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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수용이 인터넷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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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험 수용이 인터넷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작용기제에 관한 정보
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과 문헌 리뷰에 기초하여, 작용기제로서 인터넷 사용 동기들 중 하나
인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 효과를 상정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 간의
관계를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가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두 가지 매개모형, 즉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이 상정되었다. 대학생 367명이 경험 수용, 자기도피, 감각추구성향, 인터넷 사용 동기, 그리고 인터넷 과사
용 수준을 각각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들에 응답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기도피와 감각
추구성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인터넷 과사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경험 수용의 고유 효과는 유의하였
다. 다음으로,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모두 수집된 자료에 비교적
잘 부합되었으나, 부분매개모형에서 경험 수용으로부터 인터넷 과사용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
았다. 또한, 이 두 매개모형을 직접 비교한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들은 경험 수용이 인터넷 과사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하게 기여하
는 보호요인이며, 그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가 매개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
론적 및 실제적 의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험 수용,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 인터넷 과사용,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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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사용자수는

신장애의 중요한 취약성 중 하나로서 정신건

전 국민의 85.1%인 4,194만 명에 이른다(한국

강을 악화시키고 다양한 심리적 증상과 부적

인터넷진흥원, 2015).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

응적 행동을 지속하게 하며(S. C. Hayes et al.,

자의 5 ～ 10% 정도가 인터넷 중독자라는 보

2004), 건강한 행동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

고(신성만, 정숙희, 2008)를 고려할 때, 인터넷

서 오히려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역할을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한다(S. C. Hayes et al., 1996). 즉, 한 개인이

사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내적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않고 습관적으로 회피하게 되면 오히려 심리

국내외 심리치료분야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심리

있는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적 건강에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therapy: ACT)에서 심리적 건강의 핵심 요소

실제로,

경험회피는

물질사용장애(S.

C.

중 하나인 경험 수용(experiential acceptance)이

Hayes et al., 1996; Kashdan & Rottenberg, 2010;

인터넷 과사용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Levin et al., 2012)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며, 대

그 역할과 작용기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학생을 포함한 성인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

이에 더해, 그동안 선행 연구들에서 통상적으

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중독경향성은 경

로 사용되어온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보다

험회피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선미,

는 약화된 개념이며,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특

서경현, 2015). 나아가, 수용전념치료(ACT)는

징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인터넷 과사용’이

알코올 중독 입원환자들의 경험 수용과 자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

조절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데

가 20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효과적이었으며(이정화, 손정락, 2013), 알코올

서 명확한 진단 기준에 따른 확인절차가 선행

의존환자의 음주량 감소와 삶의 질 개선에도

되기 어렵고 중독에 이르는 수준을 보이는 인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Heffner et al., 2003).

원수가 적다는 점과, 인터넷 중독자를 분류하

뿐만 아니라, 포르노그래피 중독을 보이는 참

기 위한 표준화된 준거가 부재하며 ‘인터넷

가자들의 포르노그래피 시청 시간의 감소 및

중독’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

경험 수용 촉진에 효과적이었으며(Twohig &

다는 견해(김청택, 김동민, 박중규, 이수진,

Crosby, 2010),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는 대학생

2002)를 함께 고려하였다.

들의 스마트폰 중독 및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경험 수용은 경험 회피(experiential avoidance)

감소되고 자기조절능력과 경험 수용이 향상되

의 반대 개념으로서 현재 순간에 경험되는 개

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종결 후 4주 동안 유

인의 사적 사건들(예: 생각, 감정, 신체감각)과

지되었다(유화경, 손정락, 2016). 이는 중독성

기꺼이 접촉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그냥 그대

향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이 그들의 경

로 받아들이는 것이다(S. C. Hayes, Strosahl, &

험 수용 정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Wilson, 1999). 경험 회피는 정신병리 또는 정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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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험회피와 유사한 개념인 회피행동

불안, 자살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취

이나 회피적 정서조절 양식이 인터넷 과사용

약성으로 밝혀졌다(신민섭, 1993). Baumeister

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팽현

(1991)는 자기도피를 자신과 관련된 고통스러

기, 2003; Wall, Pearce, & McGuire, 2011). 회피

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

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사용하게 되면 정서적

으로 정의하며, 자살, 약물 중독 등의 자기 파

불안정, 충동문제, 정체감 문제와 같은 성격특

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5단계의

성을 더 많이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 회피

자기도피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1단계에

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중독에 취약한 것으

서는 기대와 현실간의 불일치 단계로서 높은

로 밝혀졌다(장문선, 박기쁨, 정성훈, 우상우,

기대수준과는 달리 현실이 이를 충족시키지

2011). 하지만, 경험회피는 원치 않는 사고에

못하거나, 기대 수준은 높지 않으나 최근 경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의식적 과정으로

험한 문제나 좌절 경험으로 인하여 기대와 현

정의되는 사고억제와, 성실성, 문제 중심 대처

실간의 괴리가 심화된다. 2단계에서는 기대와

전략, 회피중심 대처전략을 통제한 상황에서

현실 간의 불일치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돌

정신건강변인들을 의미 있게 추가 설명하는

리며, 자신을 탓하고 자기 비난 및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 3단계는 주의의 초점

2009). 이러한 결과는 경험회피가 다른 부적응

을 자기에게 맞춰 고통스러운 자기지각이 더

적 정서조절전략들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정신

욱 심화된다. 4단계는 앞서 발생한 현상에 의

건강지표들에 대해 기존의 부적응적인 정서조

해 부정적인 정서가 생겨난다. 마지막 5단계

절전략 변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영

에 이르면 이러한 부정적 정서와 생각을 제거

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할 강력한 수단을 찾게 되며 이는 자기도피의

본 연구는 경험 수용의 개념적 특징 및 물

무조건적 추구 및 인지적 몰락을 유발한다.

질사용장애 또는 다른 정신건강지표들과의 관

인지적 몰락과 같은 정신기능의 협소화는 결

련성 등을 고려하여, 경험 수용이 인터넷 과

국 내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사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적인 방향으로 기

서 작용한다. 실제로,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

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고유 효과를 검

남용 집단과 정상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 결과,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남용 집단

선행 연구들에서 인터넷 과사용 또는 중독을

이 정상 성인 집단에 비해 자기도피 수준이

예측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자

높았으며(신민섭, 1993), 대학생 및 대학원생

기도피(escape from the self)와 감각추구성향

대상의 연구에서도 자기도피는 인터넷 예측

(sensation-seeking trait)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

변인들 중에서 중독과 비중독 집단을 가장 잘

려고 한다.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민,

장성숙,

자기도피는 인터넷 과사용을 가장 잘 예측

2004).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자기도피가 중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권정혜, 2005), 우울,

독유지집단과 감소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고,

- 143 -

인지행동치료

비중독 유지집단과 중독 상승집단도 유의하게

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알코올사용에 대한

변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권정혜, 2005).

Cooper 등(Cooper, 1994; Cooper, Frone, Russell, &

감각추구성향은 그 자체로 심리적 취약성이

Mudar, 1995; Cooper, Russell, Skinner, & Windle,

라고 할 수 있으며, 도박과 알코올 중독 연구

1992)의 동기모형, 도박행동에 대한 이흥표

에서 중독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2004)의 연구, 인터넷 사용 동기에 관한 선행

다.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하고 새로우며 복잡

연구들, 그리고 중독에 대한 행동주의적 관점

하고 강렬한 감각과 경험을 원하고 그러한 감

등을 토대로 인터넷 사용 동기 중에서 부정적

각과 경험을 얻기 위해 신체적, 사회적, 법적,

감정 해소 동기를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

재정적 위협까지도 기꺼이 무릅쓰려는 특징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가정하고 그

보인다(Zuckerman, 1979). Zuckerman(1979)은 감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Cooper 등(1995)은 심

각추구성향을 스릴과 모험 추구, 경험 추구,

리적인 취약성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음주동

금지해제, 권태 민감성의 4가지 차원으로 구

기의 매개역할을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하였다.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과사용의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

관계와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감각추구성향의

하기 위해 음주를 하고, 음주 행동을 하는지

하위 요인인 권태민감성이 대학생들의 인터넷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음주 동기는 독

과사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한 것으로 보

특한 형태의 선행요인들과 후속 결과들 간의

고되었다(Rodrigo, Katharine, & Jonathan, 2010).

관계에서 가장 근접 공통 경로로 작용하는 것

또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으로 밝혀졌다.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정서적

에 비해서 인터넷 과사용 수준이 높았다

고양 알코올 기대와 감각추구성향이 고양 동

(Armstrong, Phillips, & Saling, 2000). 국내에서는

기 즉, 긍정적인 기분이나 안녕감을 증진시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

기 위해 내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 동기의

으로 한 연구에서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관

매개를 거쳐서 음주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

련 비행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감각

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이 긴장, 불안, 또는

추구성향이 높은 대상의 경우 인터넷 과사용

다른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정서를 감

경향이

것으로 나타났다(양돈규,

소시킬 것이라는 긴장감소 알코올 기대, 우울

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정혜(2000)의

및 회피대처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연구에서도 감각추구성향이 인터넷 과사용에

조절하기 위해 내부에서 생성된 부적 강화 동

대한 예측변인이었으며, 감각추구성향이 높을

기인 대처 동기의 매개를 거쳐서 음주 사용에

수록 인터넷 과사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음주

혀졌다.

문제에 있어 대처동기가 고양동기보다 더 강

더 높은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경험 수용이 인

한 동기적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터넷 과사용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과정에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사용에 대

작용하는 기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한 동기모형 또한 입증되었다(Cooper, F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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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 & Mudar, 1995). 뿐만 아니라, 행위중독

해 그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David & Mark,

인 도박 중독에 관한 연구(이흥표, 2004)에서

2012). 그런 보상을 주는 행동에 대한 접근성

도 도박동기가 중독행동에 가장 근접하게 기

이 크거나 수월성까지 있다면 그 행동에 중독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과사용을 증가시키

나아가, 인터넷 사용 동기에 관한 선행 연

는 요인으로 즐거움을 주는 정적 강화가 있지

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동기가 인터넷

만, 스트레스를 잊고 불안이나 우울 및 소외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감 등 부정정서를 없애거나 권태로움을 회피

다수 보고되었으며, 인터넷 사용 동기에 구체

하기 위한 부적 강화가 인터넷 과사용을 증가

적인 분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곽웅신, 이영

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한다(조영미,

호, 2008; 김재휘, 홍재욱, 2000; 김지현, 2001;

김동민, 송경수, 유지현, 2009). 이와 관련하여,

박성희, 최준호, 2004; Korgaonkar & Wolin,

인터넷 사용 동기 중의 하나로 알려진 부정적

1999; Papacharissi & Ribin, 2000). 본 연구에서

감정 해소 동기는 각 개인들이 그들의 불쾌한

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곽웅신과 이영호

정서를 해소하려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

(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인터넷 사용 동기의

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현실에서 해소하

분류를 사용한다. 이들은 다양한 인터넷 사용

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가상 수단을

동기 관련 연구들을 개관하고, 인터넷 과사용

통해 해결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함을 의

임상집단을 면담한 결과들을 토대로, 기존의

미한다(곽웅신, 이영호, 2008). 불쾌한 경험을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를 재구성하여, 인터넷

회피하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불편감을 감소

사용 동기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이

시켜 주기 때문에 부적 강화로 지속될 수 있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동기를 자극추구, 숙

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내적 경험

달, 상호작용, 정보, 집착, 도피(부정적 감정

을 증폭시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해소), 표현, 성적 동기 등 8개의 요인을 제안

러한 개관들에 기초할 때, 경험 수용 수준이

하였다. 그 중 부정적 감정 해소(도피) 동기는

낮거나 경험 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에서 인터넷 과사용 그

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과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집착동기(r=.76, p<.001)

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

를

높았다(r=.65,

이 가능하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p<.001). 더불어, 음주 동기와 유사하게, 특정

불쾌한 경험을 잘 수용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인터넷 사용 동기가 인터넷 과사용을 예측한

인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으며,

다는 것이 밝혀졌다(Kim & Haridakis, 2009).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

제외하고

가장

상관이

중독에 대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어

터넷을 사용할 가능성 또한 낮을 것이다. 즉,

떤 행동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 혹

경험 수용은 인터넷의 과사용을 낮추는 식으

은 긴장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시적으로

로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

잊게 해주거나 감소시켜주면 부적 강화로 인

해소 동기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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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가능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경험 수용이 인터넷
과사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부정적
경험 수용

하는지 알아보고, 인터넷 사용 동기 중 하나
인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를 거쳐 인
터넷 과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그 작용 기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먼저, 경험 수용이 자기도

감정 해소
동기

인터넷
과사용

그림 1.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역할에 대한 가설적
모형

피와 감각추구성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인터넷 과사용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

증하고자 한다. ACT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건

는 매개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실선으로 표

강에 대한 경험 수용의 역할과, 경험 수용과

시된 화살표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주요한

정서장애 및 다른 중독성장애와의 관계에 관

인과 경로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가

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경험 수용은 인

능한 인과경로일 수도 있으나 그 영향력의 정

터넷 과사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하게 기

도가 미미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설 1).

통제변수는 사용되지 않았다.

둘째, 경험 수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인터
넷 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터넷 사용

방 법

동기의 측면에서 작용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작용 기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음주행동에
대한 Cooper 등(1995)의 음주동기 모형, 도박행

참가자

동에 대한 이흥표(2004)의 연구, 인터넷 사용
동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 그리고 중독에 대

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한 행동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들 중 본 연구의 목적

이를 토대로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가 경험

에 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

동의한 433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무성

라는 가설적 모형(가설 2)을 제안하고 그 적합

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 문항이 많다고

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

판명된 66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형들 간의 비교검증방법을 통해 경험 수용과

분석에는 총 367명(남자 142명, 여자 225명)의

인터넷 과사용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 해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

소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완전매

은 20세(표준편차 2.3세)였다.

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두 가지 경쟁모형을
상정하고 모형 간 비교를 통해 완전매개가 더

측정도구

적합한지, 아니면 부분매개가 더 적합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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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인터넷 사용 현황 평가 도구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

자기

도피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이 제작하였

Baumeister(1991)의 이론에 입각하여 신민섭

다. 현재 인터넷 사용 여부, 하루 평균 인터넷

(1992)이 개발한 7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기간, 사용 수단, 사

사로 진위형으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

용 장소, 사용 이유 등의 총 6개 문항으로 구

에서는 총 36개 문항의 임상 집단용 단축형

성되었다.

척도가 사용되었으며(이경민, 2002), 합산 점수
가 클수록 자기 도피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수용과 행동 질문지 2판(Acceptance and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Action Questionnaire- Ⅱ: AAQ- Ⅱ)

산출된

경험 수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Bond 등(2011)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8이다.

이 개발한 10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7점
Likert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항

상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

감각추구성향 척도(Sensation Seeking Scale-V:
SSS-V)

에는 원판 AAQ- Ⅱ를 허재홍 등(2009)이 번역

감각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Zuckerman

및 타당화한 한국판 AAQ-Ⅱ가 사용되었다. 문

등(1979)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로 5점

항 1번과 10번은 허재홍 등(2009)의 연구에서

Likert형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제외되어 총 8개

상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

의 문항이 채점에 포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에는 원판 감각추구성향 척도를 박윤창 등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

(1995)이 번안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20

다. 8개 문항의 합산 점수가 클수록 경험회피

개 문항을 추가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가 낮고 경험 수용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총 18개 문항의 한국판 감각추구성향 척도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이

사용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스릴과 모험추구,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4 이

경험추구, 금지해제, 권태민감성 등의 4개 요

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단일 요인으로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합산

구성된 한국판 AAQ-II의 8개 문항들을 무선할

점수가 클수록 감각추구성향 수준이 높은 것

당방법으로 개별 문항들을 분류한 다음, 문항

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들의 평균값을 경험수용이라는 잠재변인에 대

통해 산출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한 세 가지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문항 결합

alpha)는 .85 이다.

~

5점: 항

(item parceling) 방식을 사용하였다(Bagozzi &
Edward, 1998).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
인터넷 사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곽웅

자기 도피 척도(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신과 이영호(2008)가 개발한 총 47개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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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보고형 검사로 4점 Likert형 척도(1점: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

4점: 매우 그렇다)에 평정하도

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매우 아니다

~

록 되어 있다. 요인 분석 결과, 상호작용동기,

alpha)는 .85 이다.

정보 동기, 표현 동기, 숙달 동기, 자극추구
동기, 도피(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 집착 동

자료 분석 방법

기, 성적 동기 등의 8개 하위 동기로 구성되
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부

본 연구에서는 경험 수용, 인터넷 사용 동

정적 감정 해소 동기를 측정하는 6개 문항만

기 및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와 경험 수용과

을 분석에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 해소

료를 통해 산출된 이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

동기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도(Cronbach’s alpha)는 .90 이다. 구조방정식

통계 프로그램(SPSS 21.00, AMOS 20.0)을 사용

분석을 위하여, 한국판 AAQ-II에서처럼, 부정

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적 감정 해소 동기를 측정하는 6개 문항들을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무선할당방법으로 묶은 다음, 문항들의 평균

및 인터넷 사용 현황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파

값을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라는 잠재변인에

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각

대한 세 가지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문항

각 수행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호 관

결합방식을

사용하였다(Bagozzi

&

Edward,

1998).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수
행하였다. 성별은 이분변인이므로, point 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rpb)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간략형 척도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산출하

인터넷 과사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

였다.

국정보문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총 15개 문

둘째, 심리적 취약성으로 간주되는 자기도

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4점 Likert형 척도(1

피와 감각추구성향의 영향을 통제한 후, 경험

4점: 매우 그렇다)에

수용이 인터넷 과사용에 미치는 고유한 역할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42점 이상일

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 39점 이상

수행하였다.

점: 전혀 그렇지 않다

~

~

41점 이

하의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8점 이하

셋째,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 간의 관

의 경우 일반 사용자 군으로 분류된다. 요인

계에서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역할에

분석 결과, 일상생활 장애, 가상 세계 지향,

대한 두 가지 모형, 즉 부분매개모형과 완전

금단, 내성 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개모형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기 위하여 구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합산 점수를 산

분석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

출하여 인터넷 과사용이라는 잠재변인에 대한

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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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자

인터넷 사용 현황

승값과 자유도에 더하여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Root

본 연구에 참가한 전체 응답자들의 인터넷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 현황을 각 변인별로 표 1에 제시하였다.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대략 .90 이상일 경

인터넷 사용 장소와 사용 동기는 가장 많이

우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볼 수 있으며,

응답한 상위 3개 항목만을 제시하였다. 표 1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

에서 볼 때,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

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소는 집, 이동 중일 때, 그리고 학교 순이었다.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운 적합도로 해석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기는 정보 검색이 가장

(홍세희, 2000). 아울러, 서로 둥지(nested) 관계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게임, 쇼핑 순이었다.

에 있는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
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자승 차이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사용하였다(Loehlin, 1992).
이에 더하여, 경험 수용이 부정적 감정 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

소동기의 매개를 통하여 인터넷 과사용에 미

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그

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참가자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N=367)

(A. F. Hayes, 2012). 이 방법은 간접효과에 대

변인

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인원수(%)
/시간(기간)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1,000으로, 신뢰구간

인터넷 사용

366명(99.7%)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 CI)은 95%로

하루 평균 사용 시간

3 ~ 4 시간

설정하였다.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

인터넷 사용 기간

10 ~ 12 년

으면 유의수준 5%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

인터넷 사용 수단(중복 선택)

으로 볼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

컴퓨터

338명(92.0%)

한 매개효과 검증은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핸드폰

255명(69.5%)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들보다 높은

인터넷 사용 장소

검증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된다

집

222명(60.5%)

(Shrout & Bolger, 2002).

이동 중

71명(19.3%)

학교

43명(11.7%)

인터넷 사용 동기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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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명(46.9%)

게임

61명(16.6%)

쇼핑

34명(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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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1

성별

-

2

경험 수용

-.09

-

3

자기도피

-.01

-.39**

**

3

5

6

-

*

.18**

-

감각추구성향

-.27

5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

.08

-.39**

.11*

.15**

인터넷 과사용

-.05

-.34

**

**

**

.47**

-

평균

--

42.06

2.17

42.35

9.86

28.95

표준편차

--

7.31

2.87

11.13

3.24

7.06

p<.05,

**

-.13

4

4

6

*

2

.27

.19

-

p<.01.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의 인터

도피, 감각추구성향은 인터넷 과사용의 전체

넷 과사용과 경험 수용 및 다른 취약성변인들

변량 중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인터넷 과사용은

음으로, 경험 수용은 자기도피와 감각추구성

경험 수용(r=-.34,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

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인터넷 과사용 전체

을 보였으며, 자기도피(r=.27, p<.01), 감각추구

설명변량 중 6%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따라

성향(r=.19,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서, 경험 수용이 자기도피와 감각추구성향을

타냈다. 이와 달리, 성별은 인터넷 과사용과

통제한 후에도 고유하게 인터넷 과사용에 기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여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에 더

경험 수용, 자기도피, 감각추구성향과 부정

해, 경험 수용 뿐 아니라, 자기도피와 감각추

적 감정 해소 동기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구성향 역시 다른 관련변인들의 영향을 통제

경험 수용은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r=-.39,

한 후에도 인터넷 과사용에 대한 각각의 고유

p<.01)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도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r=.11, p<.05), 감각추구성향(r=.15, p<.05) 모
두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와 유의한 정적 상

측정모형의 적합도

관을 나타냈다. 또한 인터넷 과사용과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r=.47, p<.01) 간은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가설 2와 관련된 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1)또한

인터넷 과사용에 대한 경험 수용의 고유 효과

경험 수용에 대한 3가지 측정변인(수용 1, 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경험 수용, 자기

1) 구체적인 상관분석 결과는 공간을 줄이기 위하
여 제시하지 않았으며, 교신저자에게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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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터넷 과사용에 대한 경험 수용의 고유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R

t

(adj. R 2)

1 단계
자기도피

.61

.25

4.86***

감각추구성향

.10

.15

2.97**

2 단계

**

자기도피

.35

.14

2.69**

감각추구성향

.09

.14

2.72**

경험 수용

-.27

-.27

-5.24***

p<.01,

***

2

△R

2

F

.10(.09)

.10

19.6***

.16(.15)

.06

23.17***

p<.001.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측정모형

χ2

df

TLI

CFI

RMSEA(90% CI)

49.101

32

.903

.931

.038(.013, .059)

주. TLI = the Tucker-Lewis index; CFI = the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용 2, 수용 3),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에 대한

효과 검증

3가지 측정변인(해소 1, 해소 2, 해소 3), 그리
고 인터넷 과사용에 대한 4가지 측정변인(일

앞에서 제시한 인터넷 과사용에 대한 경험

상생활장애, 가상 세계 지향, 금단, 내성)으로

수용의 매개모형 두 가지, 즉 완전매개모형과

구성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분석으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표 4

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제시되어

에 제시되어 있듯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측

있듯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둘 다

정모형은 수집된 자료에 비교적 잘 부합되었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하지만, 부분매개모형에

으며, 측정모형에서 각 잠재변인들과 측정변

서 경험 수용으로부터 인터넷 과사용으로 가

인들의 잠재변인에 대한 타당한 지표들임을

는 직접 경로의 계수(β=.-.01, p=.95)는 유의하

나타낸다.

지 않았다. 아울러, 두 가지 매개모형들의 적
합도를 직접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에서 인터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간

넷 사용 관련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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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90% CI)

완전매개모형

49.105

33

.912

.935

.037(.010, .057)

부분매개모형

49.101

32

.903

.931

.038(.013, .059)

주. TLI = the Tucker-Lewis index; CFI = the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59***

***

수용2

인터넷 과사용

해소 동기

.81*** .69*** .79***

수용1

.72***

부정적 감정

경험 수용

수용3

.71***

.55*** .65***

해소

해소

해소

1

2

3

.78***
.62***
.70*** .55***
일상

가상

생활

세계

장애

지향

금단

내성

p<.001.

그림 2.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완전매개모형 및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N=367) = .004, ns. 따라서 두 가지 매개모형

세 측정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55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이 지

.71, 그리고 인터넷 과사용이라는 잠재변인에

지되었다.

대한 네 가지 하위척도 점수들의 표준화된 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듯이, 본 연구에서 지

인계수는 .55

~

~

.78 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된 완전매개모형에서 각 잠재변인에 대한

완전매개모형에 있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해당

측정변인들의 요인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타당한 지표들임을 나타낸다.

즉, 경험 수용이라는 잠재변인에 대한 세 측

오차변량 추정치는 모형을 간편하게 제시하기

정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69

.81,

위해 그림 2에서 생략하였다. 나아가, 완전매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라는 잠재변인에 대한

개모형에서 매개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

표 6.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간접효과

Bias-corrected 95% C.I

인터넷 과사용

경험 수용

-.42

(-.54 , -.29)

주. 위 수치는 AMOS에서 부트스트래핑 기능을 적용한 분석 결과로부터 나온 추정치로, 간접효과는 경험
수용이라는 독립변인이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를 거쳐서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추정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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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적 고통 둘 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알코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를 통

올관련 문제들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한 경험 수용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Shrout

는 결과(Levin et al., 2014)와도 일치한다. 이러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한 결과들은 경험 수용이 더 양호한 정신건강

을 1,000회 실시하고, 95% 신뢰구간(CI)을 적

과 적응수행을 예측한다는 점(Bond & Bunce,

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는 표 6에

2000; Hayes, Masuda, Bissett, Luoma, & Guerrero,

제시되어 있다.

2004)을 인터넷 과사용이라는 행동적 문제에
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나아
가, 경험 수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과

논 의

사용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경험 수용이 인터
넷 과사용을 예방하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험 수용이 인터넷 과사용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터넷

다음으로, 인터넷 과사용에 대한 경험 수용

과사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

의 효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지 그

취약성 변인들, 즉 자기 도피와 감각추구성향

작용기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하여 알

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경험 수용이 인터넷

코올 사용 동기와 관련한 Cooper 등(1994)의

과사용에 고유하게 기여하는지를 우선 검토해

모형, 인터넷 과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그

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경험 수용, 자기도피,

리고 중독에 대한 행동주의 관점 등을 토대로,

감각추구성향,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 인터넷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에서 부정

과사용 간에 유의한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역할을 가정한 두

그 중에서 경험 수용은 인터넷 과사용과 부적

가지 매개모형, 즉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

상관을 보였다. 나아가,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모형을 상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 두 가지 모

결과, 자기도피와 감각추구성향의 영향을 통

형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제한 후에도 경험 수용이 인터넷 과사용을 예

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완전매개모형과

측하는데 있어 고유하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

부분매개모형 둘 다 수집된 자료에 비교적 잘

은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하며, 경험 수용이

부합되었으나, 부분매개모형에서 경험 수용으

SNS 중독 경향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보

로부터 인터넷 과사용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고(김선미, 서경현, 2015)와, 경험 수용과 인터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두 모형 간을 직

넷 중독수준 간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결과

접 비교 검증한 결과, 더 간명한 모형인 완전

(제현채, 김정규, 2014)와 잘 부합된다. 뿐만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에 더해, 부트스트

아니라, 경험 수용이 물질남용 감소를 예측하

래핑 분석 결과, 경험 수용이 부정적 감정 해

는데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발견(Kashdan &

소 동기를 매개로 인터넷 과사용에 영향을 미

Rottenberg, 2010)과, 경험 수용이 성별 및 심리

친다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으므로, 가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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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지되었다. 이는 경험 수용이 부정적 감

능성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원격기여원인(distal

정 해소 동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인

contributory cause) 또는 심리적 취약성으로 볼

터넷 과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의미한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적 감정 해

다.

소 동기는 인터넷 과사용의 발생에 가까이 있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본 연구에서 설정된

는 인과경로의 종료지점을 향해 작용함으로써

완전매개모형은 인터넷 과사용의 발생 또는

인터넷 과사용의 발생가능성을 보장하는 하나

유지과정을 설명하는데 잘 적용될 것으로 생

의 근접충분원인(proximal sufficient cause)으로

각된다. 즉, 일종의 특질변인으로 측정된 경험

간주할 수 있다.

수용의 정도가 평소 낮거나 또는 경험회피 수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

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쾌한 감정이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 수용이 인터넷 과

생각을 회피하거나 억제 또는 통제하기 위한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용 기제 중 하

수단으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나로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역할을 최

클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험 수용 수준이 높

초로 제안하고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를

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회피하지 않고 주의 깊게 알아차려서 비판단

있다. 또한 음주행동에 대한 Cooper 등(1995)의

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부정적 감

음주동기 모형과 도박행동에 대한 이흥표

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과다

(2004)의 연구를 토대로, 인터넷 과사용에 대

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러한

한 경험 수용의 효과를 설명하는 작용기제로

해석을 이론적 모형의 타당도를 적절하게 평

서 인터넷 사용동기 중 하나인 부정적 감정

가하는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해소 동기의 매개역할을 상정하고 규명하는

생각되는 Abramson, Alloy와 Metalsky(1988)의 견

쪽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해에 기초하여 다시 기술할 경우, 경험 수용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과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차별적 역할을

인터넷 과사용에 대한 심리적 보호요인과 취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약성의 역할 및 그 작용 기제를 함께 포괄하

된다. 즉, 경험 수용은 인터넷 과사용의 발생

는 통합모형의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과경로의 출발

된다.

점을 향해 예방적 역할을 함으로써 인터넷 과

둘째, 수용 전념치료(ACT)의 치료기제 중

사용의 발생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원격

하나이며 중독성 장애의 유망한 예측변인으로

보호요인(distal protective factor)으로 간주할 수

생각되는 경험 수용이, 선행 연구들에서 인터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경험 수용의 반대 개념

넷 과사용에 대한 취약성변인들로 보고된 자

인 경험회피는 인터넷 과사용의 발생으로부

기도피와 감각추구성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

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과경로의 출발점을

도, 인터넷 과사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하

향해 작용함으로써 인터넷 과사용의 발생가

게 기여할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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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챙김 명상이나 ACT가 각광을 받는 상황

수 있는 개입들(예: 마음 챙김 명상)의 도입을

에서 경험회피나 경험 수용에 초점을 맞춘 치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료적 개입이 대학생들의 인터넷 과사용 예방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및 치료에도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한다. 이러한 추론은 알코올의존이나 다른 종

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임상 환자 표

류의 행위중독에 대한 ACT의 효과를 다룬 연

본이 아닌 비임상 표본의 4년제 일반 대학생

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

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평균 인터넷 과사용

한다. ACT를 받은 이후에 알코올 의존환자들

수준이 높지 않았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청소

의 음주량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

년 또는 일반 성인이나 임상 환자 표본에 일

며(Heffner et al., 2003),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

반화하는 데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과 자기조절능력이 증진되고 경험회피와 인지

으로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과사용 수준이 39점

적 융합이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정화, 손

이상인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

정락, 2013). 뿐만 아니라, ACT를 받은 포르노

자군 31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

그래피 중독 참가자들은 포르노그래피 시청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시간이 감소하고 경험 수용이 촉진되었으며

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인터넷 과사

(Twohig & Crosby, 2010), 스마트폰 중독을 보

용 수준이 39점 미만인 비병리적인 집단에만

이는 대학생들은 ACT에 참여한 이후에 스마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2)

트폰 중독 수준, 자기 조절능력과 불안수준이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성

유의하게 변화되었고 이러한 효과가 4주 동안

인 표본 또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유지된 결과(유화경, 손정락, 2016)도 주목된다.

사용자군으로 진단된 임상 환자 표본 등 다양

셋째, 경험 수용과 인터넷 과사용의 관계에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검증 연구가 필요

서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역할이 지지

하다고 생각한다.

되었다는 결과는 인터넷 사용 동기 중 하나인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은 모두

부정적 감정 해소 동기의 매개역할에 초점을

자기보고형 검사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수검태

둔 개입이 인터넷 과사용을 완화하거나 인터

도나 회상으로 인한 편파가 연구 결과에 영향

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임상가에

한다. 이를 테면, 심리치료 장면에서 인터넷

의한 구조화된 면담, 중요한 타인의 보고 등

과사용으로 인해 불편감을 호소하는 내담자들

다른 형태의 측정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도 본

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검토할 필요

인터넷 사용의 주요 동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가 있다.

그 사용 동기가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
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면 그러한 감정들을 회
피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도울

셋째, 본 연구의 독립, 매개, 종속변인으로
2) 구체적인 상관분석 결과는 공간을 줄이기 위하
여 제시하지 않았으며, 교신저자에게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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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Experiential Acceptance on Internet Overuse:
Mediating Role of Negative Emotion-Relieving Motive

Hyeon-Gyung Yuk

Yongrae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experiential acceptance on internet overuse and to shed light on
its mechanism of ac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we proposed both full and
partial mediational models in which negative emotion-relieving motive would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tial acceptance and internet overuse. Three hundred sixty seven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inventories to measure the levels of experiential acceptance, escape from the self,
sensation-seeking trait, internet use motive, and internet overuse.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even after the effects of escape from the self and the sensation-seeking
trait were controlled, the effect of experiential acceptance on internet overuse was significant. In order to
evaluate and compare the two mediational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pproach was
performed. SEM revealed that both full and partial mediational models fit the data well, and the former
was superior to the latter. Moreover, The direct effect of experiential acceptance on internet overusene was
not significant in the partial mediational model. Thus, the full mediational model was supported. In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tial acceptance may be a protective factor contributing
uniquely to the prediction of internet overuse, and that negative emotion-relieving motive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 Last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its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experiential acceptance, negative emotion-relieving motive, internet overuse, media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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