대되는 결과로 인터넷 중독 남성의 경우 우울성
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신기순, 2004; 주리애, 권석만,
2001; Shotten, 1989). 우울은 인터넷 중독 뿐 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청소년에게 있어서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질환으로 중독 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므로 여겨진다(오윤
선, 2008). 따라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있는 내
담자, 특히 남성에게 개입할 때 이러한 우울성향
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이나 치료 현장에서 다
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는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r=.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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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신귀순, 2004). 오
랫동안 전자게임을 하는 남녀 아동의 비교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김춘경, 1991),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금단
및 정서경험을 하는 남녀 유아동의 비교에서도
여아의 과잉행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서민영, 임은미,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
넷 중독 수준이 높은 남성은 우울의 문제를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충동성의 문제를 더 많이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
만, 본 연구의 결과를 비롯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
군의 남녀 충동성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도(진선애, 오윤자, 최명구, 2006) 있으므로 이
러한 남녀의 정신건강문제의 차이는 보다 예민하
게 점검하여 치료 및 상담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넷째, 이러한 설명변인들이 연구에 따른 효과
크기 전체 변산 중 일부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상
관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라 인터
넷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 정도는 차이를 보
일 수 있다. 가령, 유아동의 경우 인터넷 사용률
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므로 중독경향성
도 증가하는 반면(서민영, 임은미, 2010), 중고생의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중독경향
성이 높게 나타난다(김광수, 2002). 하지만, 본 연
구의 수집된 선행 연구들은 연령의 범위를 청소
년, 성인 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으
로 연령대를 크게 구분하거나 아예 연령이 제시
되지 않은 연구가 많아서 연령별 차이에 따른 인
터넷 중독과 정신건강문제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잠재적 구인, 잠재
집단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정
p<.01)

신건강과 갖는 관련성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절변인들을 밝히려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앞으로 다양한 메타분석 관련 후속연
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
하면,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 간 관계의 방
향성 확인이다. 본 연구의 대상논문을 살펴본 결
과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과 같은 정신건강 문
제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과관계
방향성을 설정한 연구가 32편으로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방향성을 설정
한 연구 23편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외연구들이 사례연구와 조사연구의 방법으로
인터넷 중독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국내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많이 연구된다는 보고(장재
홍, 김광현, 2009)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인터넷
중독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변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들과 인
터넷 중독의 관계가 인터넷 중독만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즉, 우울, 불안, 충동, 공
격성과 같은 변인은 다른 문제행동들과도 관련이
깊은 변인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기준으로 Young(1996)이 제시한 하
위구인 중 내성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를 제
기되고 있는데 Griffiths(2010), Kuss와 Griffiths(2011)
는 단순히 인터넷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 사용이나 문제
를 나타낼 경우 이를 중독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Charlton과 Danforth(2007)은
게임 중독의 핵심요인으로 중독(addiction)과 부가
적 요인으로 관여(engagement)를 구분하였는데 이
러한 구분에 따라 중독 성향에 관여개념을 추가
하여 재분류했을 때 게임중독의 사례수가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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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8%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인 김동일, 허은방, 나 미, 김은정, 정여주 (2011). 인
터넷 중독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에 수반하는
터넷 중독 자가진단 동등화척도 개발 연구.
정신건강문제의 특징도 구별될 가능성이 있다.
상담학연구, 12(1), 393-413.
즉, 중독에 수반되는 정신건강문제의 특징과 관여 김민영 (2007).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몰입 정도
에 수반되는 정신건강문제의 특징이 구분될 수
와 공격성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 석사학위논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실체를 입증하는 연
문, 부경대학교.
구와 이와 함께 수반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김수정, 박원모, 박상복 (2007). 초등학교 고학년의
연구가 좀 더 실증적으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인터넷 중독 관련변인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4(2), 193-211.
김원희(2006).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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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Level Meta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Mental Health Problems and Internet Addiction

Kim, Dong-Il

Lee, Yun-Hee

Kang, Min-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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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Yeo-Ju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current study conducted the meta-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N = 70)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net addiction and mental health, which was published from year of 2002 and 2012 in Korea. The study
analyzed mental health constructs by internal (i.e., depression and anxiety) and external constructs (i.e.,
aggressiveness and impulse). As a result, it appeared that there were 32 published articles indicating that mental
health constructs were predictors for the Internet addiction, whereas 23 studies suggested that the Internet
addiction predicted mental health.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structs
of mental health,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al mental health problem was 0.327,
whil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ternal addiction and external mental health problem was 0.375. That i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ddiction and external mental health construct was
stronger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al mental health construct, yet none of
these associ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to test variations among studies, gender and measurement
of the Internet addiction were controlled for the meta-analysi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gender was an only
significant covariate for the internal mental health construct. The study show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by
providing the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ddiction and mental health and specifying
mental health constructs (e.g., internal and external constructs).
Key words : Internet addcition, mental health, meta analysis, multi-level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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