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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들에서 인터넷 중독 경향에 따른 입대 후 심리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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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changes associated with internet addic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ilitary drill among the young male army recruits.
MethodsZZAll 1091 participants were army recruits aged from 19 to 22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5-week military drill. They were
assessed with som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Sociodemographic questionnaires, Young’s Internet Addiction Scale (IAS),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 the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elf-Rated Scale (ASR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group and the
other is non-addiction group according to the IAS score. And the severity of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depression, anxiety and
impulsiveness were evaluated by the IAS, the STAI, the BDI, the BIS, the ASRS before and after military drill.
ResultsZZThe result of the paired t-test shows that the IAS, the STAI, the BDI, the BIS, the ASRS scores decreased after military drill
in both non-addiction group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group. The result of the repeated measures ANOVA shows that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hanges of ASRS-hyperactivity (F = 23.437, p ＜ 0.001), ASRS-impulsiveness (F = 4.896, p = 0.027), BIStotal (F = 4.057, p = 0.044), BIS-motor impulsiveness (F = 13.609, p ＜ 0.001) scores and groups. The result of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shows that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s associated with ASRS-inattention (β = 0.075, p ＜ 0.001), ASRS-hyperactivity (β =
0.092, p = 0.002), STAI-trait anxiety (β = 0.046, p ＜ 0.001), BIS-motor impulsiveness (β = 0.119, p = 0.028).
ConclusionsZZThe results show that psychopathologies such a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depression, anxiety, impulsiveness may
improve after military drill regardless of the group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may be related to the ASRS-inattention, ASRS-hyperactivity, STAI-trait anxiety, motor-impulsiveness. So these findings may be considered in the treatment of internet addiction in terms of
the impulsiven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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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 갈등, 재발 등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1) 인터넷 중
독은 알코올 중독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지

인터넷 중독은 가상 공간의 활동에 집착하고 의존하여 기

만 다른 중독성 질환과 같이 자기 조절의 문제, 사회적 고립,

분의 변화, 내성, 금단 증상, PC 사용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

가정 불화, 학습 부진, 경제적 문제, 실직, 폭력 사용 등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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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게 된다.2) 인터넷 중독과 다른 정신병리와의 연관성을

Board)의 승인을 받았다.

3)

살펴보면, Young과 Rodgers 는 우울증상이 인터넷 중독의 선
행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Lee 등4)은 인터넷 중독

연구도구

군에서 우울 성향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도가 높고, 또
래 관계의 문제가 심각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Yen 등5)은

인터넷 중독 검사 척도(Young’s Internet Addiction Scale,

인터넷 중독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및 충동성향과 연관

IAS)

되어 있고, 특히 남학생 중독집단에서는 적대감이 높다고 보

Young9)이 고안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척도

고하였다. 이외에도 낮은 자기 효능감, 현실에서의 낮은 문제해

의 한국어판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

결능력, 대인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정신병리와 더불어 내향성,

며 5단계로 된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독 경

6)

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 수용

한편, 군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들

가능한 구성 타당도를 보였다.10) 일반적으로 40점 혹은 50점

10명 중 1명 이상이 부적응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증상으로

이상을 인터넷 과다사용군, 70점 이상을 중독군으로 분류하

강박성향 등이 인터넷 중독성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7)

는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 등을 보였다. 인터넷 중

며, 본 연구에서는 50점 이상은 인터넷 중독 경향군, 49점 이

독관련 국내 실태를 보면, 10대의 인터넷 중독률이 10.4%로 전

하는 정상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20대의 중독률이 9.2%로 10대 다음으
로 높았다.8) 군 입대 대상의 연령이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인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 중독과 동반된 공존질환이나 정신

STAI)

병리들이 군대 부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하지만 인터넷 중독과 같은 정신병리를 지닌 경우 군 입대 후

척도로 Spielberger에 의해 개발되었다. 각각 20문항씩 총 40

어떠한 심리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문항이며, 4단계로 된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군 훈련병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Kim11)이 상태불안과 특

을 대상으로 하여 군 훈련소 입소 후 인터넷 중독 경향을 가

성불안의 Cronbach’s α계수를 0.87, 0.86으로 보고하였다.

진 병사들이 어떠한 심리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방

법

Beck에 의해 개발된 우울증상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
로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영역을 측정하는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연구 대상은 의무 복무를 위해 입대한 19세에서 22세 이하

보고식 척도이며, 심도를 단순히 Likert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의 남성으로, 국내 모 지역 한 부대의 훈련소에 2009년 3월부

심도상에서 이미 평가되어 있는 구체적인 진술문 4가지 중 하

터 2010년 3월까지 입소한 훈련병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

나를 고르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 Lee와 Song12)이 번안하

리적 문제에 대한 선별검사 자료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인

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터넷 사용이 주 2회 2시간 이내로 통제된 상태이며, 군 규율에
따른 집단 생활을 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기질적 뇌증후군, 조

바렛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

현병, 양극성장애, 정신지체, 그리고 신경학적 및 신체적 질병

인지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운동충동성의 3가지 하위 척도

에 대한 진단 및 치료경험을 체크하도록 하고 해당사항이 있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을 통해 충동성 정도를 파악한다. 무

으면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총 1091명을 연구대상

계획 충동성 9문항, 운동충동성 8문항, 인지충동성 6문항으

으로 하였다. 5주간의 훈련 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였

로 총 23문항으로 되어 있다.13) 최근 국내에서 전 연령대 성인

으며, 훈련 전후 2차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을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도, 요인구조를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14)

다. 인터넷 중독 정도를 평가하였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우
울정도, 불안정도, 충동성 정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Attention-Deficit/

정도를 알아보았다.

Hyperactivity Disorder Self-Rated Scale, ASRS)

군 보안성 검토를 통해 보안상 위배사항이 없음을 확인 받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증상에 해당하는 18개 항목으

았으며, 관련기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여섯 개 항목이 예측도가 높으며 이 중
journal.biolpsychiatry.or.kr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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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증상이 유의미한 이상이 있을 경우 장애를 의심하게 된다.
15)

체 평균나이는 21세였다. 인터넷 중독 유무에 따라 교육 정도,

WHO에서 영어판을 배포하였으며, 최근 국내에서 한국어판

인터넷 사용 시작나이,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인터넷 중

표준화 논문이 발표되었다.16)

독 척도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나이는 인터넷
중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통계 분석
훈련 전 기저상태에서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t-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정신병리 검사결과

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5주간의 훈련 이후 심리 척도의 변화

Paired t-test를 통해 각 군에 따른 훈련 전 기저상태와 5주

과정을 paired t-test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repeated mea-

훈련 이후의 각 척도 점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인터넷 중독

sures ANOVA를 통해 입대 후 병사들의 심리척도의 변화에

경향 여부에 관계없이 훈련 전후 모든 척도에서 점수의 유의

대한 인터넷 중독 경향의 교호작용을 알아보았으며, gener-

한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Table 2). Repeat-

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통해 인터넷 중독 경향 변화와

ed measures ANOVA의 개체 내 효과검정을 통해 교호작용

훈련 전후 심리척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

을 확인한 결과,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는 SPSS ver. 18 통계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

Self-Rated Scale(이하 ASRS)-과잉행동(F = 23.437, p ＜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에서의 통계적 유의수준

0.001), ASRS-충동성(F = 4.896, p = 0.027), Barratt Impul-

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siveness Scale(이하 BIS)-총점(F = 4.057, p = 0.044), BIS-운
동 소척도(F = 13.609, p ＜ 0.001)에서 훈련기간과 인터넷 중

결

과

독 경향과의 교호작용을 확인하였다(Fig. 1).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특정 정신병리 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 지속여부

인터넷 중독 경향군이 166명, 정상군이 925명이었으며, 전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

Table 1. Baseline sociodemographic and internet u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etwee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group and
non-addiction group
Internet addiction tendency
Features

Non-addiction (n = 925)

Analysis

Addiction (n = 166)

Mean ± SD

Mean ± SD

t value

p-value

Age

21.03 ± 1.39

21.01 ± 1.32

-0.23

0.821

Education

13.55 ± 1.15

13.27 ± 1.30

-2.67

0.008

Age of initial internet use

12.62 ± 1.86

12.24 ± 1.76

-2.41

0.016

Average hours of internet use per day

3.73 ± 2.59

6.36 ± 3.69

8.81

＜ 0.001

Total score of Internet addiction scale

33.31 ± 7.67

58.22 ± 7.48

39.36

＜ 0.001

Table 2. Comparison of psychopathology between baseline and 5 weeks after in non-addiction group
Variables

Non-addiction (n = 925)

Addiction (n = 166)

Base line

After 5 weeks

p

Base line

After 5 weeks

p

IAS

33.31 ± 7.67

30.61 ± 8.45

＜ 0.001

58.22 ± 7.48

50.77 ± 11.68

＜ 0.001

ASRS-inattention

15.66 ± 5.09

13.79 ± 4.48

＜ 0.001

21.51 ± 6.43

19.19 ± 6.50

＜ 0.001

ASRS-hyperactivity

9.12 ± 2.69

8.13 ± 2.07

＜ 0.001

12.08 ± 3.57

10.08 ± 3.10

＜ 0.001

ASRS-impulsiveness

4.06 ± 1.76

3.67 ± 1.21

＜ 0.001

5.26 ± 2.51

4.52 ± 1.81

＜ 0.001

BDI

7.36 ± 6.51

4.16 ± 4.75

＜ 0.001

12.70 ± 7.47

8.67 ± 7.02

＜ 0.001

STAI-state

41.90 ± 10.42

35.37 ± 9.65

＜ 0.001

50.13 ± 10.62

42.87 ± 11.69

＜ 0.001

STAI-trait

39.26 ± 9.49

34.94 ± 9.29

＜ 0.001

48.20 ± 9.94

43.68 ± 11.17

＜ 0.001

BIS-total

49.47 ± 8.37

46.46 ± 8.97

＜ 0.001

57.32 ± 8.48

53.31 ± 9.00

＜ 0.001

BIS-non planning

20.71 ± 3.88

19.60 ± 4.24

＜ 0.001

23.52 ± 3.77

22.11 ± 4.11

＜ 0.001

BIS-motor

14.25 ± 3.30

13.02 ± 3.32

＜ 0.001

17.88 ± 4.10

15.78 ± 3.75

＜ 0.001

BIS-cognitive

14.49 ± 2.83

13.92 ± 2.95

＜ 0.001

15.87 ± 2.62

15.42 ± 3.07

0.040

IAS : Young’s Internet Addiction Scale, ASRS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elf-Rated Scal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BIS : Barratt Impulsiven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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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S-hyperactivity

13

5.5

12

ASRS-impulsiveness

5

11

4.5

10
9

4

8

3.5

Baseline

After 5 weeks

Addiction

Non-addiction

Baseline

After 5 weeks

Addiction

Non-addiction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BIS-total

18

BIS-motor

17
16
15
14
13
Baseline

After 5 weeks

Addiction

Non-addiction

12

Baseline

After 5 weeks

Addiction

Non-addiction

Fig. 1. Interaction effect between change of psychopathology degree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from repeated measures ANOVA.
ASRS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elf-Rated Scale, BIS : Barratt Impulsiveness Scale.
Table 3.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odel for rel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and internet addiction tendency
Variables

95% Wald
Confidence interval

β

p-value

공군 신병의 기본 군사훈련기간에 따른 우울, 불안, 자살사고
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7주의 훈련기간 중 2주, 4주차에 우울,
불안을 보였으나 6주차에 정상범위로 안정되었고, 자살사고는

Lower

Upper

ASRS-inattention

0.075

0.044

0.106

＜ 0.001

ASRS-hyperactivity

0.092

0.034

0.149

0.002

ASRS-impulsiveness

0.022

-0.053

0.097

0.565

BDI

-0.008

-0.041

0.024

0.613

을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 수립 등이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주

STAI-state

-0.012

-0.036

0.012

0.311

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7) 경기도 소재 4개 소대의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군 복무기간이 길수록 군 적응정도

STAI-trait

0.046

0.021

0.071

＜ 0.001

BIS-total

-0.026

-0.113

0.062

0.562

BIS-non planning

0.082

-0.001

0.164

0.052

BIS-motor

0.119

0.013

0.225

0.028

-0.053

-0.153

0.046

0.295

BIS-cognitive

ASRS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Self-Rated Scale,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I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BIS : Barratt Impulsiveness Scale

2, 4, 6주 내내 정상범위에 속하였고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감소
되는 양상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이에 대해 군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의 향상, 단체생활

가 좋고, 스트레스와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군 적응정도가 낮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8) 본 연구에서도 훈련 전후 우울, 불안
에서 점수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군생활에 대한 적응 및 군사
훈련이 끝났다는 안도감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군병사들의 심리상태나 적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들은 있으나, 군인들의 인터넷 중독 여부와 심리상태의 관계에

경향 변화와 훈련 전후 심리 척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확인하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가 있

였다. ASRS-부주의(β = 0.075, p ＜ 0.001), ASRS-과잉행동(β

을 것으로 생각된다.

= 0.092, p = 0.002), State-Trait Anxiety Inventory(이하 STAI)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Beck 우울척

척도 중 특성불안(β = 0.046, p ＜ 0.001), BIS-운동 소척도(β

도, STAI 상태불안, 특성불안과 인터넷 중독척도 간의 정적인

= 0.119, p = 0.028)가 Young’s Internet Addiction Scale(IAS)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 우울감이 인터넷 중독의 선행요인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Table 3).

인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서로 간의 상승효과
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특성불안은 기질

고

찰

적 성격요인을 내포하므로 불안성향이 높음이 인터넷 중독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19) 본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는 대상들

연구에서는 이들 중에서 STAI 특성불안 척도에서만 인터넷 중

이 군 훈련 이후에 어떠한 심리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

독 경향 변화와 훈련 전후 심리척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는 군과 없는

특성불안은 그 사람의 기질적 성격요인이므로 우울이나 상태

군 모두에서 인터넷 중독 척도, Beck 우울 척도, STAI, BIS,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성불안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

ASRS 모두 유의한 점수의 감소를 나타냈다. 또한 훈련 전후

으며 이러한 성격요인이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었

ASRS-부주의, ASRS-과잉행동 척도, STAI 중 특성불안 척

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BIS-운동 소척도 심리 척도의 변화와 인터넷 중독 경향의
변화가 관련성을 보였다.
군병사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한편, 본 연구에서는 ASRS-과잉행동 척도, BIS-운동소척
도에서 척도결과의 변화와 인터넷 중독 경향의 변화가 관련성
을 보이고 있으며, 훈련기간과 인터넷 중독 경향과의 교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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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기존에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 간의 관
20)21)

련성을 이야기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특히 BIS 척도 중 운

동 충동성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2) BIS 척도 중 운동충동성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14) 이는 인터넷 중독 경향이 인지적 문
제나 무계획보다는 행동충동성 조절장애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 훈련 특성상 운동충동성이 조절될
가능성이 많고, 기존에 군사 훈련을 통해 인터넷 중독 치료의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23)24) 실제 이런 규율화된 환경에서의 운
동충동성 정도 변화가 인터넷 중독 경향조절과 연관성이 많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연구 대상이 19~22세의 남
성으로 제한되어 다른 연령, 여성에 대한 부분이 제한되었다
는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제한으로 인한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군 훈련을 받는 동안 변화된 운
동, 교육, 대인관계 증가가 어떤 추가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군 훈련 전후
의 차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상기 제한
점으로 기술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 경향 여부와 상관
없이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군사훈련 이후 인터넷 중독 경향,
우울, 불안, 충동성, ADHD 정도의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운동충동성, 과활동
성 등은 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운동충동성, 과활동성 등
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상기 정신병리와 인터넷 중
독의 연관성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기 정신병리의
조절을 인터넷 중독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인터넷중독·군 훈련병·충동성·과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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