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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영†

동서울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유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722명(남학생 248명, 여

학생 474명)의 고등학생이었고,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S-척도),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한 개의 경쟁모형을 구

성하여 남녀 집단별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의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구조모형

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율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자기결정성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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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 사용이 가

능해 지는 등 인터넷은 계속 그 영역을 확대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확산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1994년 6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그해 13만 8천명이던

인터넷 이용자수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보급

으로 인해 2010년 12월에는 약 3천 7백 만 명

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77.8%에 달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이러한 인

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

과 폭넓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회를 제공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터넷이 갖

고 있는 익명성, 탈개인화, 접촉의 용이성 때

문에 인터넷으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뿐 아니

라(김은정, 2005; 노안영, 정민, 2011; 서주현, 

2001),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폭력(노안영, 정

민, 2011)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중

독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률은 만 16～19세 청소년이 12.4%

로 성인 5.8%의 중독률에 비해 두 배 이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입시경

쟁에 대한 부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성인

역할에 대한 준비 등과 같은 다양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놀이문화의

부재에 따른 현실상황에서 인터넷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

문에 인터넷공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

의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장재홍, 유정이, 권해수, 

김형수, 최한나, 200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중독현상으로 등교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친

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성적이 하락하고

가정에서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

어들어 대인기피 현상을 보이며, 신체적으로

시력저하, 두통, 불면, 근육긴장, 소화불량, 수

면부족 등의 현상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우울

과 불안, 공격성, 충동성, 외로움이 증가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권재

환, 2005).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제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와 그에 근거한 치료적 개입

이 절실한 상황이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다룬 연구(Holden, 2001), 인터넷 중독치료를

위한 연구(Young & Case, 2004)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상에 초점을 둔 연구(Hur, 2006), 

인터넷 중독과 심리적, 환경적 변인과의 관련

성 연구(김경신, 김진희, 2003; 김종원, 조옥귀, 

2002), 인터넷 중독의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는

연구(류진아, 김광웅, 2004), 인터넷 진단기준

에 관한 연구(Young, 1996), 인터넷 중독 척도

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김은정, 오승근, 이세

용, 2003), 인터넷 중독의 관련변인에 관한 연

구(이정연, 최영선, 2002), 인터넷 중독의 결과

에 관한 연구(박희서, 2010) 등이 그것이다.

선행연구들로부터 청소년에게 있어서 개인

변인이나 가정환경변인, 학교환경변인, 인터넷

환경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백미영, 2002).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인터넷 중

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변인 기저에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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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욕구, 대박욕구, 소비욕구, 성취감 경험, 

보상동기 등과 같이 욕구 및 동기와 같은 개

인 내적 심리적 기제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승민, 2005). 따라서

사람들이 충족하고 있는 욕구 및 동기들에 대

해서 탐색해 보는 것은 인터넷을 병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저의 원인에 가까이 다가가

게 해 줄 것이다. 특히, 동기강화상담이 다양

한 중독행동에 있어서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Arkowitz, Westra, Miller, 

& Rollnick, 2008), 개인에게 내재되어있는 변화

를 향한 동기를 더욱 강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 동기에 초점을 두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와 안녕감을 연결

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Deci와 Ryan 

(1985)의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이 있다. 자기결

정성동기이론은 세 가지의 욕구인 자율성

(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이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수행, 그리고 끈기

등이 촉진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지금까지 자

기결정성동기이론은 주로 교육, 육아, 건강관

리, 친밀한 관계, 종교적 행위, 신체적 운동, 

정치적 행위, 그리고 환경 친화적 행위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Deci & Ryan, 

2000). 비록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을 인터넷 중

독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영양분

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심리적

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

족되어야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격과 인지구조에서의 성장

과 심리적 안녕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김아

영, 2010). 이와 같이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은

심리적 건강과 안녕감과의 역동적 관계에 관

한 이론으로서 개인의 성격발달과 특수 상황

에서의 행동과 경험의 질적 측면에서 최적의

결과와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조건을 예

측하는 기초를 제공한다(Ryan & Deci, 2002).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서는 개인이 속한 사회

적 맥락의 어느 한 측면이 욕구충족을 허용하

는 만큼 개인의 과제 참여, 숙달, 종합하는 정

도가 결정되고, 반면에 그것이 욕구충족을 방

해하는 만큼 개인의 동기, 성장, 존엄성과 삶

의 질은 떨어지게 되며(Ryan & Deci, 2002) 직

무상황과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ard, Deci, & Ryan, 2004).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

구의 충족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터넷 중독에 적용하여, 세 욕구를 충족되지

않으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았다.

자율성 욕구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조절할 때에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려

는 욕구이다(Ryan & Grolnick, 1986). 자율성은

행동선택의 자유와 그것을 유지해 갈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하

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학생들

이 자율적 동기의 상태에서 공부에 시간과 노

력을 들이고 진로계획을 세워갈수록 무작정

인터넷을 사용할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인터

넷 활동에 집착하거나 내성, 금단증상을 가지

거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반면, 공부에

무관심하며 공부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중

요 타자들의 압력에 떠밀려 억지로 학교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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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무동기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현실생활에

서 통제감이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얻기 어

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들을

인터넷 활동을 통해 보상받고자 인터넷 사용

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Suler, 1996). 즉, 무동

기와 중독전체와 정적상관이 뚜렷하게 나타났

고 무동기는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 즉, 강

박적 사용, 생활 장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조은주(2011)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서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 군이

부모 감독 및 통제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전춘애, 박철옥과 이은경(2008)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많

이 통제할수록 인터넷에 더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기숙과 김경희(2009) 연구

에서는 부모가 감독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중

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능감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의

미한다(Deci & Ryan, 1985). 유능감은 획득한

기술이나 역량자체라기보다는 개인이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임

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능성 욕구는 사

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기회가 주어질 때 충족된다(김아영, 2010; 

Ryan & Deci, 2002). 다시 말하면, 도전을 주는

환경 속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유능감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효능감을 촉진시키면서

내재적 동기를 가져오게 된다(Ryan & Deci, 

2000). 이와 같이 유능감과 자기효능감은 특정

한 영역에서 획득되어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이다(Deci & Ryan, 2000). 그래서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선행연구(김은영, 2007; 

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들은 유

능감을 자기효능감의 개념, 즉,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 

1996)과 비슷하게 사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

다.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중독과의 연관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현실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성취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적기 때문

에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Suler, 1996). 반면, 현실세계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높지 않다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고 가상공간 활동에 더 많

이 참여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보상받고자 하

기 때문에(Kraut & Patterson, 1998)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

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가상공간에서

의 유능감의 추구로 나아가게 된다.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위험사용자

가 일반사용자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황혜리, 류수정, 2008), 

자신감, 자기조절력, 과제난이도와 같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에 비

해 인터넷에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

다(주세진, 2008).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

소년들은 현실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해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반면

가상세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이정윤, 2005).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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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조해연, 2001)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

윤진, 2002).

관계성은 소속의 욕구처럼 대인 관계적 유

대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성이

다(Baumeister & Leary, 1995). Suler(1996)는 가상

공간에서의 만남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소속

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보았고, Young(1996)

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

지는 인터넷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

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이 좁거나 외롭거나

고독한 사람일수록 누구와도 상호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을 얻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송원영, 1999; Martin & Schumacher, 

2000)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다른 인터넷 사용

자들보다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낀다

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가족의

지지가 약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이해경, 2002), 가족응집력

이 인터넷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탈출구로 인터넷에 빠질 가능

성이 많다(심란희, 2004). Young (1999)은 중독

자들이 부모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 갇혀 있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Lin, 

Lin과 Wu(2009)는 가족과의 여가활동이 높을

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친구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도 인터넷 중

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해경, 2002; 장

재홍 등, 2002), 게임중독 청소년은 친구관계

에서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며, 친구와의 불

화나 따돌림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아, 2001).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낮지만

교사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복희, 2001).

최근 들어서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 관한 연

구는 세 욕구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방향에서 세

욕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Hahn & Oishi, 2006). 특히,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관계성이

적응과 성취,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주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아영,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 기초한 국내연구들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아직까지 청

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된 기본심리욕구충족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많지 않다(김아영, 2010).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욕구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간접경로를 살펴보고 매개변

수를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류진아, 김광

웅, 2004). 이 이론의 창시자인 Ryan과 Deci 

(2000)는 유능감 지각 이전에 자율성 지각이

선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즉, 자율

성 지지 환경이 있더라도 스스로 자율성을 느

끼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유능감을 지각

할지라도 최적의 기능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

에 유능감은 자율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

인이라고 볼 수 있다. Ryan(1982)은 유능감을

촉진시키는 선행변인으로 자율성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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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Williams, McGregor, Zeldman, Freedmand과

Deci(2004)는 자율성이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문

은식(2007)의 중학생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

성지지 행동은 학생의 유능감을 매개로 심리

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은

식과 강승호(2008)의 고등학생 연구에서는 부

모의 자율성 지지는 유능감을 통해 심리적 안

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행동들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자각은 미래

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예견이 아니라 역동적

이고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 개인의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성

에 대한 욕구충족은 유능감에 비해 내재동기

증진에서 원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적

원인의 내재화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Ryan & Deci, 2000). 송원영

(199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실

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유능감이 인터넷의 중독

적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와의 상호

작용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와 통합적인 부

분을 이루고,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유능감의

한 부분이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능감

이 자율성,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성차는 많이 다루어

져 온 변인이다. 인터넷 중독수준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고(김신옥, 2010)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중독집단에 속하는 비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Martin & Schumacker, 

2000). 2010 인터넷 중독실태조사에도, 남자는

인터넷 중독률이 8.9%, 고위험군 1.6%, 잠재적

위험군 7.4%, 여자는 인터넷 중독률이 6.9%, 

고위험군 1.3%, 잠재적위험군 5.6%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들이 남성이

여성보다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시형 등, 2000; Chou, Chou, & 

Tyan, 1999). 따라서 남녀 청소년들을 동질집단

으로 보기 어렵다(김은정 등, 2003; 장재홍 등, 

2002; Griffiths, 1997).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남

자청소년에 비하여 비행의 발생과 완화에 있

어서 부모와의 관계 등과 같은 변인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였고(이지항, 김광웅, 2005; 

Canter, 1982), 자기효능감은 여자 청소년의 인

터넷 사용량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

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항, 김광

웅, 2005).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단

일모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이수진, 2005). 

단일모델에 관한 연구도 인터넷 중독의 단편

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중재와 예방을 위한 즉

각적인 개입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중독 관련개입은 다양한 원인과 경로

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이론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측변인들의 매개경로를 설명해줄

수 있는 종합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종

합모델은 단일모델에서 밝혀질 수 없었던 인

터넷 중독 관련 변인들의 상호영향력과 인터

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의미 있는 변

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인

터넷 중독을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 기초하여

종합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예측 변인들을

찾아내는 것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또는 중재

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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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 변인을 자기결

정성 이론에 기초하여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변수 중 어떤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다집단 분석을

사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인터넷 중

독 구조모형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다면 집단별로 어떤 욕구가 인터넷 중

독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

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사회구조적 차

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초자료

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

에 구조모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3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727명의 자료를 표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하고 총 722

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남녀별분포는 남학생이 248명

(34%), 여학생이 474명(66%)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264명(36%), 2학년이 185명(26％), ３

학년이 273명(38%)이었다. 설문지는 수업시간

에 참여자들에게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

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측정도구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 (KS-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2년 한국정보화진흥원(김

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이 정보통

신부 지원하에 국내실정에 맞도록 제작한 한

국판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S척

도: K척도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항

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6문항(예를 들면,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긍정적 기대 1문항(예를 들면, 인

터넷을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금

단 4문항(예를 들면,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

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가상적 대인관계지

향 3문항(예를 들면,실제에서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일탈행

동 2문항(예를 들면,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

려고 한 적이 있다), 내성 4문항(예를 들면, 인

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

다)이다. 김청택 등(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

치도인 Cronbach's 는 .955로, 본 연구에서는

.8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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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동

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명희(2008)가 기존척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실정에 맞도록 제작한 기본심리욕구척도

를 사용하였다. Deci와 Ryan의 기본 심리욕구

척도는 하나의 일반적인 영역의 척도와 특정

한 영역, 즉, 직업 영역, 인간관계영역,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었

으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이명희(2008)

가 한국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관련하여 제작된 추가문항에 대한

예비검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자율성 6문항(예를 들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

낀다), 유능감 6문항(예를 들면, 나는 내게 주

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관계성 6문항(예를 들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

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희(200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는 자율성이 .702, 유능감이 .750, 

관계성이 .7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35, .806, .799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척도의 실시를 위해서 표집대상이 되는 학

교별로 척도협조자로서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척도 협조자에

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였고 설문지

실시 과정에서 요구되는 협조사항을 협조자에

게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척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화로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2011년 7 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

고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를,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인터

넷 중독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구성하여 구조방정

식모형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방식을 사용

하였고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먼저 인터넷 중독 척도는 각 하

위 요인별로, 나머지 척도는 각 척도별로 3개

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로 나누어 측정변수

를 만든 이후에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문항꾸러미는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각각 세 개의 측정변수로

묶었다. 각 문항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대해

동일한 부하량을 가지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요인부하량의 평균이 동등하도록 문항을

배분하였다. 각 측정변수별로 왜도, 첨도와 이

상치 등을 점검한 후에 자료의 결측치는 기대

-최적화(Expectation-Maximization)방식으로 처리

하였다.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욕구와 인

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모형에 기초하여 검증

하였고 남녀별로 구조모형이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

시하였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검증을 먼

저 실시하고 구조동일성 검증을 한 후 경로계

수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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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인터넷 중독
남

M SD

자율성 1 .567** .541** -.342** 12.649 2.319

유능감 .496** 1 .665** -.250** 11.930 2.509

관계성 .362** .503** 1 -.264** 13.303 2.470

인터넷 중독 -.321** -.143** -.111* 1 7.590 2.658

여
M 12.879 11.661 14.023 6.636

SD 2.268 2.305 2.001 1.841

표 1. 남녀별 측정변수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통계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

하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간

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

다.

대각선 왼쪽 아래는 남학생의 변수간 상관

을 나타내며, 오른쪽 위는 여학생의 변수간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 집단의 상관계수

를 비교해볼 때 서로 대각에 해당하는 것이

남녀간 동일 변수 상관을 나타내는데 대부분

남녀집단간의 상관계수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 구조모형 검증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모든 성취행

동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형의 행동들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유지선, 

2004) 유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모

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자율

성과 관계성이 매개효과 없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구

성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

면, 자율성, 관계성이 유능감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본모형으로, 자

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직접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안모형으로 구성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1). 이 연구에서는 인

터넷 중독 모형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남녀 집단별로 다집단 분석을 실

시하였다.

형태동일성은 대안모형이 있을 때 통계적으

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에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남

학생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무엇인

지, 여학생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집단에서 그 모형이 동

일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남녀에 따라 구조

모형이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모형, 대

안모형을 설정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이 남학

생과 여학생에서 동일한지 알아보았다. 대안

모형은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고 기본모형은

자율성, 관계성이 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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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모형과 대안모형

모형 x2 df
RMSEA

(90% 신뢰구간)
TLI

남자-기본모형 233.586 84
.085

(.072-.060)
.876

남자-대안모형 484.014 87
.136

(.124-.148)
.682

여자-기본모형 294.569 84
.073

(.064-.082)
.882

여자-대안모형 569.233 87
.108

(.100-.117
.738

표 2.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기본모형을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을 추

정방법으로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측정변수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두 모

형 중에서 더 좋은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RMSEA, TLI 등 자유도가 다른 모형을 비교할

때 적절한 적합도 지수와 함께 x2 값 변화에

대한 x2 차이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다(홍

세희, 2001).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의 경우,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을 비

교해보면 △x2(3)=250.428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이 결과는 대안모형에서 제

외된 경로는 구조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RMSEA가 .136,, TLI가

.682로 대안모형에서 적합도가 나빠져서 기본

모형이 대안모형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

형으로 판단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해보면 △x2(3)=274.664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p<.001). 그리고 RMSEA가 .108, 

TLI가 .738로 대안모형에서 적합도가 나빠져서

기본모형이 대안모형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기본모형

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었으며 두 집단



김은영 /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 321 -

x2 df
RMSEA

(90% 신뢰구간)
TLI

모형1: 기저모형 528.257 168
.055

(.049-.060)
.879

모형2: 측정동일성 568.260 179
.055

(.050-.060)
.879

모형3: 구조동일성 573.758 184
.054

(.049-.059)
.881

표 3.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비교

그림 2. 구조모형

의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

과 여학생 모두에서 자율성, 관계성이 유능감

은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모형이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해

서는 비교하는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한

지 검토하여야 한다. 요인계수는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요인계수

가 동일하다는 것은 측정변인들이 같은 잠재

변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

적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서는 기저모형

(모형1)과 두 집단사이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

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을 서

로 비교한다. 기저모형은 형태동일성을 확인

한 모형이며, 이 모형의 x2값과 자유도는 남학

생과 여학생 집단 각각에서 얻은 x2값과 자유

도의 합이 된다.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

생 집단 사이에 각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

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x2값과

자유도를 기저모형의 값들과 비교한다. 표 3

과 같이 기저모형(모형1)과 측정동일성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322 -

변수간 경로 경로계수(남) 경로계수(여)

자율성 → 인터넷 중독 -.306(-.426)*** -.306(-.546)***

유능감 → 인터넷 중독 .071(.121) .071(.149)

관계성 → 인터넷 중독 -.006(-.010) -.006(-.011)

자율성 → 유능감 .543(.442)*** .543(.462)***

관계성 → 유능감 .472(.487)*** .472(.417)***

→ a1(자율성 1) 1(.673)*** 1(.699)***

자율성 → a2(자율성 2) 1.016(.671)*** 1.016((.642)***

→ a3(자율성 3) 1.026(.717)*** 1.026(.722)***

→ c1(관계성 1) 1(.824)*** 1(.755)***

관계성 → c2(관계성 2) .783(.708)*** .783(.653)***

→ c3(관계성 3) .925(.804)*** .925(.783)***

유능감 → b1(유능감 1) 1(.772)*** 1(.801)***

→ b2(유능감 2) .995(.777)*** .995(.795)***

→ b3(유능감 3) .840(.750)*** .840(.717)***

→ d1 1(.826)*** 1(.770)***

→ d2 .814(.555)*** .814(.581)***

인터넷 중독 → d3 .736(.805)*** .736(.736)***

→ d4 .246(.406)*** .246(.449)***

→ d5 .844(.657)*** .844(.640)***

→ d6 1.292(.825)*** 1.292(.793)***

주. (   )안의 값은 표준화 계수임

***p<.001

표 4. 남녀집단별 경로계수

(모형2)의 △x2(11)=40.003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p<.001) 측정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

다. 그러나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x2검증

과 마찬가지로 x2차이검증도 표본크기의 영향

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Steenkamp & Baumgartner, 1998) RMSEA와

TLI를 함께 고려하였다. 표 3에서처럼 RMSEA

는 .055, TLI는 .879로 나빠지지 않아서 측정동

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 되었으므

로 구조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집단에 따

른 경로계수 비교는 두 집단에 대한 경로계수

가 서로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모형

을 분석한다.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상

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하면 모형의 적합도

는 설명력이 떨어진다(홍세희, 2001). 표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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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과 경로계수에 동

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모형3)의

비교결과 △x2(5)=5.498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p>.001). 또한 표 3에서처럼 구

조동일성 모형의 RMSEA가 .054로 좋아지고

TLI가 .881로 좋아져서 구조동일성 가정이 지

지되었다.

남녀 집단 간의 구조 모형은 그림 2에 제시

하였는데 남녀 모두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인터 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001수준

에서 유의미하였다. 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

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구조모

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

터넷 중독 모형을 자기결정성동기이론에 기초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Β=-.306)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자율

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걸리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자율성을 청소년

에게 제공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문제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 최연실 등(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청

소년의 자율성 발달이 저해될 경우 인터넷 몰

입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

기강화상담에서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책임

은 내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Miller & 

Rollnick, 2002), 상담자가 인터넷 중독 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의 변화가 밖에서 부과되어 자

율성 없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면에서 자율적

으로 발생하도록 하여 자율성 및 자기통제력

향상을 돕는다면 인터넷 중독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Β=.071)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만제(2009)

의 연구에서는 어려움 극복 유능감과 자기주

장 유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민정(2000)의 연구에서

는 현실세계에서의 대인관계 효능감이 낮을수

록 인터넷 중독적 사용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송원영과 오경자(1999)의 연구에서

는 개인적 유능감과 대인관계 유능감이 인터

넷 중독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인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유능감 척도의 문제

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능감을 어려

움 극복 유능감, 자기주장 유능감, 개인적 유

능감, 대인관계 유능감과 같은 하위척도로 세

분화하지 않고 욕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유능감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관계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Β=.-.006)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난 서승연, 이영호(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

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

이 가능하다. 첫째, 관계성에 관한 개념과 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324 -

계성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자기

결정성동기이론에서 관계성은 개인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격동기(distal 

motivation)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특수한 영역

에서(domain-specfic)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접동기(proximal motivation)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성을 인터넷 중독

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domain-specific)에

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근접동기(proximal 

motivation)로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하지만 관계성 척도가 사회적 지지의 측

면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원격동기(distal 

motivation)로서 측정하였고 이것이 결과에 영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다

른 설명은 친구의 지지가 없는 외로운 청소년

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인터넷을 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그

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인터넷

에 중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혼동이 결

과에 반영되어 모형에서 관계성과 인터넷 중

독의 관계가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

게서 애착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Samuolis, 

Layburn, & Schiaffino, 2001)과도 불일치하게 나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관계성을 인터넷 중독이라는 특수한 상황

(domain-specific)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접동기(proximal motivation)로서 구체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

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만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근거

한 교육현장에 대한 적절한 함의가 도출될 수

있고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

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높은 변인들을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과

상호작용하는 예측변인들의 경로를 검증하였

다. 개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기초하

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모형을 실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적 자료의 축적이나 인터넷

중독군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

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녀별로 인터넷 중독 모형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

서 자율성만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상담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의 기제를 이해하고 진단하고 중재하는데 유

용한 체계를 제공해 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과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

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인근지역의 고등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므

로 표집대상이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 전체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

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

라 달라지므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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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확대하는, 즉,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 유능감, 관

계성척도는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

구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척도로써 세 가지 욕

구의 내용을 보다 섬세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한

세 가지 욕구척도가 개발된다면 청소년의 인

터넷 중독과 관련된 세 가지 욕구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자기보고식

형태로 이루어졌다. 자기보고식 관찰은 자신

의 좋은 점은 극대화시키고 좋지 않은 점은

극소화시킬 수 있는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경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중독성향이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설문을 측

정하는 방법에는 제 3자 관찰방법도 있기 때

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진단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측정방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는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었기 때

문에 장기적인 인터넷 중독에 따른 부작용을

관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자아존

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수진, 2005)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자들의 자아관련변인을 더욱

장기적으로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보다 구

체적으로 파악하여 주요한 원인별로 인터넷

중독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

터넷 중독 및 과다사용으로 상담을 실시할 경

우,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게

한 후 인터넷 중독을 통해 충족하고 있는 학

생의 욕구를 명확히 확인한다면 그 문제 원인

에 맞춰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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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ree Needs in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eory on Internet Addiction

Eun-Young Kim

Dong Seoul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in relation to 

the three needs variables-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on the basis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According to the model, the influences of autonomy and relatedness on internet addiction are 

mediated by competence. The study samples were composed of 722 students(men 248, women 474). The 

KS-Scal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scale were used. The alternative models suggest 

relatedness, autonomy and competence have an influence on internet addiction without any mediation 

effect. Multi-group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difference investigations about internet addiction models 

between men and wome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he 

effect of only the autonomy variable on the internet addi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