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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데 있어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
한 실천서비스를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지역의 중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변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과다사용과 사이버비행에 있어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예측변인과 조
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조절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검정력(povwer)을 제시하였으며,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선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
터넷사용이 높으면 사이버비행 수준이 높아지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인 경우는 사이버비행의 변
화량이 크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그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자
기통제력은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터넷과다사용과 상호작용하여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
는 유사 조절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을 감소시키고 조절변인인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 사이버비행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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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사용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인터넷 과다사용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질환으로 명명되기에 이르렀을 만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사회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눈부신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
터넷 및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접촉과 운용에 능수능란한 청소년층에서 사이버비행은 새로운 청소년 비행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터넷 관련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인터넷과다사용과 인
터넷중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되어 있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그 대상층이 발달과정상에 있는 청소년일 경우는 의학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있
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일탈행위 관련해서 범죄보다는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을 질환으로 최초로 명명한 골드버그(Goldberg, 1996) 박사의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에서도 내성과 금단증상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첫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주, 길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둘째,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거나 혹은 그 시도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상당량의 시간을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행동에 소비하는 경우 넷
째, 중요한 사회, 직업, 혹은 여가 활동이 인터넷 사용을 위해 포기되거나 감소한 경
우 다섯째, 인터넷 사용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
라고 설명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 있어 인터
넷과다사용은 내성과 금단증상과 함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과다사용이 심각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범죄와의 연결고리
가 이어지기 용이하기 때문이다(정혜원, 2010). 또한, 온라인의 특성인 익명성에 의해
일탈행동을 하더라도 처벌을 위한 조사가 어려워 해킹, 허위사실유포, 폭언, 악성 댓
글 등의 일탈행동이 오프라인 환경보다 쉽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일탈행동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소정, 2010).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실태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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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은 청소년이 11.7%로 유아동 6.4%, 성인 5.9%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도 연령별 중독위험군에서는 청소년 위험군 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 학령별로는 중학생 중독위험군이 12.5%로 가장 높았고, 환경적으로는
맞벌이 가정(12.3%)과 한부모가정(12.0%)의 청소년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2014).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사이버비행과의 상관관계 또는 인터넷중독
과 사이버비행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왔다.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이성식, 2009; 김경호, 차은진, 2012; 정혜원, 정동우,
2012; Mann & Sutton, 1998),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동일, 위수경,
최종복, 오봉욱, 2008; 이성식, 2010; 정혜원, 2010; 김경호, 차은진, 2012)과 사이버비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차은진, 2012)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어왔다. 또한 자기통제
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비행이라는 문제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김동기, 전지영, 이선주, 2008; 전동일 외, 2008).
자기통제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만족과 즉각적 만족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 감정을 조정하는 능력으로(Logue, 1995),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한 이후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자신의 사용습관을 조
절하지 못해 계속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김선영,
2005; 신준섭, 이충환, 2010). 또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과 함께 성인기의 범죄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으로(Gottfredson & Hirschi, 1990),
청소년기의 자기통제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인터넷 과다사용과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파악에
그칠 뿐 특정변인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다사용과 사이버비행 사이에서의 자기통제
력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청소년 스스로 이를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의 예방적 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인터넷과다사용에 노출된 청소년이
사이버비행까지 이르는 것에 대해 자기통제력을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화된 실천적
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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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사이버비행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으며, 인터넷 없
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우리에게 인터넷은 아주 밀착되어져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가능하던 타인과의 만남, 지식교환, 정보공유, 관계형성은 이제 더 이상
시간들이며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시장의 증가로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한 관계형성과 여가활동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과
다한 인터넷 사용은 특히 미성숙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성대, 2013).
한국인터넷진흥원(2011)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8%로 보고했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를 포함한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
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10대들은 99.9%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시간은 주평균 11.7시간이며, ‘가정(89.6%)’이나
‘이동 중인 교통수단(81.3%)’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이용목적은
‘메신저(네이트온, 카카오톡 등)(78.9%)’와 ‘뉴스(73.9%)’이며, 이 외에 ‘음악(벨소리,
MP3, 라디오방송 등)(70%)’, ‘생활정보(날씨, 건강, 요리 등)(53.1%)’, ‘기타 정보검색
및 일반적인 웹서핑(5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도착확인(50.5%)’을 이용하는
경우도 50% 이상이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는 유선 인터넷이든 무선 인터넷이든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비행의 일차적인 개념은 사람들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나 일탈행
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준호, 정혜원, 2009).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해킹,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 웹상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사용 등의 제반
범죄 및 비행 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행위를 벗어난 인터넷 활동을 사이버비행
(cyber delinquency)이라 말한다(이성식, 2009; 김소정, 2010; 김경호, 차은진, 2012;
정혜원, 정동우,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거나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청소년 비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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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은 공식적 비행과 숨은 비행(hidden delinquency)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밖으로 드러나는 공식적 비행은 적발되거나 체포된 경우의 비행을 말하고, 숨은
비행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행이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비행은
익명성이 높아 발각되기 어렵고, 증거를 잡기도 쉽지 않으며, 발각이 되더라도 고의성
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은 대부분 숨은 비행에 해당
된다(김진희, 김경신, 2003).
그 외에도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지위 또는
연령에 맞지 않는 행위(나이속이기 등)인 지위비행,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性)
과 관련된 행위(음란대화, 음란물 게시 등)인 성비행, 다른 사람의 물적․지적 재산을
훔치는 행위(아이디 도용 등)인 재산비행,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부적절한 행위(욕설, 무리지어 다른 게이머 공격 등)인 폭력비행으로 나누기도
한다(라민오, 2001; 이정숙, 안윤영, 2005).
이러한 사이버비행 중에서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이용자의 49%가 가해경험이 있으
며, 10대 청소년은 76%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은 매
우 심각한 수준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경찰청 통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이버범죄 중 10대 청소년 비율은 2009년에는 3,736명 중 1,141
명(30.5%)이었고, 2010년에는 3,370명 중 1,062명(31.5%)이었으며, 2011년에는 2,711
명 중 915명(33.7%)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김지혜, 2013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를 비롯한 IT기기와 스마트폰의 일상생활화로 대부분의 청소
년들이 손쉽게 인터넷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에 능숙한 청소년이 증가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지켜야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에티켓과 윤리의식
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여 사이버비행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행
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은 여러 요인 가운데 인터넷 사용시간에 주목하는 비행기회이
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며(김민, 2003; 이성식, 2009), 이 이론에 의하면 우연한 비행기
회에의 노출이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비행동기 및 성향이 강
하다고 할지라도 비행을 저지를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으면 비행은 일어나지 않는
다고 본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사이
버비행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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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Wilcox, Land & Hunt, 200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시
간이 길수록 사이버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 2003;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이성식, 2009, 2010; 정혜원, 2010).
이렇듯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은 정보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이 분명하며, 사이버비행은 현실 공간에서가 아니라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익명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대의 피해를 덜 인지하
게 되고, 자신의 위반행위가 나쁘다는 인식과 죄책감도 덜 경험하게 되며, 비행에 대
한 죄의식보다는 오히려 컴퓨터 조작기술을 자랑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정혜원,
정동우, 2012).
그러므로 인터넷에 노출된 시간은 사이버비행으로의 유인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일탈경험의 증가는 현실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 노출에 과다하게 노출
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 자기통제력, 사이버비행의 관계
자기통제력이란 외부의 요구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능력, 상황에 따라 행동을 수정
하는 능력, 행동을 연기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행동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는 말하는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성급한 감정, 정서,
행동, 판단, 선택 등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뜻한다(송명자, 1996). 아동기에 발
달하는 충동억제능력은 행동억제능력, 정서억제능력, 결론억제능력, 선택억제능력으로
나뉘는데(Maccoby, 1980), 아동기의 이러한 충동억제능력이 원만히 발달되지 못했을
경우 청소년기에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 조절에 실패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건강악화, 생활파괴, 스트
레스, 사회생활위축, 경제적 궁핍, 성격변화, 현실과 인터넷 가상공간이 혼동 등이 확
인되었다(김병구, 고영삼, 김상준,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자신이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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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개인성향요인의 하나인 자기통제
력에 초점을 맞춘 욕구좌절이론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의 주요 원인변인
으로 설명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
으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어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하는데 그것이 사
이버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민수홍, 2002; 김진희, 김경신, 2003; 이성식, 2009).
관련된 선행연구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대부분의 범죄나 비행이 순간의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하려는 사려 깊지 않은 청소년에 의해 즉흥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범죄행위는 낮은 자기 통제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LaGrange과 Silverman(1999)은 부모의 감독이 약할 때 낮은 통제력의 사람들이 비행
이나 범죄를 더 저지르고, Hay와 Forrest(2008)는 친구영향을 고려하였는데 낮은 자기
통제력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감독이 낮거나 혹은 집밖에서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어
울리는 등의 비행기회에의 노출이 높은 상황에서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 사용시간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이성식, 2006), 오프라
인 비행에서보다 온라인비행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온라인의 경우 외적요인보다는 개인 내적요인의 작용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성식, 2010). 또한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비행이라는 문제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민오, 2001; 탁수연 외, 2007; 김동기 외, 2008). 민수홍(2006)은 청소년의 지위비
행, 범죄, 남 괴롭히기와 컴퓨터 관련 일탈과 자기통제력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욕구 충족을 억제하고 사
회와 학교 그리고 부모가 요구하는 규범과 가치를 따르게 되는 반면 청소년의 자기통
제력 부족은 흡연, 음주, 폭력 등 다양한 비행행동의 원인(민수홍, 1998, 2005, 2006;
이희길, 2008)이 되며, 인터넷노출과 관련하여 자기통제성이 낮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몰입에 몰입하게 된다(나은영, 송종현, 2006; Shapira, Goldsmith, Keck,
Khosla & Mcflroy, 2000).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각종 범죄나 비행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요인의 일종으로 자
기통제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Rose, Lin & Eastin, 2003). 따라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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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사용을 전면 차단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있어서도 자기통제력이 보호기능을 수행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기통제력
의 보호기능이 검증된다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사이버비행을 줄일 수 있는 실천
적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로서 자기
통제력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억제효과로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과다사용과 자기통제력이 상호작용하여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절모형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모형
에 설정한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연구결과는 모
형설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관련변인을 통제변인
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166 -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억제조절효과로서 작용할 것이다.

2. 연구대상
전국 시·도 인터넷 사용률 조사를 통한 각 지역별 인터넷 사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1년 46.1%로 전국 평균을 밑돌지만 2008년에
는 72.6%로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25.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으며(이성
대, 홍정아, 염동문, 2012), 2013년 현재 81.9%의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13). 경남지역의 급격한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는 사용의 편리성만큼이나 오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사이버상의 따돌림이나 괴
롭힘 등의 비행행동은 청소년 시기인 중학교에서 정점에 이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은정, 201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 참
여 의사를 전달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11곳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16일부
터 10월 11일까지 조사도구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
교별 30부씩 전달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되 학년별 한 반 이상의 학생
들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였다. 전체 배부된 33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
는 총 298부로 회수율은 90.3%로 나타났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중복기입이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 등이 포함되어 분석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47부는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25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3. 측정도구
1) 인터넷과다사용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을 묻는 문항은 심진숙(2008)의 인터넷과다사용과 사이버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k-척도를 사용하였다. k-척도는 7개의 하위요인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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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때
때로 그렇다’는 2점, ‘자주 그렇다’는 3점, ‘항상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응답한 값은 평균 처리하여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960 이였다.
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 설문은 이계원(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용 자기통제력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평균
처리하여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며, 부정 진술한 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799 였다.
3) 사이버비행
사이버비행은 심진숙(2008)의 논문에서 인터넷비행과 관련된 35항목 척도를 이용하
였으며, 응답자에게 예(1점), 아니오(0점)으로 대답하게 하여 점수 범위는 0∼35점 이
었다. 하지만, 본 자료에서는 13점 이상의 경우 빈도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 점수
범위를 0∼13점으로 한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 수준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54 이였다.
4) 통제변인
회귀분석은 연구모형에 설정된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변인이
있을 경우엔 연구모형에 직접 포함시켜 그 영향을 통제하여 모형설정의 오류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이성식, 2014; Gibbs, Giever & Martin, 1998; Tittle,
Ward & Grasmick, 2003), 학년(김재경, 2008), 성적, 부모학력(정혜원, 2010), 생활만
족도(김지홍, 2003), 사회적지지(김선혜, 2012), 경제적수준(박혜숙, 김양곤, 2014)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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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별, 학력,
성적, 생활만족도, 사회적지지, 경제적수준, 부학력, 모학력 변인을 모형검증에 투입하
고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과다사용과 사이버비행에 있어 자기
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분석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Cohen(1992)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크기를 살펴보았
고,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적 검정력(power)을 계산하였다. 자기통
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선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Hayes와
Mattes(2009)의 Modprobe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은 유의수
준 .05 기준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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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명

%

구분

명

%

성 별

남

140

55.8

여

111

44.2

1학년

102

40.6

상위권

66

27.0

2학년

73

29.1

중위권

108

44.3

3학년

76

30.3

하위권

70

28.7

초졸

7

3.3

초졸

4

1.9

학년

부 학력

중졸

11

5.2

고졸

101

47.6

대졸

77

36.3

특성

성적

모 학력

중졸

9

4.2

고졸

115

53.5

대졸

75

34.9

대학원졸

16

7.5

대학원졸

12

5.6

100만원 미만

10

4.7

매우 만족

95

38.2

100-200만원 미만

51

23.9

대체로 만족

96

38.6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

55

25.8

51

23.9

400-500만원 미만

23

10.8

500만원 이상

23

사회적지지

생활
만족도

보통

49

19.7

대체로 불만족

8

3.2

매우 불만

1

0.4

10.8
M=3.6107, SD=0.5301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청소년 55.8%, 여자청소년 44.2%로 나타났고, 학년은 1
학년 40.6%, 3학년 30.3%, 2학년 29.1%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44.3%로
가장 많았고, 부학력(47.6%)과 모학력(53.5)은 모두 고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지지는 평균 3.61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인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2. 기초자료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사이버비행에 대해 인터넷
과다사용(r=.459, p<.01)은 정적 상관을, 자기통제력(r=-.201, p<.01)은 부적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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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즉, 높은 수준의 인터넷과다사용과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이 보다 높은 사
이버비행과 관련된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인터넷과다사용(r= -.164, p<.01)과 부적 상
관으로 나타나서 낮은 수준의 인터넷과다사용은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과 관련된다.
그리고 회귀분석은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
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
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1)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인터넷과다사용

자기통제력

사이버비행

인터넷과다사사용

-

자기통제력

-.164**

-

사이버비행

.459**

-.201**

-

M(SD)

1.400(.421)

3.417(.447)

2.044(2.801)

왜도

1.287

.604

2.121

첨도

1.265

.428

4.930

최소값

1.00

2.45

0.00

최대값

3.05

5.00

13.00

**

p<.01

3. 모형분석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통제력에 따라 상이한지를 알아
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
인터넷과다사용과 조절변인 자기통제력은 상호작용변인(인터넷과다사용×자기통제력)
과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서(Cohen, West & Aiken, 2003) 평균중심화
1) 일반적으로 왜도의 기준은 ±3보다 크면 심한 것으로 판정하지만, 첨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
들 간에 일치도가 낮으며, 다소 보수적인 입장의 연구자들은 첨도가 ±1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DeCarlo, 1997; Kli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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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centering)를 적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Modle 1은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투
입한 모형이다. Modle 2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odle 1
에 상호작용항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며, Model 3은 Model 2에서 제시한 조절
효과(예측변인×조절변인)가 일종의 비선형 효과이므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제곱효
과를 통제한 상태2)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Model 1은 준거변인의 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35.2%로 나타났으며, F=9.106으로

p<.001 수준에서 회귀분석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예측변인인 인터넷과다사용
(B=2.180, p<.001)과 조절변인인 자기통제력(B=-.954, p<.05)은 준거변인인 사이버비
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과다사용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비행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2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준거변인의 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37.9%
로 상호작용항의 투입은 .027만큼의 R²변화량을 가져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예측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이 모두 준거변인인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기통제력은 순수 조절변인(pure
moderator variable)이 아니라 유사 조절변인(quasi moderator variable)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harma, Durand & Gur-Arie, 1981).
표 3
인터넷과다사용의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상수

Model 1
B S.E β
-.379 1.749

성별

1.028 .378 .190 2.721** 1.074

.371

.199 2.892**

.857

.367 .159 2.335*

학년

.505

.523

.206

.167

2.545*

.561

.200 .179 2.800**

-.143

.262 -.040

-.544

-.182 .259 -.051

구분

통
제

성적
생활
만족도

t
-.217

.209 .161 2.413*

-.066 .265 -.018

-.247

Model 2
B
S.E β
-.238 1.718

-.752 .286 -.213 -2.627** -.747

t
-.139

Model 3
B S.E β
.225 1.688

t
.133

-.703

.281 -.212 -2.657** -.783 .275 -.222 -2.850**

2) 예측과 조절변인의 제곱항을 통제하지 않으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제곱항이 설명할 준거변
인 분산을 상호작용항이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2차 함수항을 포함하여 통제하지 않아
서 유의하지 않은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거짓(spurious) 조절효과와 조절효과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오도(misleading) 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염동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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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

B
.637

Model 1
S.E β
.418 .133

t
1.524

B
.576

Model 2
S.E β
.411 .120

t
1.401

B
.537

Model 3
S.E β
.401 .112

경제수준

.309

.145 .151 2.136*

.344

.143

.168

2.412*

.394

.140 .193 2.826**

부학력

.080

.258 .024

.308

.080

.254

.024

.314

.121

.248 .037

.487

모학력

.083

.274 .023

.302

.075

.269

.021

.281

.055

.261 .015

.210

인터넷
2.180 .452 .330 4.824*** 2.072
과다사용 A

.445

.314 4.652*** 3.452 .608 .523 5.677***

구분

예측

t
1.340

조절 자기통제력 B -.954 .439 -.168 -2.170* -1.015 .432 -.179 -2.350* -1.171 .464 -.206 -2.522*
상호
작용

A×B

-2.241 .831

-.150
3)

A2

이차항



△
F

-.130
4)

-2.227*

-2.677 .840 -.279 -3.187**

B2


-2.695** -1.937 .870

.859
.352



9.106***

.589 .108

.379

.419

.027**

.040**

9.247***

9.14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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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다사용이 높으면 사이버비행 수준이 높아지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
인 경우는 사이버비행의 변화량이 크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그 변화
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Cohen(1992)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
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 2는 .042로서 Cohen의 효과크기 판단기준5)에 의
하면 작은 효과크기를 가지며, 이때 검정력(power)은 .7777로 나타났다.
Model 3은 준거변인의 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41.9%로 Model 2에 비해서 .04만큼
의 R²변화량을 가져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예측변인과 조절변인, 상호
작용항이 모두 준거변인인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 모든 통계프로그램은 예측변인(X, Z) 각각에 대한 표준점수를 구해서 상호작용항을 만들지 않고,
XZ를 표준화시킨 변인을 만든다(ZXZ ≠ ZXZZ). 따라서 통계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된
상호작용항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틀리기 때문에 조절효과는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변인을 만든 후 다시 분석한 값임(염동문, 2013).
4) 표준화된 변인을 만든 후 다시 분석한 값임
5)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의 조절효과크기는 .01~.05로 작게 나타나며, Cohen은 효과크기의 판단
기준을 f 2 (0.02 : 작음, 0.15 : 보통, 0.35 : 큼)값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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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효과나 오도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속점수로 측정된 조절변인의 어느 값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설명을 위해 Aiken과 West(1991)는 조절변인의 특정한 값(평균값과 평균값 ±1 표준
편차)에서의 조절효과 제시를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절변인이 평균값과 평균값
±1 표준편차 값을 가질 경우,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선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Hayes와 Mattes(2009)의 Modprobe Macro를 이용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
에 미치는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은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자기통제력의 조건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자기통제력

b

S.E.

t

LLCI(b)

ULCI(b)

-1SD

4.3062

.7000

6.1517***

2.9241

5.6883

평균

3.3941

.6102

5.5627***

2.1894

4.5988

+1SD

2.4820

.7682

3.2307**

.9651

3.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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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중학생 251명이 연구대상이며 인터넷과다사용과 사이버비행에
있어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인터넷사용이 높으면 사이
버비행 수준이 높아지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인 경우는 사이버비행의 변화량이
크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그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통제력이 인터넷과다사용을 통한 사이버비행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많은 연구와 일치하며(민수홍, 2006; 이성식, 2006; 김동기 외, 2008; 이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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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Hay & Forrest, 2008),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을 사이버비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통
제력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
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터넷 과다사용과 상호작용
하여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유사 조절변인임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사이버비행 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응으로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을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Gottfredson & Hirschi, 1990; Cho & Cheon, 2005). 그리고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개입을 효과적으로 실행한다면 사이버비행을 통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
정적인 환경으로 점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그런데 자기통제력은 어릴 때 형성되고 일생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박현수, 2012; Gottfredson & Hirschi, 1990).
따라서 초등학생 혹은 그 이전 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
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차은진, 김경호, 2013). 자기통제력과 관련한 훈련과 치료연
구에서 아동은 외부의 언어적 지시나 통제를 내면화하여 자기통제의 수단으로 삼음으
로써 외적통제에서 내적통제의 단계로 이행한다고 보며, 자기통제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이경님, 1995).
그러므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가정요인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김경신, 김진희, 2003; 조아미,
방희정, 2003; 김광수, 2009)이라는 연구에서 유추해볼 때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인터
넷 사용노출을 지연시키거나 일관성있는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사용에
대한 기대감이 과잉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사용이 주변 환경체계와 교류 중에 극히
일부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및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아동기의 자기통제력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층의 인터넷과
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아동기
에 적절한 자기통제력을 구축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자기교시를 통한 인지ㆍ행동주
의적 접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Hill과 O’Grady는 치료목적에서 자기통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 정서,
행동에 숙달감이나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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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절히 책임감을 가지도록 도와야한다(김춘경 역, 2009)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청소년 자신이 인터넷과다사용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이버비행에 접촉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를 통해 자신과 가족, 친구, 학교 등과의 관계 속에
서 겪게 되는 정서적인 부분을 감지하고, 청소년의 신분으로서 취해야할 기본적인 행
동이나 태도 등에 대해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작은 부분부터
설정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이다.
현대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터넷과 같은 문명의 이기로 편의성을 수반하
여 편리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편리해진 세상 덕에 불편에 대한 내성
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인터넷 검색으로 즉각적 만족을 찾는데 익숙
하기 때문에 사소한 불편에 대한 내성이 약하고 자신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훈 역(2014)은 불편 관리를 주
장하면서 첨단기술 타임아웃과 멀티태스킹 시간제한하기, 만족의 욕구 늦추기, 빈둥거
리는 연습하기 등을 제안하는바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 억제를 위한 실천적 고려도
모색되어야 한다. 덧붙여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이 부모의 애착에
의해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을 높여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성대, 염동문,
김서정, 2013).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터넷 과다사용에 관한 조사에서 설문문항이 기존의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게임 중독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
한 게임중독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중독성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
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휴대폰의 게임중독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는
설문지를 통한 연구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인터넷 과다사
용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른 변
인들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변인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 사이버비행과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재고해볼 때 사이버
비행과 관련하여 자기통제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통제력 신장을 위한 선행연구들(김자영, 2001; 정원경, 2005)은 주로 인지적 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소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
- 176 -

청소년의 인터넷과다사용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시한 연구상황의 효과에 대한 일반화의 유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이성대 외,
2013),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자기통제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사
이버비행과 관련된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상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
구가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터넷과다사용과 사이버비행, 자기통제력
의 관계를 가외변인을 고려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 청소년 사이버비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사
이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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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adolescents’ overuse of
internet on their cyber delinquen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Yeum, Dongmoon*․Kim, Sunjoo**․Lee, Seongd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overuse of internet and their cyber
delinquency, and use these results in practice service to enhance self-control,
which can in turn be used to control the influence of internet overuse on cyber
delinquency. To achieve this aim, this study analyzed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sangnamdo.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t conducte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ntrol on
internet overuse and cyber delinquency, it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which predicting variables and moderating variables were mean-centered, and
the size and statistical power of the moderating effect we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lf-control affected cyber delinquency and proved
to be a quasi-moderator which influenced cyber delinquency in interaction with
internet overuse.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 number of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can be used to reduce adolescents’ overuse of internet and
improve self-control as a moderator to decrease cyber delinquency. The possibl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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