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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대
해 보다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용과 충족
접근법, 플로우, 그리고 중독에 관련된 심리학 분야의 문헌을 토대로 총 7개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자료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860부이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이용을 통해 획득되어진 충족의 수준이 높
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플로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이용
자의 자존감과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성향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셋째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높아지며, 인터넷 이용에 관련된 비용의 지출의도가 높아지
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
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학술적, 실무적 의의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
식 획득 그리고 오락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

인터넷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이라는 편리한 서비스 기능이 개발되면서 급

지만, 이것의 과다한 이용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과거 주

최근 들어 언론은 게임이나 채팅 그리고 음

로 대학이나 정부기관에 의해서만 이용되었던

란물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을 부각

인터넷이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 이후, 전문적

시키고 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

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임이 흥미롭기 때문에,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에 기인한다. 이 새로운 매체는 매우 놀라운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

속도로 급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빠

통을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한 인터넷에 점차

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빠져들게 되고, 결국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종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 뒤에는

속(dependent) 되어버리는 문제는 이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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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현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내용(content)으로 인해 충족을 느끼기도 하지

학계 또한 이러한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에

만, 매체를 이용하는 과정(process) 그 자체를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터넷 중독(internet

통해 즐거움을 얻기도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addiction)’, ‘병적인 인터넷 이용(pathological

의사소통은 다른 매체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

internet use)’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시

던 충족을 제공하기도 한다(Stafford와 Stafford,

작하였다. Goldberg(1996)는 ‘인터넷 중독증

2001).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

또한, 사람들은 종종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를 처음 언급한 연구자이다. 그에 의하면, 인

다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인터넷 이

터넷 중독은 내성(tolerance), 금단(withdrawal),

용에 몰입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갈망(craving),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등과

되는데, 이를 Hoffman과 Novak(1996)은 ‘플로

같은 증후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우(flow)’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인터넷 중독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서 주목할 점은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이 긍정

Griffiths(1995, 1996, 1997, 1998, 1999), Young

적인 결과 외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1996, 1997, 1998, 1999) 등과 같은 학자들은

도 있다는 것이다. 즉, 플로우를 경험하는 수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자

준이 높아지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점차 깊

체에 기인하는 것과 매체를 이용하면서 강화

숙이 빠져들게 되고, 다른 일에 대해 소홀해지

되는 개인적 특성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즉,

면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터넷이 이전의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중독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을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다시 말해, 플로우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획

자체만으로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기 어

득되는 충족과 함께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려우며, 개인적인 성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이용자로 하여금

따라서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

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사람들에게

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제공물에 대

중독 증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

한 사람들의 이용행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분

이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특

우편을 보내고, 새로운 뉴스를 접하는 등 인터

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론으로 이용과

넷을 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충족(Use and Gratification) 접근법을 중심으

이용자 일부는 인터넷에 대한 중독적 사용에

로 하는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접근법에서

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는 매체의 수용자가 능동적이며 목적 지향적

이에 대해 인터넷 중독을 비롯한 중독에 관

이라는 것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

련된 많은 문헌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르면 매체와 내용의 선택은 사람의 욕구가 무

특성이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

엇인가에 근거하며, 만일 그 욕구가 채워진다

하고 있다(e.g., Young, 1998b; Armstrong et

면 차례로 충족된다는 것이다.

al., 2000; Davis, 2001a). 이러한 특성에는 자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충족

존감(self esteem), 충동성(impulsivity), 우울

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함(depression), 고립(isolation), 불안감(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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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다.

성(性)(Carnes, 1983), 운동(Glasser, 1976), 컴

한편, 인터넷의 중독적인 이용은 가족, 친구

퓨터 게임(Griffiths, 1993), 과다한 TV 시청

들과의 대화단절,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상의 장

(Kubey와 Csikszentmihalyi, 1990) 등이 포함

애, 학업 성적의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된다.

나타나고 있으며, 과다한 통신비 지출이나 인

이러한 중독적인 행동들은 초기과정에서는

터넷에서의 충동적인 구매로 인해 재정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친다. 중독은 고통스러운 정서적 문제로부터

(Young, 1998).

고통을 격감시키거나, 이를 잠시 잊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이용과 충족 접근

이와 같이 중독에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

법 및 플로우에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인터

과가 혼합되어 있기에 중독적 행동을 쉽게 중

넷 이용을 통해 획득되는 충족과 플로우가 인

단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Shaffer, 1999).

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

Shaffer(1999)는 중독을 정의하는 것은 중독

한다. 둘째,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된 사람과 그 사람의 과도한 행위 대상과의

미치는 개인적 성향에 대해 파악한다. 중독에

관계이며, 중독을 결정하는 데에는 심리적, 사

관련된 문헌의 포괄적 고찰을 통해 인터넷 이

회적, 생물학적 에너지가 복합적(confluence)으

용자의 개인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단지 하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인

의 요인만으로 중독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터넷 중독의 영향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보다

없다는 것이다. Shaffer(1999)는 중독이라는

구체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고립과 지

개념이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3가지

불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

의 특성으로 중독의 존재여부를 규명할 수 있

석하고, 이러한 현상들에 근거하여 어떠한 학

음을 지적한 바 있다.

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강박적인 것(Compulsion spectrum)에 대
한 갈망(craving)을 동반하는 감정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행위: 여기에서 갈망하는

Ⅱ. 이론적 배경

것은 가벼운(mild) 수준에서부터 압도적인
(overwhelming) 충동 수준까지의 범위가
존재한다. 강박적 행위는 강력한 반복적

2.1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행동 패턴이다.
․부정적인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결과에

2.1.1 중독의 개념

도 불구하고 약물 또는 행위에 대한 지속

대부분 중독의 개념은 약물 섭취(e.g., Rachlin,

적인 관여(continued involvement)

1990; Walker, 1989)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한

․통제의 상실(loss of control)로 자신의 행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학자들은 약물 섭취

위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감

와는 무관한 행동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행동

각을 의미

들을 잠재적 중독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는 도박(Griffiths, 1995a), 과식(Orford, 1985),

일반적으로 중독은 주로 알코올이나 약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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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물질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으나 본

유발할 수 있는 객체를 이용 여부에 의한 것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물질

이 아니라, 일부 이용자에게서 나타나는 내성

의 측면이 아닌 행동적 측면의 인터넷 중독이

이나 금단 증후와 같은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

다. 중독에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

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중독이라는 현상에

락과 유사한 TV 중독에 대한 연구를 찾아 볼

대해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TV 중독은 과도한 시청 행위로 정의

가능성이 있는 객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되며, 이는 무의식의 수준에 이르고, 생산적인

이를 이용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고, TV 시청을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중단하거나 감소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Kubey, 1990; McIlwraith, Smith Jacobvitz,
Kubey와 Alexander, 1991; Smith, 1986).

2.1.2 인터넷 중독

TV 중독에 대한 용어는 언론에서 몇몇 사

인터넷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리 어려

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등장하였다

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

(e.g., Winn, 1977). Kubey(1996)는 언론에서

다는 특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방대한 서비스

보고되는 중독에 대한 현상은 심리학 분야에

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compulsive)’ 또는 ‘중

서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되는 DSM-IV

독적인(addictive)’이라고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과다 이용(Jones, 1996; Murphy, 1997)을 유발

Disorders-Fourth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할 수 있다. 이러한 과다 이용에 대해 Griffiths

1)

묘사되는 인터넷의

Association, 1995) 의 7개 항목 중 5개에 해당

(1995)는 화학적인(chemical) 물질의 측면과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함을 설명하였다. 그에

는 관련없이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의하면, TV 시청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거

관련되는 행동에 관한 중독을 기술적 중독

나,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시청하고,

(technological addictions)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시청을 중단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적이 있

인터넷 중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Goldberg

으며, 과도한 시청으로 인해 주변의 중요한 일

(1996)의 연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Goldberg

을 포기하며, TV를 시청하지 않는 동안 금단

(1996)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이를 중독적

(withdrawal) 현상이 나타나는 것 등이 중독

으로 이용하는 것은 업무나 학업 또는 사회

에 해당되는 현상이라 하였다. Kubey(1996)는

및 가족과 관련된 재무, 심리적 측면의 기능

비록 TV 중독이 DSM-IV에서 정신장애로 설

수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

명되지 않고 있지만, 병적인 도박행위와 같은

면서 인터넷 중독증(IAD, Internet Addiction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과는 다른 차원의 행동

Disorder)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적 중독이라 주장하였다.

Goldberg(1996)는 물질의 남용(substance abuse)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독과 관련된 물질이나

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DSM-IV에 근

기술은 중독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거하여 인터넷 중독에 관해 정의를 내렸다. 다

있지만 그 자체가 중독을 만드는 것은 아님을

시 말해, DSM-IV의 기준에서 물질을 인터넷

알 수 있다. 즉, 중독의 존재 여부는 중독을

으로 대체하여 기준을 각색한 것이다. 이렇게

1)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공식적인 편람으로 정신과 의사 및 심리학자들이 정신 건강에 관련된 문제
를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주로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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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된 기준에서는 1) 내성(tolerance): 동일한

또한, Young(1996a)은 DSM-IV의 기준을 적

만족을 얻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더욱 더 많은

용하여 인터넷 중독자 400명의 사례를 조사하

시간이 필요하게 됨; 2) 접속이 되지 않을 경

기도 하였다. 자발적으로 응답에 참여한 인터

우 금단(withdrawal) 증세: 인터넷에서 무엇

넷 이용자 집단으로부터 Young(1996a)은 7개

인가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

의 기준 중 3개 이상이 해당되는 참여자를 종

(anxiety), 정신적인 흥분(psychomotor agitation),

속자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중독적 이용의 결

강박적인 생각; 3) 갈망(craving): 인터넷에

과로 인해 부정적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더 자주 접속하고,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음;

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종속적인 이용자들은

4) 직업 상실, 재정적 어려움, 결혼과 가족관계

주로 채팅(Internet Relay Chats, IRCs)과

에서의 장애 등과 같은 삶에 대한 부정적인

MUDs(Multi-user Dungeons) 등과 같은 상호

증후들이 포함되어 있다.

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Griffiths(1998)의 경우, 약물 등과 같은 물질

타났다.

과 관련되지 않은 행동적 중독의 한 측면으로

비종속적 이용자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중독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중독에

서비스와 웹,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

는 TV 시청과 같이 수동적이거나, 컴퓨터 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

용과 같이 능동적인 면이 포함되며, 항상 중독

타났다. 종속자들은 그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적인 성향의 촉진을 유발(inducing)하고 강화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reinforcing)하는 특성이 포함된다(Griffiths,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해 Young(1996a)은 인터

1995b). 기술적 중독은 행동적 중독의 하부집

넷 중독은 존재하지만, 인터넷이라는 매체 그

합체라 할 수 있다(Marks, 1990).

자체가 중독적이라기 보다는, 상호작용 등과

한편,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

같은 인터넷이 가진 특정 서비스의 특징이 중

로 활성화시켰고, 현재 인터넷 상에 온라인 중

독적인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

독 센터(Center for Online Addiction)를 설립

다. 인터넷에 대한 종속적 이용자들은 이러한

하여 운영하고 있는 Kimberly S. Young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병

1996년에 DSM-IV에서 병적인 도박의 기준을

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다. Shaffer, Hall

수정하여, 병적인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를

과 Bilt(2000)의 연구 역시 중독의 대상과 과

위한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녀는 인터넷을

다한 컴퓨터 이용 경험은 사람마다 매우 상이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종속자(dependent)’

하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

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학

는 컴퓨터 이용 그 자체가 중독의 대상일수도

업이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인터넷

있는 반면에 다른 경우에서 컴퓨터는 중독의

을 이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38시간 정

대상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되는 기계적인 요

도이며, 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저하되거나, 이

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친구와 갈등이 생기거나, 업무 성과가 감소

Young(1997)은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사회적

하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함을 지적하였

지지(social support), 성적 충족(sexual fulfill-

다. 이 연구에서 중독증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

ment), 인격의 창출(creating a persona), 타고

들은 일주일에 평균 8시간 정도를 사용하며,

난 성격으로부터의 해방(unlocked personalities),

부정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지와 권력(recognition and power) 등과 같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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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적 요인이 중독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

중독이 학업, 직업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를 유발하며, 친구, 가족과의 단절, 업무나 개

이계원(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인적 책임의 소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

인터넷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개인이 통제

우에 금단현상의 발생,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

력을 잃어 사용자의 생활양식이나 기능 수행

하기 위한 생활습관의 변화, 육체적 활동의 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소, 인터넷 활동의 결과로 인한 건강의 손실,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리적 내성의 발달과 금

수면시간의 감소 및 수면형태의 변화 등을 유

단 증상 등 신체적인 의존성보다 역할 기능의

발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손상을 주로 하는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을 중

카네기 멜론(Carnegie Mellon) 대학에서 실

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 수준

시한 조사(Kraut, Patterson, Lundmark, Kiesler,

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으며 부모의 양

Mukopadhyay와 Scherlis, 1998)에서는 73가구

육 행동 중 방치, 과잉기대 등의 점수가 높은

에서 169명의 실질적인 인터넷 이용을 관찰하

것으로 제시되었다.

고 분석하였는데, 과다한 인터넷 이용으로부터

한편, 이형초(2001)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몇몇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마다 서로 다른 중독의 준거와 사용시간

이들은 대인간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한 인터

을 보이는 바,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영

넷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고립(isolation)이

향을 실제 사용시간을 고려해서 중독의 준거

증가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게 됨을 ‘인

가 내려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인터넷

터넷 역설(paradox)’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중독 연구에서 나타났던 심리적인 영향에 대

있다.

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의 하

Sanders, Field, Diego와 Kaplan(2000)은 Kraut

부 유형 중 하나인 게임 중독 행동을 진단할

et al.(1998)의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인터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넷 이용과 사회적 고립, 우울감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인터넷 과다

2.2 인터넷 중독의 결과

이용은 사회적 연결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이용량이 적을수록 주변사람들과의

2.2.1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고립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인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자 396명을 상대

터넷 이용수준과 우울감 간의 관계는 발견되

로 면접 조사한 결과, 이들중 53%가 사이버

지 않았다.

성적 관계와 온라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결혼

Stanford 대학의 Norman Nie와 Lutz Erbring

과 이성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의 주도하에 수행된 SIQSS(Stanford Institute

을 밝혀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for the Quantitative Study of Society)에서는

다른 조사(Morahan-Martin, 1997; Scherer,

인터넷 이용은 사회적 고립을 야기시키고 가

1997)에서도 역시 과도하고 통제되지 않는 인

족 구성원과 친구간의 인간관계를 손상시키고

터넷 이용으로 인해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장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O'Toole, 2000). Eads

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2001a)

(2001)의 경우 인터넷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

또한 인터넷 중독이 직장과 가정에서 문제를

낼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

소하는 대신에 온라인에서 강한 대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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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의 채팅이나 게임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2.2.2 인터넷 중독과 지출의 증가

발생한 현상 중 하나가 가상사회에의 참여에

인터넷 중독자들은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재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상

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에의 참여에 몰입한 사람의 경우, 자신이

(Egger, 1996; Young, 1996b). 이는 인터넷을

그 공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존재하

장시간 이용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지출되는

게 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강하게

통신비용의 증가와 유료서비스의 이용, 충동적

집착하게 됨을 나타낸다.

인 구매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인터넷 중독은 단지 인터넷을 과다하게 이용

면 인터넷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중독자들이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

다. 인터넷 중독은 과다하고 반복적인 이용으

한 지불의도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의

로 인해 내성, 금단증후를 비롯한 현실생활에

문이 남는다.

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경

인터넷 이용과 구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

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

터넷 쇼핑에 관련된 문헌에서 주로 언급되고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정

있다. 이들 문헌에서는 쇼핑몰에 자주 방문하

보를 찾기 위해 장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는 소비자일수록 방문하는 과정 동안 더 관여되

은 인터넷 이용의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므로

고 더 동기 부여되어 구매에 더 자극적이게 된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과 관

다고 한다(Janiszewski, 1998; Jarboe와 McDaniel,

련된 모든 문제를 인터넷 중독이라는 하나의

1987; Roy, 1994).

범주로 분류함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Young,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Moe와 Fader

1996a, 1999).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과 중독적

(2001)는 웹 사이트 방문빈도와 구매의도와의

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관계를 연구한 결과, 방문빈도가 높은 소비자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제대로 이

들은 선호되는 표적 세분시장이라 할 수 있으

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인터

며, 이들은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넷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과연 무엇을 획득하

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일반적인 이용을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가 선행되어야 한다.

논의하고 있는 중독적인 인터넷 이용과는 다

King(1996), Suler(1996) 등과 같은 학자들

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

이 인터넷이 지닌 독특한 환경적 요인이 중독

넷을 이용한 주식거래, 경매 등에 중독적으로

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경우도 있으나,

빠져들어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이들의 설명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하는데 시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

간을 소요하기도 하며, 인터넷에서 자신의 물

려해볼 때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King(1996)

건을 팔거나 경매로 나온 제품을 사는데 스릴

이나 Suler(1996)의 경우에도 인터넷 중독을

을 느끼기도 한다(Davis, 2001b). 이와 유사한

유발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상공간에서의 대

장면을 게임, 채팅, 그리고 음란 사이트에서도

인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공공연히 찾아볼 수 있다.

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채팅,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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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한정된다. Young

기 때문이다(Bogart 1965). 그렇다면 한번 접

(1997)의 연구도 대인관계 형성이나 성인 정보

한 매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은 어

탐색에 관련된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을 유발

떠한 조건과 관련되어 있을까?

하는 인터넷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대중 매체 이론 분야에서

의 연구는 인터넷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포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용과

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

충족 접근법(Use and Gratification Approach)이

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접근법은 1941년에 심리학자이자 대중

따라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매체 이론가인 Herta Herzog가 매체 연구에

관련된 인터넷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요구

있어 라디오 청취자들에 대한 라디오 프로그

된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램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시작되었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과연 무엇을 획

다. 처음으로 충족(gra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득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사용한 Herzog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용과 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특성에

족 접근법을 발전시켜나갔다(Swanson, 1992).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충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Herzog

분석하는 것은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의 본

였지만, 이용과 충족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한 사람은 Katz(1959)였다. 그는 “매체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Use and

사람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what do the media

Gratification)의 접근법 그리고 플로우(flow)의

do to people?)”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사람

개념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

이 매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what do

터넷의 이용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용과

people do with media?)”에 대해 주목해야 함

충족 접근법은 매체이론 분야에서 매체를 이

을 강조하면서 이용과 충족 접근법의 성격을

용하는 동기, 매체 이용을 통한 욕구 충족 등

설명하였다. 이는 청중(audience)들은 특정 욕

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져 왔다. 플

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부합되는

로우의 개념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소비자 행

매체와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중 하나

것이다(Katz, Blumler와 Gurevitch, 1974). 이

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

전의 매체 연구에서는 청중을 단지 메시지를

상태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였기에

법과 개념을 토대로 인터넷 이용특성에 대한

이와 같은 ‘능동적 청중’ 이론으로서의 이용과

분석을 수행하며 이는 다시 중독에 어떠한 영

충족 이론은 새로운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폭과 깊이에 대해 반응하는 청중을 조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Ebersole,

2.3 이용과 충족 접근법(Use and Gratification
Approach)

1999).
이 접근방법은 주로 라디오, 신문, TV와 같
은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으

2.3.1 기본 개념 및 주요 연구

나 인터넷에 접목시킨 연구들도 최근들어 속

많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나 특정 매체 내용

속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Eighmey(1997b),

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

McDonald(1997) 등과 같은 연구자들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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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과 TV의 이용을 비교하였다. 이들 연구에

매체의 이용에 관한 동기를 추출해낸 이전의

있어 이용과 충족에 관해 발견된 것들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과정(process)

에 관한 기본 가정이나 도구가 TV에 관한 연

과 내용(content) 충족이라는 두 가지로 양분

구에서 가져온 것이었기에 그 결과는 유사하

되는 경향이 있다. 내용 충족은 매체에 의해

게 나타났다(Stafford와 Stafford, 1996).

전달되는 메시지의 이용을 포함하며, 과정 충

December(1996)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

족은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과는 반대로 매체

하는 이유를 폭넓게 정의하여, 의사소통, 상호

를 이용하는 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것과 연

작용, 정보라고 규명하였다. Charney(1996)는

관된다(Cutler와 Danowski, 198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에서 이들이

Stafford와 Stafford(1998)에 의하면, 웹 사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식을 넓히고, 오

트 이용은 처음에는 이용자가 여러 사이트 내

락과 기분전환을 위해서이며, 의사소통을 하고,

용에 대해 웹 서핑을 하는 현상과 같은 과정

넷(net)을 돌아다니며 보고 듣기 위해서이지

충족에 의해 특징지어 진다. 그러나 초기 노출

만 대부분 오락과 기분전환을 위해서라고 설

과 우연적인 노출은 무작위적인 브라우징 효

명했다. Yoo(1996)는 오락, 정보, 사교성 확립

과에 기인하게 되지만, 내용 충족은 지속적인

(sociability-building), 사교성 유지(sociability-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maintaining), 일반적 거래(transaction-general),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적인 거래(transaction-task)등으로 충족

전통적인 매체를 대상으로 충족의 유형을 양

유형을 설명한 바 있으며, Kaye(1998)는 오락,

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많이 축적되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 보내기, 현실로부터의

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도피, 정보, 웹 사이트 선호 등으로 분류하기

전통적 매체와는 달리 매체와 이용자의 상호

도 하였다. GVU의 9번째 인터넷 이용자 조사

작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즉, 양

2)

(GVU’s 9th WWW user survey, 1998) 에서

분화된 충족 유형만으로 인터넷 이용을 설명

는 11-20세 연령층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가 오락, 교육, 시간 보내기, 개인정보 등임을

수 있다.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Stafford와 Stafford(2001)

Parker와 Plank(2000)은 대학생들의 인터넷

는 상기한 유형 이외에 사회화(socialization)라

이용에 대한 조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교우

는 측면의 충족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관계(companionship)와 사회적 관계(social re-

있다. 사람들은 오락을 위해 웹을 무작위로 브

lationship), 감시(surveillance)와 흥분(excitement),

라우징하는 과정을 즐기기도 하며(Hoffman과

이완(relaxation)과

요인을

Novak, 1996),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탐

추출하기도 하였다. Papacharissi와 Rubin(2000)

색하고 이용하기도 한다(Stafford와 Stafford,

은 이용자들의 이용동기를 시간보내기(pass time),

1998). 여기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에 몰

대인관계적 효용(interpersonal utility), 정보탐

두하거나, 새롭고 독특한 것을 찾아다니는

색(information seeking), 편리성(convenience),

(navigation)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은 과정의

오락(entertainment)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

충족이며, 인터넷에서 학업과 과업수행에 관련

도피(escape)라는

2) 미국 조지아공대 컴퓨터학부내 GVU(the Graphics, Visualization & Usability) 센터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사용자 조사로
1994년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0차에 걸쳐 조사가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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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찾거나 포르노그라피에 탐닉하면서

족 접근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충족의 개념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내용

유사하다.

의 충족이라 할 수 있다. 또, 채팅이나 집단

인터넷 자아 효능감은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토론 등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이용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사회화의 충족이라고 볼 수 있다.

(Eastin과 LaRose, 2000), 인터넷 자아 효능감
에 관련된 연구들은 처음에는 웹 주소 입력, 폴

2.3.2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심리적

더(folder) 만들기, FTP(File Transfer Protocol)
이용 등과 같은 특정 기술을 수행하는 것에

특성
앞서 설명한 이용과 충족의 접근법이 자극과

초점을 두었다. 반면에 Ren(1999)의 경우에는

그 자극에 대한 내적상태와 반응의 관계를 고

정부기관의 정보 자료를 얼마나 잘 검색할 수

려하는 심리적인 측면의 관점(Conway와 Rubin,

있는가의 여부로 인터넷 자아 효능감을 측정

1991)에 근거해 볼 때,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하기도 하였다.

이용에 대한 선행변수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안의 스트레스는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Swanson(1992)

인터넷상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스트레스

은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향에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에서 문

의해 동기부여된 사람들은 특정 충족을 획득

제가 발생하거나 컴퓨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하기 위해 매체를 사용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이러한 문제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 신념, 욕구, 동기 등

발생할 경우,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

과 같은 특성은 매체 노출과 효과와 같은 행

이라는 기대는 감소된다. 이와 같은 인터넷상

동에 영향을 미친다(Conway와 Rubin, 1991).

의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이용

Rosengren(1974)의 경우에도 사회적 심리적

에 대한 자아 효능감은 감소하게 된다(Eastin

요인과 관련되는 의사소통의 욕구가 의사소통

과 LaRose, 2000).

을 위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이용과 충족
의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맥락을 같
이하여,

연구자들은

태도(attitude)와

2.4 플로우(Flow)

성향

(disposition)이 어떻게 추구되는 충족, 획득되

플로우(flow)는 인터넷상의 소비자 행동을

는 충족 그리고 청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규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각되고

를 연구하여 오고 있다(Papacharissi와 Rubin,

있다. Hoffman과 Novak(1996)이 플로우의 개

2000).

념을 인터넷에 적용한 이후 이 개념에 대한

인터넷 이용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Eastin과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개

LaRose(2000)는 인터넷 자아 효능감(internet

념을 처음 소개한 것은 Csikszentmihalyi(1977)

self efficacy)과 인터넷 스트레스(stress)와 인

이다. Csikszentmihalyi(1977)는 “사람이 전체

터넷 이용에 대한 결과 기대(outcome expec-

적으로 관여되어 행동할 때, 느끼는 푹 빠진

tation)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결과 기대

감정(holistic sensation)”(p.36)으로 플로우를

는 행동이 특정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추정하

정의하고 있다.

는 것으로(Oliver와 Shapiro, 1993), 이용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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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kszentmihalyi(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플로우 개념은 지난 20년간 운동, 작업,

epresence)에 의해 증가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쇼핑, 게임, 취미, 컴퓨터 이용 등을 포함하는 폭

플로우는 행위자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넓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플

관여하는 것(Mannell et al., 1988)을 포함하며,

로우의 개념은 즐거움(playfulness)의 의미를 형

목적이나 행위 등과 같은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상화하고 확장한 것으로(Csikszentmihalyi 1975;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경험되고, 이들은 여기에

Bowman 1982; Csikszentmihalyi와 LeFevre 1989;

완전히 푹 빠져 있다. 이때, 시간은 정지되어

Day 1981; Ellis 1973; Miller 1973) 하이퍼미

있는 것처럼 보이며, 다른 것들은 신경쓸만한

디어(hypermedia)의 환경에 있어 소비자는 1)

문제가 되지 않는다(Lutz와 Guiry, 1994).

자신이 매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Nel, Niekerk과 Davies(1999)는 플로우에 대

감(a sense of control)을 지각하고, 2) 상호작

해, 이용자가 매체를 즐겁고 탐험적인 것으로

용에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며, 3) 그 상호작용

지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

의 인지적 즐거움(cognitively enjoying)을 발

고 하였다. 즐겁고, 탐험적인 경험에서의 관여

견하게 된다(Webster, Trevino와 Ryan 1993).

도는 자기 동기화(self-motivating)되며, 이는

플로우 상태에 있는 경우, 무의미한 사고와 지

그것이 유희적이고 반복하도록 촉진하기 때문

각은 제외되고 소비자의 관심은 상호작용 하

이다(Miller, 1973). 웹 사이트와 더 즐겁게 상

는 것에만 집중된다. 플로우는 행위(action)와

호작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

인식(awareness)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되며,

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간주하며, 결과적으로

집중되는 강도가 매우 높아 다른 것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동기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플로우 상태에서 소비

부여된다(Webster et al., 1993).

자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상태에

플로우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장대련

있게 되고, 자기 자신과 환경간, 자극과 반응

(1998)은 플로우를 ‘재미(flow)’라고 표현하고

간, 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차이가 거

이를 인터넷 광고와 연관시켜 연구를 실시한

의 없는 한 순간으로부터 다음 단계로의 통일된

바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재미’를 좌우하는

흐름으로” 경험된다(Csikszentmihalyi 1977). 자

선행변수로 인터넷에 대한 경험이나, 필요성,

의식은 소멸되고, 시간 감각은 상실되며, 최종

그리고 지식 수준 등과 같은 개인의 인터넷

적인 심리 상태에서는 극단적인 만족을 경험

관련 특성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재미’에 따라

하게 된다(Hoffman과 Novak, 1995).

나타나는 결과로 인터넷 광고에 대한 태도, 인

플로우를 인터넷 환경에 본격적으로 접목시

터넷 광고를 통한 구매의향 등을 제시하였다.

킨 Hoffman과 Novak(1996)은 “네트워크를 항

장대련(1998)은 ‘재미’의 개념이 일반적인 의미

해하는(navigation) 동안 일어나는 상태로, 1)

의 재미보다 더 광범위함을 지적하면서 이는

기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진되는 지속적인

관여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설

반응의 연속이며, 2) 본능적으로 즐겁고, 3) 자

명하였다.

기의식의 상실을 동반하며, 4) 자기강화를 특

또한, 한상린과 박천교(2000)는 플로우와 관

징으로 한다”(p.57)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플

여도를 연관시켜 설명하면서, 플로우에는 도전

로우는 1) 높은 수준의 기술과 통제, 2) 높은

감(challenge)과 기술(skill)이 영향을 미치며

수준의 도전과 환기, 3) 집중된 관심에 의해

플로우는 다시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결정되며, 4) 상호작용성과 원격 존재감(tel-

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시훈(2000)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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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를 경험하는 집단에 대한 분석을 실시

인터넷 중독이라는 기술적인 중독현상을 야기

한바 있다. 그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인터넷

한다는 점이다(Young, 1996a).

이용특성에 따른 플로우 경험의 차이를 분석

Chen, Wigand, 그리고 Nilan(2000)의 연구

하고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이 인터넷 광고효

에서도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에는 긍정적, 부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정적인 측면의 효과가 상존하는 것임을 지적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

한 바 있다. 플로우는 절정의 성과를 달성케

용기간에서는 장기 이용자가, 이용시간 측면에

하고 심리적 성장을 촉진시키며, 개인의 기술

서는 중(重)이용자 집단이 플로우를 더 많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플로우는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은 과도한 관여도의 경

인터넷 광고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험, 개인의 삶에 있어 해로운 습관으로의 몰입

것으로 나타났다.

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 플로우에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플로우의 경험은 즐거운 것이기에 사람들은

탐색적 행동, 긍정적 감정, 향후 이용의도와

자신의 경험을 가능한 배가시키길 원하며, 특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

정 상황 하에서는 사람들은 시간을 남용하고

고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언급은 미흡

자신을 탐닉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은

하다. Hoffman과 Novak(1996)의 연구에서도

플로우가 사람이 무척 강하게 관여되어 있는

플로우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상태이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

함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태로, 경험 그 자체가 매우 즐거워서 사람들은

Webster, Trevino와 Ryan(1993)의 연구를 인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감

용하여, 즐거움(playfulness)은 과업 수행에 있

수하려 한다는 Csikszentmihalyi(1990)의 지적

어 시간이 더 소요되게 하며, 극단적인 경우,

과 맥락을 같이 한다.

컴퓨터 이용자들이 즐거움에 몰입할 경우, 그

Lutz와 Guiry(1994), Hoffman과 Novak(1996)

외의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될 수도

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이용에 몰두한 나머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플로우는 언제나 과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하게 관여되는 것(overinvolvement)과 연관되

제시된 바 있는 시간 왜곡(time distortion)이

어 있어(Csikszentmihalyi, 1977), 정신적 육체

플로우와 연관됨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인터

적 피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한다.

넷을 이용하면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동안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플로우를 경험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완전히 열중하게 되면서

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일에 대해서는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것

관심이 적어지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웹 사이

에는 신경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Lutz와 Guiry,

트에만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

1994). 비록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은 인터넷을

다. 인터넷은 과거 전통적인 매체에서는 불가

이용하는 그 순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러

능했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이

한 경험을 자주 반복하게 될수록 인터넷을 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Rafaeli(1986)은

용하지 않은 순간에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기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은 외로움과 고

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플로우를

립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더욱 문제

경험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대한 몰

가 되는 것은 새로운 매체의 과도한 이용이

입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인터넷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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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과다하게 이용하게 되는 중독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장 폭넓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평가
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칭찬에 대해 미심

2.5 이용자의 개인적 성향과 중독

쩍어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 평가를 강화
하는 태도로 정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독적 특성

(Baumeister, 1997; Swann, 1996). 자존감은

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중독이

보통 어린시절에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되는 것은 아니다. 중독이라는 현상에 대해 명

(Baumeister, 1997). 자존감이 낮은 것은 부모

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

또는 동료들의 지지(support)가 부족한 것에서

이 있는 객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기인하는데 이는 무능함(inadequacy)과 무익

이를 이용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함(worthlessness)의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

(Harter, 1993).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대인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관계의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고자 중독적인

이와 관련된 초기의 연구에서는 주로 어떠한

객체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Craig, 1995).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중독에 관련된 문헌에서는 자존감이 알코올

얻고자 인터넷 중독자의 인구통계적 변수를 중

과 약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e.g., Young, 1996a;

있으며(Abernathy, Massad와 Romano-Dwyer,

Brenner, 1996, 1997; Morahan-Martin, 1997;

1995; Vega, Apospori, Gil, Zimmerman과

Scherer, 1997; Greenfield, 1999).

Warheit, 1996; Wills, 1994), Papacharissi와

중독이라는 현상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Rubin(2000)은 의사소통 회피라는 개념이 자

대상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존감과 관련됨을 제시한 바 있으며, Shotton

것이 아니며 일부 이용자의 정신적, 정서적 측

(1991)은 인터넷 중독자들의 사회적인 기술,

면과 관련된다. 개인의 사회적 특성과 중독에

자기 확신의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이들은 인터

대한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들의 연구결과가

넷을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논
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2.5.2 충동성과 인터넷 중독

서는 중독에 관련된 문헌들을 통해 중독에 영

충동성(impulsivity) 역시 중독에 영향을 미

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써 지속적인 연

친다고 한다(Hirschman, 1992; Craig, 1995;

구가 이어져온 자존감과 충동성향을 중심으로

Castellani와 Rugle, 1995). 충동성은 생각없는

논의하고자 한다.

행동, 성급한 의사결정, 미래보다는 현재를 생
각함, 집중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과 같은

2.5.1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

성향의 집합체로 정의되기도 하며(Barratt, 1985;

Rosenberg(1965)는 자존감을 하나의 태도로

Patton et al., 1995),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써,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개인적인

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내리는 사

평가이며, 이는 찬반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

람에 대한 일관된 성향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으로 자존감을 정의하고 있다. Rosenberg(1965)

(Heckel et al., 1989).

의 자존감에 대한 정의는 심리학분야에서 가

이러한 관점에서, Allen, Moeller, Rhoade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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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ek(1998)는 약물 중독자와 비중독자간에

인터넷 중독에는 인터넷의 이용특성과 이용자

충동성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제시하였

의 개인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으며, Petry(2001)는 병적인 도박이 충동성에
의해 유발됨을 설명한 바 있다.

먼저 이용 특성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심리
학 분야에서 Sluer(1996)와 같은 학자는 인터

충동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중 하나

넷 중독은 게임과 같은 오락적인 측면이나 온

는 감각 추구(sensation seeking) 성향이다. 감

라인상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

각 추구 성향은 충동성의 하부 성향으로 고려

구의 측면과 관련됨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되며, 외향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Zuckerman,

Young, Pistner, O'Mara와 Buchnan(1999)은

1979). 감각 추구는 다양하고(varied), 새로우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섹스 중독, 가상공간에

며(novel), 복잡한(complex) 자극에 대한 욕구

서의 관계, 인터넷 게임, 과다한 정보검색, 컴

와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위해 물리적이

퓨터 중독 등의 하부 유형으로 분류됨을 설명

고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에

하기도 하였다.

의해 규정되는 성향이다(Zuckerman, 1979).

Walther(1999)의 경우, 타인과 지속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도 감각 추구

대화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중독이 유발됨

성향은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Young

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독의 하부 유

(1997)의 경우에도 감각 추구 성향은 중독적

형은 Stafford와 Stfford(2001)가 제시한 과정,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내용, 사회화의 충족 유형과 맥락을 같이하고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 쉽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을 통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해 획득되는 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하부유형

있으며, 그 영역 또한 매우 광범위한 공간이다.

은 상호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 이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을 탐색

용을 통해 획득되는 충족의 수준이 높아지면

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제한이 없는

서 인터넷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중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설명한 인터넷 이용

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의 충족 유형에서도 탐색이나 새롭고 독특한

한편,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살

것을 추구되는 요인(Stafford와 Stafford, 2001)

펴볼 때 플로우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이용

등이 인터넷 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는 것을 비롯한 특정 행위에 빠져들면서 그

요인임을 감안하면, 감각 추구는 인터넷과 매

순간동안에만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반면 중

우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존재한다. 알코올이나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금단과 같은 중독의 증후가 나

Ⅲ. 가설 설정 및 연구 설계

타나는 것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동
안에도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인터

3.1 연구가설의 설정

넷을 빨리 이용하고자 하는 기대수준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

3.1.1 인터넷 중독의 선행요인에 관한 가설

에서 플로우와 중독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

앞서 제시된 문헌고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는 상이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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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플로우를 경험
하게 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몰입정도를 증

중독성향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시켜 다른 작업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인터넷 이용에 집착하게 되면서, 인

한편, 기존 연구에서 Eastin과 LaRose(2000)

터넷에 대한 과다한 이용을 유발하고, 이로 인

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자아 효능

한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감(internet self efficacy) 등을 설명한 바 있는

높다.

데 이러한 특성은 앞서 제시된 중독에 영향을

이러한 맥락에서 Chou와 Hsiao(2000)은 매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된 자존감이나 충동성과

체 이용의 즐거움이 중독의 선행변수중 하나

는 달리 중독을 유발하는 직접적 영향 요인으

임을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대중 의사소통의

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특성이 영향을

유희 이론(play theory of mass communication)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에

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설명한 바 있다.

대한 결과 기대(outcome expectation)가 이용

이들은 의사소통에 있어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 충족 접근법에서의 충족 개념과 유사 하다

것은 반복적인 이용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는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 자아 효능감은 인

에는 중독적 행동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터넷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충족에 영향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터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

넷 중독집단은 중독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즐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거움과 충족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Novak, Hoffman과 Yung(1998)의 연구에

가설 3: 인터넷 자아 효능감과 인터넷 이용

서도 플로우와 동일한 개념으로 제시한 즐거

을 통해 획득되는 충족의 수준간에

움(playfulness)이 인터넷의 향후 이용(exuse)

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 바 있다.

중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

정리해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넷 중독을 유발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개인적

충족을 얻게 되고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은 인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터넷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할 가능성을 높

전통적인 매체와는 다른 독특한 환경을 제공

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하는 인터넷의 특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

게임서비스에 몰두하거나 채팅이나 집단토론

넷 이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

나 매체의 특성이 독특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

하는 횟수와 이용량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이 중독적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중독의 원인은 매체의 특성외에도 개인적 성

제시하였다.

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족의 유형에서

가설 1: 인터넷 이용을 통해 획득되는 충족

보면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인

의 수준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에는

터넷 웹 사이트를 탐색하고 돌아다니는 과정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에 몰두하게 되며 새로운 내용을 찾고 타인과

가설 2: 플로우를 경험하는 수준과 인터넷

의 의사소통을 통해 인터넷상의 새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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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등과의 대화 단절과 인터넷 이용에 몰두하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존감, 충동성 등

서 소모하게 되는 시간과 정신적 소모로 인한

과 같은 이용자의 특성은 인터넷 중독성향에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방해 등이 문제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주변사람들과의 단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절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인
터넷의 중독적 이용에 기인한 심리적인 불안

가설 4: 자존감(self esteem)과 인터넷 중독
성향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감의 증가는 문제 해결능력을 저하시킴을 나
타낸다.
Young(1997)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에 종속적

가설 5: 충동성(impulsivity)과, 인터넷 중독

인 사람은 온라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

성향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하고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실제세계에서의

것이다.

적절한 사회화에 대한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하
였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에서 새로운 인격 창

3.1.2 인터넷 중독의 결과에 관한 가설

출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

인터넷 중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한 심리적 욕구를 성취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Young(1998, 1999)은

할 수 있는 분출구를 제공하지만, 지나치게 새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인 결과로 가족관계에서

로운 인격과 동화됨으로써 실제세계에서의 대

의 문제 발생, 학업 및 과업 수행상의 문제 등

인관계와 가정에서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을 제시하고 있다.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독적 이용자가 인터넷에 몰

본 연구에서는 중독적인 인터넷 이용이 웹

입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용자들의 지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주변사람

불의도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결국 고립되고, 외롭

Young(1996b)의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

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와 같이 중독적인 이용은 절제할 수 없는 과

의 중독적 이용은 이용자로 하여금 사회적 고

다한 비용의 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립을 야기하며 외로움을 증가시키게 됨을 제

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

시하고자 한다.

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Kraut et al.(1998)은
자신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관여

Egger(1996),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느 정도인
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한다는 결과를 제

의도는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회적 관여도

주관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Blackwell, Miniard

에는 사회적 지지, 가족간의 대화 및 지인과의

와 Engel, 2001). 의도는 행동에 대한 의미있

접촉횟수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 안정감에는

는 예측치이지만 완벽한 예측을 하는 것은 아

외로움,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변화가 될

인터넷 중독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

수도 있는 것이다(Cote, McCullough와 Reilly,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족, 친구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의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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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있어 미래 소비자를 예측할 수 있는 가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은 인터넷 중독

장 중요한 지표로, 향후 투자 여부를 가늠할

의 의의와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용과 충

수 있는 최상의 정보라 할 수 있다(Lach, 1999).

족, 플로우의 개념 및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적

종합해 보면, 인터넷의 중독적 이용은 주변

성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구성되었

사람들과의 대화 단절, 학업 및 업무 수행상의

다. 제시된 이론적 모형을 살펴보면, 먼저 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터넷 이용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충족 및 플로

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의

우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대인 관계를 약화시켜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평소 개인이 지니고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중독성

있는 성향인 자존감과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

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지불의

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결과로는 사회적 고립이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증가하며,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지불 의도에
도 인터넷 중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가설 6: 인터넷 중독성향과 사회적 고립도간

되고 있다.

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인터넷 중독성향과 인터넷 이용에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대한 지불의도간에는 정(+)의 관계
3.3.1 인터넷 중독

가 있을 것이다.

Goldberg(1996), Young(1996a), Brenner(1997)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

3.2 연구 모형의 설계

들은 주로 DSM-IV의 기준에 근거하여 인터넷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인

중독성향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결과

이들 중에서도 특히 Pittsburgh 대학의 Kimbery

에 관련된 변수간의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S. Young 교수는 1995년부터 온라인 중독 센

<그림 1> 연구의 이론적 모형
인터넷
자아 효 능 감

충족

플로우

사회적
고립
인터넷
중독

자존감
지불의도

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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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를 설립

한편, 인터넷 자아효능감에 대한 조작적 정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인터넷 중독

의는 Eastin과 LaRose(2000)과 Novak, Hoffman

측정을 위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한 총 20개의

과 Yung(2000)의 연구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항목들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3.3 개인적 성향

응답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심각한 중독

자존감을 측정하는 데에는 가장 많이 인용되

증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는 척도중 하나인 Rosenberg(1965)의 자존감

온라인 중독센터의 20개 항목은 점수의 총합

척도(Self Esteem Scale)를 이용하여 조작화하

을 통해 인터넷 중독 진단 여부를 판단할 수

였다. 이 척도는 관리의 용이성, 시간의 경제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성, 단일차원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

이용자의 중독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인터

었기에(Blascovich와 Tomaka, 1991) 본 연구의

넷 중독과 관련된 여타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

분석에 유용하다. 충동성에 관해서는 Zuckerman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

(1979)의 감각 추구 성향 척도의 5번째 유형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일관된

(Sensation Seeking Scale, Form Ⅴ)을 이용하

진단 준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

고자 한다. 이 척도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전

구들이 Young이 만든 척도를 이용하고 있음

율(thrill)과 모험(adventure), 경험 추구, 흥분

(이형초, 2001)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진단 기

된 감정의 분출(disinhibition)과 지루하기 쉬움

준에 비해 비교적 유용한 척도라 할 수 있다.

(boredom susceptibility) 등의 4가지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각색하여 이용

3.3.2 이용 충족 및 플로우

하였다.

인터넷을 이용을 통해 획득되는 충족의 유형
은 최근 연구들(Yoo, 1996; December, 1996;

3.3.4 인터넷 중독의 결과

Charney, 1996; Eighmey, 1997; Kaye, 1998;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결과중 하나로

Parker와 Plank, 2000; Papacharissi와 Rubin,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에 관한 측정은

2000; Stafford와 Stafford, 2001)을 토대로, 정

Dean(1961)의 척도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사용

보 획득, 대인 관계, 오락, 시간 보내기, 도피

되고 있고 때로는 이를 수정한 형태를 이용하

등에 관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타인으

플로우의 경우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이

로부터 유형, 무형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의

학자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여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등에

서는 플로우를 비롯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대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를 고려하여 연구한 바 있는 Novak, Hoffman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중독적 이용을

과 Yung(2000)의 측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는 플로우의 개념에 대해 설명된 서술문을 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에 대해 구매하고자

시하고 플로우 경험을 질문하는 방법이다. 탐색

하는 의도를 측정하였다. 인터넷에서의 구매의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역시 Novak, Hoffman

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이 인터넷 쇼핑

과 Yung(1998, 1999)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되

몰을 이용하면서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

었다.

한 의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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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소 상이한 측면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

구성하는 각 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과 표본

렸다. 즉, 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웹 사이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에는

트에서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거나, 자신이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용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할 경
우, 이에 대한 지불의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를 파악하였다.

Ⅳ. 실증 분석

3.4 자료 분석 방법
4.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의 선행요인 및 결과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및

먼저 설명된 개념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되었

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며 제시된 가설의

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정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그 결과 총 921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중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응답이 부정확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

본 연구에서는 LISREL 8.3을 이용하여 확증

로 86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표본

요인분석 및 전반적인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본의 특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표 1> 표본의 특성
분류
성별

학력

인터넷
이용경력

인터넷
중독 성향

빈도(N)

비율(%)

남자

519

60.6

여자

338

39.4

계

857

100.0

고등학생

462

54.4

대학생

388

45.6

계

850

100.0

1년 미만

88

10.2

1년-2년 미만

243

28.3

2년-3년 미만

243

28.3

3년-4년 미만

162

18.8

4년 이상

124

14.4

계

860

100.0

20-49점

318

36.9

50-79점

492

57.2

80점 이상

50

5.8

계

8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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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와 39.4%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

변수의 신뢰성은 측정항목간의 내적 일관성

력별로는 고등학생이 54.4%, 대학생은 45.6%

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계수와 LISREL에서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경력을

제시되는 다중상관의 제곱(SMC, Squared Multiple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한지 2년-3년 미

Correlations)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들의

만인 사람이 2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Cronbach's α값을 살펴보면, 대부분 0.6 이상을

났다.

나타내고 있다. 충동성을 구성하는 개념중, 흥

한편, 인터넷 중독성향의 수준을 분석해 볼

분된 감정의 분출(0.5181), 지루하기 쉬움

수 있는 20개 항목의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0.5326), 경험추구(0.5875)의 계수값이 다소 낮

분류해 보면 20-49점이 318명(37.0%), 50-79점

게 나타나고 있으나, Cronbach's α값이 0.5에서

이 492명(57.2%), 80점 이상인 사람이 50명

0.6이면 비교적 신뢰할 수 있으며, 0.7이상이면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독센터

신뢰도가 높다는 Nunnally(1978)의 설명을 감

(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는 인

안하면, 본 연구의 변수들은 대부분 신뢰도를

터넷 중독 진단 결과 20-49점의 점수대를 나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또한, LISREL에서 출

타낸 사람을 정상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하는

력되는 신뢰성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인터

인 다중상관의 제곱을 살펴보면, 획득되는 충

넷을 오래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인터넷

족중 정보획득(0.162), 충동성 개념 중 지루하

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 쉬움(0.164), 흥분된 감정 분출(0.134)만이

50-79점대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겪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높은

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이러한 문제들이 자

수준의 수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각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을 측정하는 개별항

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목들은 대부분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80점 이상의 점수대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로, 시급

도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즉,

토대로 구성된 것이기에 측정도구 자체가 측

이들은 중증의 인터넷 중독자라 할 수 있는

정하고자 하는 속성 또는 개념을 측정할 수

것이다. 이전에 수행되었던 인터넷 중독 현황

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에 대한 조사(e.g., Egger와 Rauterberg, 1996;

은 확보하였다 볼 수 있다. 이외에 본 연구에

Greenfield, 1999)에서 인터넷 중독이라고 판단

서는 전체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념 및 선

되는 사람들이 전체 조사대상자중 5-10% 정도

행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다차원성이 제안된 변수

였음을 감안해 보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를 대상으로 측정항목의 수렴타당성(convergent

나타난 결과는 이들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을 검정하고자 확증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수렴타당성은 각 구성개념과 지표간의 경로
계수가 유의적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

연구가설의 검정에 앞서 선행된 신뢰성 타당
성 검정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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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들간의 유의적인 경로가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고자 8개 구성개념을 모두 ξ로 보고, 총

<표 2>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정 결과
변수

획득되는 충족

인터넷 중독성향

구성요소

항목수

다중상관의 제곱(SMC)

Cronbach's α

정보획득(y1)

4

0.162

.6568

대인관계(y2)

5

0.362

.8377

오락(y3)

4

0.573

.8631

시간 보내기(y4)

3

0.518

.7609

도피(y5)

5

0.375

.8723

(y6)

20

1.165

.8898

(y7)
사회적 고립

(y8)

0.555
3

(y9)
지불 의도

(y10)
(y11)

플로우

자존감

(x2)

2

0.493

3

0.557
0.594

(x4)

0.544
3

0.916

(x6)

0.602

(x7)

0.618

(x8)
(x9)

.7394

0.658

4

(x10)

충동성

0.708

(x3)

(x5)

.7948

0.529

(x1)
인터넷
자아 효능감

0.588

0.596
0.648

.8178

.8553

.8616

0.590

경험추구(x11)

3

0.380

.5875

전율과 모험(x12)

3

0.304

.7372

지루하기 쉬움(x13)

3

0.164

.5326

흥분된 감정분출(x14)

3

0.134

.5181

25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확증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판별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구성개

하였다.

념간의 분산을 1로 표준화하여 모형의 모수를

이론적 모형에 대한 확증요인분석을 실시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각 구성개념간의 공

결과, 각 구성개념과 지표간 경로계수인 람다

분산은 상관계수가 된다. 이때 추정된 상관계

(λ)계수 값은 α=0.01(｜t｜>2.58)수준에서 모

수의 신뢰구간을 구하고 이 구간이 완전한 상

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의 요

관을 나타내는 1.0을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통

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 판별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방법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φ계수의 신

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상관은 0.001～0.857

뢰구간( φ±2.58SE)에 1.0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간

를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판별타당성을 검정

에 인과관계 모델을 구축하기에는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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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각 구성 개념

실제자료와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간의 상관은 모두 1.00(완벽한 상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므로 각 구성

4.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개념간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증요인분석에서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를 살

4.3.1 적합도 평가

펴보면, Chi-square값은 842.745(p=0.0, df=248)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수행된 분석결

으로 나타났다. 또한, GFI(Goodness of Fit

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Index)와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Index)는 각각 0.923, 0.898로 나타났으며, RMR

들을 확인해 보면 Chi-square값의 경우 1046.672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0452, RMSEA

(p=0.0,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GFI=0.884,

은 0.0554로 나타나 이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

로 나타나고 있어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양호

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

하다고 볼 수 있다.

df=262)로

나타났으며,

RMR=0.0735,

GFI=0.907,

RMSEA=0.0611

서 이론적 모형의 구성개념간 확증요인분석
결과 설정된 이론변수와 측정변수간 관계가
<그림 2> 모형의 적합도 평가
y1
x1
x2
x3

y2

인터넷
자아효능감

ξ1

y3

x6

η1

0.097 ***
플로우

0.343 ***

ξ2

x9

0.385 ***
인터넷
중독

-0.097***

x7
x8

y5

충족

0.169***

x4
x5

y4

ξ3

η3

y6

η4

ξ34

x11 x12 x13 x14

주1) ***: ｜t｜>2.58, α=0.01에서 유의함, **: ｜t｜>1.96, α=0.05에서 유의함
주2) Chi-square=1046.672(p=0.0, df=262), GFI=0.907, AGFI=0.884, RMR=0.0735, RMSEA=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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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9

y10

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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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8

지불의도

0.123**

x10

y7

η2

0.293 ***
자존감

사회적
고립

y11

4.3.2 가설 검증

경로계수는 γ23이다. 경로계수 γ22(추정치=-0.097, t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

값=-3.450)는 유의수준 α=0.01수준에서 유의

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수의 값이 부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경로계수 β21의

(-)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두 변수간 부(-)의

추정치가 유의적인가를 확인해보면 경로계수 β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α

4는 지지되었으며,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성향

21(추정치=0.907,

t값=8.588)은

유의수준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0.0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어, 인터넷 이용을 통해 획득

가설 5를 설명하는 경로계수는 γ24이며, 0.123

되는 충족의 수준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에는

의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t값을 살펴보면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75로 나타나 α=0.05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알

가설 2를 나타내는 경로계수 γ22를 살펴보면

수 있다.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즉, 충

추정치는 0.343, t값은 14.029로 유의수준 α

동성향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에는 정(+)의 관

=0.0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

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으며, 플로우 수준이

가설 6을 나타내는 경로계수 β32(추정치=0.385,

높을 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의 수준이 높아진

t값=6.7065)는 유의수준 α=0.01에서 유의적인

다고 할 수 있다.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설 6는 지지

가설 3을 나타내는 경로계수 γ11의 추정치를

되었으며, 인터넷 중독성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이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확인한 결과, 추정치는 0.169이며, t값은 7.406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α=0.01에서 유의적이라

가설 7은 인터넷 중독성향과 인터넷 이용에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즉,

대한 지불의도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인터넷 자아 효능감과 인터넷 이용을 통해 획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β42이다. 경로계수 β42의

득되는 충족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추정치는 0.293이며 t값은 5.086으로 나타나 두

확인할 수 있다.

변수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가설 4은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에는

수 있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으며, 인터

부(-)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연구모

넷 중독성향과 지불의도간에는 정(+)의 관계

형에서 나타난 자존감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의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의 요약
연구 가설

경로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획득되는 충족 → 인터넷 중독성향

β21

0.907

(0.106)

8.588***

플로우 → 인터넷 중독성향

γ22

0.343

(0.024)

14.029***

인터넷 자아 효능감 → 획득되는 충족

γ11

0.169

(0.023)

7.406***

자존감 → 인터넷 중독성향

γ23

-0.097

(0.028)

-3.450***

충동성 → 인터넷 중독성향

γ24

0.123

(0.054)

2.275**

인터넷 중독 → 사회적 고립

β32

0.385

(0.057)

6.706***

인터넷 중독 → 지불의도

β42

0.293

(0.058)

5.086***

주) ***: ｜t｜>2.58, α=0.01, **: ｜t｜>1.96, α=0.05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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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통해 결국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Greenberg et
al., 1999)고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서도 자존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수준

5.1 연구 결과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과거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 보다 체계적

또한 온라인상에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수

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인터넷 중

있는 수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시시각

독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중심으로 수행되

각 변화하고 있다.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고 수

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음과 같다.

통해 즐거운 감정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

첫째, 인터넷 이용을 통해 획득되어진 충족

이 인터넷은 매우 광범위하고 거의 제한이 없

은 인터넷 중독성향과 유의적인 정(+)의 관계

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충동적인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인터넷

성향의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매우 매력적

을 이용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

인 공간이다. 따라서 충동성향이 낮은 사람에

며,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비해 인터넷 이용의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또한 일련의 즐거움을 얻기도 하며 휴식을 갖

있다.

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이 지나치게 되

넷째, 중독적인 인터넷 이용은 현실세계와의

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며

단절을 초래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인터넷 이

증가하면서, 가족, 동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

용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즉, 인

고,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장

터넷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충족을

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대화의 감소, 업무 수

획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준이 높아지면 중

행상의 문제 발생은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약

독적인 이용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화시키고 주변으로부터 고립하게 된다. 따라서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

플로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의

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변사람들로부터 사회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우는

적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이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전체적으로

된다.

관여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다. 이러한

한편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플로우의 수준이 높아짐은 반복적이고 과다한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용하기 위한 지불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셋째, 인터넷 이용자의 자존감과 충동성은

났다. 현재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인터넷 중독성향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

할 수 있다(Rosenberg, 1965). 중독에 대한 문

이 선호하는 서비스라면 그것이 유료일지라도

헌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마음을 변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화시키는(mind-altering)’ 물질과 행동을 통해

났다.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추구하며, 이런 과정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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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통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본 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성향에 대한 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용과 충족 접근법은

사 결과, 대상자의 약 5%정도는 중증의 인터

그간 매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넷 이용자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져 내려온 연구관점이다. 반면, 플로우라는

필요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개념은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다양하게 적용

와 같은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용자들에

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을 이

대해서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이

용하는 소비자를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핵심

요구된다. 인터넷 중독 현상은 청소년층에서

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외에도 본 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므로 부모 및 가족이 상

구에서는 심리학 분야에서 논의되어온 중독에

담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권장하고 유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중독을 유발하는데 영

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정 생

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향을 언급하였으며, 중

활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

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도 함께 설명하고

가 가능한 기관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인 지

있다.

원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위

이론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것

한 교육이나 상담의 효과가 제대로 달성되기

이다. 인터넷의 등장이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수행함에 있어, 이 이론들을 개별적으로 적용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되고 그 결과는 어떠한

한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은 수차례 제시된 바

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시

한다.

도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보다 폭넓

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은 인터넷 이용자에

은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

대한 연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관

의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점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는 임상학자들과 심리학자들로부터 많은 주목

있다.

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중독을 연구하는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

데 있어 과거에 수행되었던 물질적인 측면의

영하고 있는 기업의 마케팅 관리자에게 몇가

중독에 관한 문헌을 주로 참고하고 있다. 중독

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중독에 영향을

현재 국내외 온라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미치는 개인적 성향 등은 대체로 이러한 문헌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에 관한 것으로 수익성

들에 기초하여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알

있는 잠재고객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

코올이나 약물 등과 같은 물질과는 달리 인터

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

넷은 매우 복잡하고 새로우며, 독특한 특성을

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지닌 매체이다. 따라서 과거의 중독에 관한 연

서 고객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된 사이

구에서 설명되었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논의

트 밀착도(site stickiness)의 개념은 유용한 관

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점을 제공할 수 있다. Bucklin과 Sismeiro(2001)

있다.

에 의하면, 고객이 특정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
소비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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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웹사이트 디자인, 고객

에 대부분의 사이트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

화(customization), 그리고 사이트의 성과를 지

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은 무료로 이용할 수

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 관심있는

있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다. 또한, 상호 유사한 사이트들이 등장하면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플로우는 이러한

서 이용자들은 여러 사이트를 골고루 이용할

사이트 밀착도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개념이

수 있기에 언제든지 사이트의 전환이 가능하

며, 마케팅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사의

다. 그러므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마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플로우

팅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무료에서 유료로의

를 경험하는 빈도와 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은

전환시 이탈가능성이 적은 고객이 어느 정도

사이트 밀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

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안이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지고 있는 인터넷 이용을 통해 획득되는 충족

통해 정보 획득, 대인관계 형성, 오락, 시간 보

의 유형, 플로우의 수준, 지불의도 등과 같은

내기, 일상생활에서의 도피 라는 5가지 차원의

개념은 온라인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영향을

충족을 획득하게 됨을 설명한 바 있다. 인터넷

미치는 사이트 밀착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

이용자는 정보를 탐색하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략적 관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마케팅

형성하며, 게임등과 같은 오락적인 요소를 즐

관리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무료서

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향후 유료서

한 인터넷을 현실세계로부터의 도피나 일시적

비스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사이트를 이용하는

인 기분전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고객중 잔존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를 예

러한 유형의 충족의 수준은 플로우를 증대시

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마케팅 관리

고객의 이탈률(customer defection rate)은

자는 자사의 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이러한 차

기업의 이윤 증대 여부와 직결된다. 기업의 마

원의 충족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케팅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신규고객을 늘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고객을 어떻게 관

국내외 온라인 기업중 다수는 상당수의 고객

리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 고객을

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수익을 창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비용은 새로운 고

출할 수 있는 수익모델은 빈약한 실정이다. 따

객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적게

라서 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

소요되지만, 그 효율성은 더 높다. 본 연구는

결할 수 있는 대안중 하나로 서비스 유료화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한 상황이

터넷의 경우 일반기업 보다 자사의 사이트를

다. 대부분의 온라인 기업들이 사이트 출범 초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DB의

기에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기간이

구축 및 활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자사의 고객

경과한 후 유료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에 대한 체계적인 DB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많은 고객들이 다른 사
이트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
상은 국내에서 인터넷이 확산되던 초기 시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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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안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다양한 표본의 확보 등도 향후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 중요할 것이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치는 개인적 성향과 중독의 결과에 대한 포
괄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전

<논문접수일 : 2002. 9. 2>

반적인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분석

<게재확정일 : 2003. 4. 9>

대상을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으로 제한하
지 않고 인터넷의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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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매일 변화되는 새로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정보 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획득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에 관한 소식을 찾을 수 있었다.
스포츠, 연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대화방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인
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관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대화(채팅)할 수 있었다.
이용
충족

인터넷 이용을 하는 것이 그냥 좋았다
즐거웠다.
오락
재미있었다.
흥미로웠다.
시간 지루할 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보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었다.
기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른 복잡한 일들을 잊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로부터 기분전환이 되었다.
도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였다.
긴장을 풀어주었다.
주변 사람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인터넷에 접속해 있었던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바람에 다른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이성친구와의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더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평한 적이 있다.
인터넷 때문에 성적이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
해야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메일을 확인한 적이 있다.
인터넷 때문에 학업이나 다른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숨기거나 변명을 하며 얼버무린 경험이 있다.
인터넷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재 생활상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한 후 다시 인터넷에 접속할 때까지를 기다린 적이 있다.
인터넷 중독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지루하고 허전하며 재미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며 귀찮은 듯이 행동한
적이 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다시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다.
인터넷에 접속해 있을 때 “단지 몇 분만 더" 라고 말하며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다.
인터넷 접속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소비한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려 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과 외출하는 것보다 인터넷에 더 많은 시간동안 접속해 있는 것을 선택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우울하고 침울하며 신경질적 이었다가도 다시 인터넷에 접속하
면 이런 감정들이 모두 사라진 적이 있다.
사회적 고립
지불 의도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는 나를 위해 생일파티를 열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무료서비스가 유료로 바뀔지라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 서비스라면 유료일지라도 이용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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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인터넷
자아 효능감

플로우

조작적 정의
컴퓨터와 관련된 단어나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에 관련된 단어나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자신이 있다.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거나, TV를 시청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들은 전혀 신경
을 쓰지 않고, 오직 집중하고 있는 일에만 몰입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떤 행동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로, 이러한 경험은 우리 주
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 야구선수나 축구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 동안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경기에만 몰입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
니다. 운동선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춤을 추거나 또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책 읽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흔히 독서 삼매경(三昧境)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심리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를 발
생시키는 게임, TV, 운동 등과 같은 행동들은 잠시동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일들은 전혀 신경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러한 상태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매우 즐거운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이와 같은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안 이러한 상황을 자주 경험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느꼈다.

자존감

전율과
모험

충
동
성

경험
추구
흥분된
감정의
분출

대체로,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있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다.
번지 점프를 해보고 싶다.
사전계획 또는 정확한 여정, 시간표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다.
평범하지 않은, 색다르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싶다.
옷은 비록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입어야 한다.
좋은 대화를 나누는 차분한 모임을 더 좋아한다.
유행의 첨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모임에서는 마음껏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 때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지루하기
따분한 것을 제일 싫어한다.
쉬움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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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측정 모형의 방정식
구성 개념

측정 모형의 방정식

x 1= λ

( x)
11

ξ 1+ δ

x 4= λ

( x)
41

인터넷 중독

x 6= λ

사회적
고립

x 7= λ

획득되는
충족

1

x 2= λ

( x)
21

ξ 1+ δ

2

ξ 1+ δ

4

x 5= λ

( x)
51

ξ 1+ δ

5

( x)
62

ξ 2+ δ

6

( x)
7, 3

ξ 3+ δ

7

x 8= λ

( x)
8, 3

ξ 3+ δ

8

x 3= λ

( x)
31

ξ 1+ δ

3

x 9= λ

( x)
9, 3

ξ 3+ δ

9

지불 의도

x

10 =

λ

( x)
10,4

ξ 4+ δ

10

x 11 = λ

( x)
11, 4

ξ 4 + δ 11

인터넷 자아효능감

x

12 =

λ

( x)
12,5

ξ 5+ δ

12

x 13 = λ

( x)
13, 5

ξ 5 + δ 13 x

x

15 =

λ

( x)
15,6

ξ 6+ δ

15

x

17 =

λ

( x)
17,6

ξ 6+ δ

17

x

18 =

λ

( x)
18,7

ξ 7+ δ

18

20 =

λ

( x)
20,7

ξ 7+ δ

20

x

21 =

λ

( x)
21,7

ξ 7+ δ

21

x

22 =

λ

( x)
22,8

ξ 8+ δ

22

24 =

λ

( x)
24,8

ξ 8+ δ

24

x 25 = λ

( x)
25,8

ξ 8+ δ

25

플로우

자존감

충동성

x

x

14 =

λ

( x)
14, 5

ξ 5+ δ

14

x

16 =

λ

( x)
16, 6

ξ 6+ δ

16

x

19 =

λ

( x)
19, 7

ξ 7+ δ

19

x

23 =

λ

( x)
23, 8

ξ 8+ 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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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구성개념간의 확증요인 분석 결과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모수

φ

λ

( x)
11

1.000

λ

( x)
21

1.811

(0.183)

9.901***

φ

λ

( x)
31

2.014

(0.191)

10.530***

φ

λ

( x)
41

1.902

(0.182)

10.456***

φ

λ

( x)
51

2.063

(0.205)

10.256***

φ

λ

( x)
62

1.000

φ

λ

( x)
73

1.000

φ

λ

( x)
83

1.010

(0.054)

18.582***

φ

λ

( y)
93

1.033

(0.057)

18.048***

φ

λ

( x)
10,4

1.000

λ

( x)
11,4

0.959

λ

( x)
12,5

1.000

λ

( x)
13,5

1.050

(0.051)

20.486***

φ

λ

( x)
14,5

1.103

(0.053)

20.906***

φ

λ

( x)
15,6

1.000

λ

( x)
16,6

1.220

(0.047)

25.796***

φ

λ

( x)
17,6

0.974

(0.042)

23.105***

φ

λ

( x)
18,7

1.000

λ

( x)
19,7

0.963

(0.042)

22.700***

φ

λ

( x)
20,7

1.161

(0.049)

23.594***

φ

λ

( x)
21,7

1.089

(0.048)

22.586***

φ

λ

( x)
22,8

1.000

λ

( x)
23,8

1.227

(0.143)

8.551***

φ

λ

( x)
24,8

0.816

(0.105)

7.745***

φ

λ

( x)
25,8

0.760

(0.098)

7.751***

φ

11

0.084

(0.015)

5.536***

φ

21

0.115

(0.013)

8.733***

φ

22

0.499

(0.024)

20.724***

φ

31

0.014

(0.009)

1.487

φ

32

0.217

(0.022)

9.760***

φ

33

0.534

(0.048)

11.249***

φ
φ
φ
φ
φ
φ

φ
(0.140)

6.863***

φ
φ

φ

φ

φ

추정치

(표준오차)

t값

41

0.056

(0.013)

4.327***

42

0.173

(0.027)

6.453***

43

0.074

(0.030)

2.484**

44

0.857

(0.133)

6.431***

51

0.073

(0.011)

6.741***

52

0.117

(0.019)

6.240***

53

0.001

(0.021)

0.063

54

0.086

(0.027)

3.136***

55

0.466

(0.036)

12.950***

61

0.115

(0.015)

7.472***

62

0.378

(0.029)

12.982***

63

0.154

(0.028)

5.506***

64

0.118

(0.035)

3.412***

65

0.133

(0.025)

5.274***

66

0.825

(0.068)

12.223***

71

0.024

(0.009)

2.730***

72

-0.024

(0.018)

-1.315

73

-0.134

(0.023)

-5.919***

74

0.014

(0.027)

0.519

75

0.155

(0.021)

7.360***

76

0.016

(0.025)

0.631

77

0.506

(0.039)

12.994***

81

0.054

(0.009)

6.069***

82

0.095

(0.016)

6.045***

83

0.045

(0.017)

2.639***

84

0.022

(0.021)

1.051

85

0.027

(0.015)

1.760*

86

0.098

(0.021)

4.756***

87

0.027

(0.016)

1.711*

88

0.201

(0.031)

6.570***

주1) ***: ｜t｜>2.58, α=0.01, **: ｜t｜>1.96, α=0.05, *: ｜t｜>1.64, α=0.1에서 유의
주2) Chi-square=842.745(p=0.0, df=248), GFI=0.923, AGFI=0.898, RMR=0.0452, RMSEA=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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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nternet Gratification, Flow, and
Personality on the Internet Addiction
Jong Suk Ye*․Dong Wook Kim**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systemic view from analyzing results and antecedents influenced Internet
addi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d 7 hypotheses based on use and gratification, flow,
and psychological literature related to addiction. To test hypotheses, data was collected from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 total of 860 usable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that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given.
First, we can ascertain that the higher gratification obtained from using Internet is,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comes out. Second, Internet user's self-esteem and impulsivity
exhibit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hird, the result show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is, the higher social isolation and willings to pay related to
use Internet are. These empirical result will significantly support the base of understanding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se results, academ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 are discussed. At las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Key words: Internet Addiction, Use and Gratification, Flow, Self-esteem, Impul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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