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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탐

색 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하여 인터넷 독 청소년들을 만나는 

상담 장의 에 있는 상담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추출하 다. 수집된 자료를 다차원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개념도를 도출하고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차

원과 군집, 그리고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요성 정도를 악하 다.

본 연구의 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4명의 상

담자를 상으로 비연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한 질문을 개발하고 연구에 한 사 안내문을 제작하 다. 둘째, 

인터뷰 참여자는 2007년 이후 인터넷 독 청소년 상 11박 12일 기숙형 

치료학교로 운 되고 있는 인터넷 스큐 스쿨(internet rescue school) 

로그램의 상담자 13명과 인터넷 독 문 공립 는 사설 상담센터의 

상담자 7명으로, 총 20명의 상담자들이 상이 되었다. 인터뷰 된 모든 

내용은 녹음되고 축어록으로 사되었다. 셋째, 연구자를 포함한 4인의 

박사수료 이상 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내용을 

합의, 추출하 다. 이 작업은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으로 연구

자가 축어록에서 인터넷 독 증상과 련있는 모든 진술문을 도출하

고, 여기에서 증상과 련된 핵심어를 추출하 다, 이 핵심어를 바탕으

로 ‘인터넷 독 청소년들은 … 의 증상을 나타낸다’의 통일된 형태로 

진술문을 제작하 다. 다음으로 2회에 걸쳐 유사한 핵심어끼리 묶고 

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문

가 4인의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1차 분류에서 총 120개의 진술문, 2

차 분류에서 총 85개의 진술문으로 축약되었다. 넷째, 85개의 진술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4명의 상담자를 상으로 진

술문에 한 참여자 일치도를 체크하고, 1인의 상담심리 문가와 1인의 

임상심리 문가를 상으로 진술문을 명료화하고 복된 개념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85개의 진술문은 69개로 축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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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섯째, 최종 69개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진술문에 하여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컨셉맵핑연구 지원시스템에 속하도

록 하여 유사성 분류  요성 정도를 5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 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문 생성 인터뷰에 참여했던 상담자 14명과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담자 9명, 총 23명이 참여하 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다차원척도 분석과 차원상의 좌표값을 기 으로 한 Ward 

방식의 계층  군집분석과 K-means 비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도 분석 결과 2개의 차원과 

5개의 군집을 도출하 다. 가로축인 1차원은 ‘특정 인터넷 독 증상

(internet-specific addiction symptoms) - 비특이  인터넷 독 증상

(internet-unspecific addiction symptoms)’차원과 세로축인 2차원은 ‘개

인내 문제(personal problems) - 인 간 문제(interpersonal problems)’

차원으로 해석되었다. 군집은 1사분면부터 시계 방향으로 군집 1‘인터

넷게임 조   실 환(switch)의 어려움’(23개), 군집2 ‘인터넷게임

으로 인한 이상행동’(7개), 군집3 ‘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16개), 

군집 5 ‘학업  일상생활의 어려움’(13개), 군집 5 ‘인터넷게임 몰

입’(10개)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69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요도에 해 확인하 다. 분석결과 개별 증상으로는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와‘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한다’를 가장 요하게 평가하 고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 안 부 해 한다’,‘게임을 하기 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다’,‘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를 다음

으로 요하게 평가하 다. 군집별로는 군집4 ‘학업  일상생활의 어

려움’(4.18 ), 군집2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이상행동’(4.17 ), ,  군

집1 ‘인터넷게임 조   실 환(switch)의 어려움’(4.11 ), 군집 5 

‘인터넷게임 몰입’(4.10 ), ‘군집 3 ‘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

움’(3.66 ) 순으로 요하다고 평가하 다.

본 연구는 상담자의 인식을 심으로 상담자 의 독특한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을 도출하고 그 구조를 악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상담자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원인과 과

정, 결과를 포함하여 포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은 청소년의 인터넷 독의 문제에 해 교육 , 방 , 발달

으로 개입하는데 있어 유용할 것이다. 한 방법 인 면에 있어서 기존

의 인터넷 독 는 독 연구의 개념이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탐색 인 차원에서 상담자의 인식을 심으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근원 이고 직 으로 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측면은 궁극

으로는 지 까지 제시된 인터넷 독의 개념과 진단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에 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인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내용  구조는 상담

자의 을 통해 악되었으므로 직  상담자들에 의해 상담 장에서 

활용되기 용이하므로 실제 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주요어 :인터넷 독,개념도,청소년 인터넷 독,상담자 인식

□ 학번 :201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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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20세기에 들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획기 으로 변화, 발 시킨 인터

넷의 보 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  문

제도 가져왔다. 이와 련하여 1990년  Goldberg(1995)와 Young(1996)등

에 의해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한 독 개념이 제시된 후 많은 연구자

들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  결과를 주목하고 이러한 상을 정의

하고자 하 다. 

이러한 시도와 련하여 인터넷 독과 같이 반복  행 로 인한 부정

 문제를 개념화하기 한 몇 가지 방식이 제안되고 있는데 첫째는 인

터넷 독, 병 도박, 쇼핑 독, 병 도벽, 폭식 등과 같은 병리  행동들

을 충동-강박의 스펙트럼(impulsive-compulsive spectrum)안에 놓고 충동

조 장애로 분류하고자 하는 방식이다(Grant, Potenza, Weinstein, & 

Gorelick, 2010; Karim & Chaudhri, 2012; Sim, Gentile, Bricolo, Serpollini, 

& Gulamoydeen, 2012). 이러한 은 DSM-IV에 병 도박과 병 도벽이 

물질사용 장애가 아닌 충동조 장애(Impulse-Control Disorders Not 

Elsewhere Classified)로 분류된 것에 상응하는 이다(Petry, Blanco, 

Stinchfield & Volberg, 2012). 많은 충동조 장애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

에게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충동과 욕구를 자제하는데 실패하는 것, 그만

두기와 멈추기가 어렵다는 에 있어서 물질 독과 핵심  특징을 공유

하고 있다(Grant, Potenza, Weinstein & Gorelick, 2010; Westpal, 2007). 

가령, 성, 도박, 도벽 등의 병리  행동의 핵심은 충동성이고 모두 자제

할 수 없고(rush) 는 고양된 느낌(high)과 련되어 있다(Grant, Brewer 

& Potenza, 2006; Karim & Chaudhri, 2012). 이러한 에서 특정한 목

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 으로 문제가 되는 특성도 충동성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Grant, Potenza, Weinstein & Gorelick, 2010; Karim & Chaudhr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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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2; Shapira et al. 2003). 비슷한 에서 Greenfield(1999)는 강

박  인터넷 장애, Block(2008)은 강박 -충동  스펙트럼 장애로서 병  

컴퓨터 사용의 개념을 제안하 다. 

다음으로 비물질장애 혹은 행 독(non-substance or behavioral 

addictions)으로 구분하는 이다(Charlton, 2002; Goldberg, 1995; 

Griffiths, 1996; Pratarelli & Browne, 2002). 이는 비물질장애  행

독을 물질 독과 같은 하나의 독 카테고리에서 보는 최근 DSM-5의 개

정시에 취한 이다. 물질 독과 행 독은 자연사(natural history), 

독 상, 역작용에 있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본다(Grant, Potenza, 

Weinstein & Gorelick, 2010). 첫째, 자연사의 측면에서 둘 다 청소년기와 

기 성년기에 발병하고 성인집단보다 이 연령그룹에서 높은 유병율을 

나타낸다는 (Chambers, & Potenza, 2003: Derevensky, & Gupta, 2004; 

Dusenbury, Khuri, & Millman, 1992, 조성일, 2011 재인용), 만성 이고, 

재발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 한 정식 치료 없이 스스로 많은 사람이 

회복한다는 (spontaneous quitting)에서 비슷하다(Hodgins & 

El-Guebaly, 2000; McCartney, 1996; Slutske,  2006; Sobell, Cunningham 

& Sobell, 1996). 둘째, 독 상 측면에서 행 독자는 물질 독자가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행 를 하기 에 긴장(tension)과 고조

(arousal)을 느끼고, 행 를 할 때 짜릿함, 쾌감, 만족감을 느낀다(Grant, 

Potenza, Weinstein & Gorelick, 2010)는 것이다. 하지만 독행 를 계속 

할수록 는 물질을 계속 사용할수록, 행동하고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덜 즐겁게 되고  더 습 , 강박 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정  

강화에 덜 동기화 되고, 부 강화에 더 동기화 된다(Brewer & Potenza, 

2008; Potenza, Koran, & Pallanti, 2009). 따라서, 처음에는 쾌락을 해

서 계속하게 되었지만  즐거움을 해서가 아닌 못하는 상태를 피하

기 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역작용으로는 행 와 물질이 반복될

수록 비슷한 정 인 기분을 느끼기 해서 더 많은 행 와 물질을 사

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게 되고(Grant, Brewer, & Potenza, 

2006), 그 지 않으면 불쾌감이 느껴지는 단 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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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독 카테고리 안에서 물질 독과 비된 비물질 독/행 독으

로 구분하여 많은 학자들은 인터넷 독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Charlton, 2002; Goldberg, 1995; Griffiths, 1996; Pratarelli & Browne, 

2002).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독 개념과 련한 여러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독 상에 한 연구자 간의 합의는 여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Karim & Chaudhri, 2012; King, Delfabbro, Griffiths & 

Gulamoydeen, 2012; O’Brien, 2010). 우선, 인터넷 독에 한 용어와 

련하여서 연구자들은 ‘병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Davis, 2001; Morahan-Martin & Schumacher, 2000), ‘문제  인

터넷 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Caplan, 2002; Shapira, Goldsmith, 

Keck, Khosla, & McElroy, 2000), ‘과도한 인터넷 사용(excessive 

internet use)’(Hansen, 2002), ‘인터넷 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Douglas et al., 2008), ‘강박  인터넷 사용(compulsive 

internet use)’(Widyanto & Griffiths, 2006), ‘가상공간 독(cyberspace 

addiction)’(Suler, 2004), ‘높은 인터넷 의존성(high internet 

dependency)’(Davis, Flette, & Besser, 2002), ‘가상 독(virtual 

addiction)’(Greenfield, 1999), ‘병리  자미디어기기 사용

(pathological use of electronic media)’(Pies, 2009) 등으로 다양하게 지

칭하고 있다(Acier & Kern, 2011). 즉, 이는 인터넷 사용문제에 해 연

구자간의 공통되지 않는 다양한 과 입장이 존재함을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각 용어들이 같은 상을 지칭하고 있는지, 각기 다른 상을 말

하고 있는지에 해서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Acier & Kern, 2011; 

Hinic et al., 2008; King, Delfabbro, Griffiths & Gulamoydeen, 2012). 

한, 2013년 개정된 DSM-5에서 인터넷 사용 문제를 병 도박과 같은 비

물질 독에 포함하여 독 련장애(addictions and related disorders)로 구

분하고자 하는 시도와 논란이 있었는데(Block, 2008; Pies. 2009), 이 듯 

인터넷 독을 병리  상으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있어도 연구자들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사용 문제를 독이라는 병리



-4-

 상을 래하는 질환으로 야한다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독의 임상

 특성이 다른 물질 독이나 도박 독과 유사하여 충분히 진단기 을 

용할 수 있고(이 식, 2006; Hou et al., 2012; Kim et al., 2011; Kuss & 

Griffiths, 2012; Lin et al., 2012), 도박이나 물질 독과 유사한 독에 의

한 뇌활성화, 유 자다형성을 나타내며(김은  외, 2006; Pies, 2009), 유

사한 발생기 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지속 으로 보고하고 있다(이

식, 2006; Hou et al., 2012; Kim et al., 2011; Kuss & Griffiths, 2012; Lin 

et al., 2012). 이와는 반 로 인터넷사용 문제를 독이라는 병리  상

을 래하는 질환으로 보는 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

은 인터넷 독 증상인 단이나 내성이 실제 구조화된 연구에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생물학  근거가 매우 제한 이고, 공통 으로 나타

나는 공존질환의 증거가 빈약하다고(하지  외, 2000; Morahan-martin, 

2005; Pies, 2009) 보고한다. 한, 인터넷 독이라는 별개의 질환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 한 연구

가 제한 이므로 아직 독립 인 질환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

한다(Acier & Kern, 2011; Hinic et al., 2008; Morahan-martin, 2005; Pies, 

2009).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은 결국 인터넷 사용 문제를 독립된 질환으

로 간주하기 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인터넷 독 상에 

한 증거가 좀 더 수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터넷 독 개념의 모호성과 실제로 인터넷을 문제 으로 사

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한 상 악이 부족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터넷 독 연구들은 인터넷 독 그 자체를 이미 

독립된 질환으로 가정하고 많이 연구되어져 왔으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2b), 주로 인터넷 독 상에 한 악보다는 진단척도의 개발과 

향요인, 치료 개입 방안 등에 치 하여 왔다(장재홍, 김 , 2009). 한, 

상을 악하기 한 방법 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터넷 독의 구성요소

와 기 이 되는 증상이 제시되고 있으나(Beard, & Wolf, 2001; Ko et al., 

2005; Shapira et al., Tao et al., 2009; Young, 1998) 이 연구들은 주로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자기보고한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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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독 증상의 기 을 제시하

는 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게 증상의 기술에 해 자기보고식의 방식

에 의존하는 것은 연구의 비용이나 차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빈번하게 

행해지지만 실제 행동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Baumeister,  Vohs & Funder, 2007; Shaffer & Martin, 2011; Shaffer, 

Peller, Laplante, Nelson, & Labrie, 2010)는 문제 이 있다. 무엇보다 

문가들이 장애의 개념을 제안하고, 각 장애를 정의하기 한 진단범주를 

선택하는 DSM식의 ‘ 에서 아래로(top down)’ 근은 표면  수 에서

의 문가들의 합의 기 을 제시함으로써 그 내면의 매커니즘을 설명하

기에는 부족해보인다(Boudreau, Labrie & Shaffer, 2009).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아직 개념 자체가 모호한 단계에 있는 인터넷 독 상의 모습

을 악하기 하여 인터넷 독 증상을 심으로 탐색 인 차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재까지의 인터넷 독의 연구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

는 병리유발  요인을 바탕으로 인터넷 독에 해 정의하고, 개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면(배주미, 조 미, 김경은, 2012), 본 연구는 기존의 

인터넷 독 연구나 다른 독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이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 인 수 의‘아래에서 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인터넷 독 증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인터넷

독 상 악을 하여 직 이고 근원 인 자료를 구하는 데서 출발하

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궁극 으로 지 까지 설명하기 어려웠

던 인터넷 독의 개념과 진단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을 설명해  수 있

는 이론 인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 상 탐색을 하여 특히 청소년을 상으

로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인터넷 독 개념에 한 연구자들의 

논의와는 별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독으로 인한 많은 신체 , 인 계

, 학업 , 직업  측면에서의 부정  향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성, 홍세 , 최 림, 원장원, 2008; 김은주, 김민경, 2009; 서미아, 

2007; Karim & Chaudhri, 2012; Spada, 2014; Young, 1998). 특히 인터넷

독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정서 , 심리  발달  정체성 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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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한 휴

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Brenner, 1997; Kim et al., 2012; Liu, & Potenza, 

2007). 실제로 국내 인터넷 독율 조사를 살펴보면 성인의 인터넷 독률 

6.8%에 비해 청소년의 인터넷 독률은 12.8%로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a). 

다른 독 연구에서도 청소년기는 역동 인 발달과정에 있다는 , 

정서 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성이 높은 특성이 나타나는데( 명자, 김택

호, 김은 , 2002; 박경란, 김희숙, 2011), 특히 청소년은 독 상에 

해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Gupta & Derevensky, 2000; Kaplan & 

Sadock, 2003; Shaffer, 2000). 특별히 독에 더 취약한 시기가 있으며

(Hyder & Juul, 2008), 약물사용과 같은 물질 독의 경우 청소년기에 해

당하는 십  후반에서 이십  반이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알

려져 있다(Derevensky, & Gupta, 2004; Dusenbury, Khuri, & Millman, 

1992, 조성일, 2011 재인용). 더구나 독 과정이 무 어린 나이 때 시

작되었을 경우 독으로 쉽게 빠져들 뿐 만 아니라 지속성과 결과의 심

각성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덕희, 송순인, 2010; 

Dickson, Derevensky, & Gupta, 2004; Gupta & Derevensky, 1998; 

Jacobs, 2000; Lynch, Maciejewski, & Potenza, 2004; Vitaro, Wanner, 

Ladouceur, & Brendgen, 2004). 이러한 상은 청소년 인터넷 독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인터넷사용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인터넷 독 상이 훨씬 더 심

하고, 심리 , 신체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다(이창욱 외, 

2009; Leung, 2007; Pallanti, Bernardi & Quercioli, 2006; Yuan et al., 

2012). 심지어는 뇌 구조  뇌 활동에 있어서의 부정  향 한 보고

되고 있다(심도 , 이순형, 2005; Lin et al., 2012; Yuan et al., 2011).  

다른 청소년 인터넷 사용 문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신

체   정서 으로 변화없는 고정된 상태이라기 보다는 역동 으로 변

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개입을 하는 가에 따라 증상

의 호 이 가능하며 이후 성인기의 정신건강의 기 가 되는 주요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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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기 때문이다(강경미, 2013; 김승옥 & 이경옥, 2007; 김주연,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Brenner, 1997; Lerner, 1987).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독 자료를 얻는 원천으로 

상담자를 삼고자 한다. 상담자는 인터넷 독이 의뢰되는 장에서 직

으로 청소년을 하면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터넷 독 청소년에게 

어떤 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말해  수 있는 문가이며(Acier & 

Kern, 2011), 진단과 평가의 입장 보다는 문제해결과 효과 인 개입의 

을 취하고 있고(구  외,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Acier & 

Kern, 2011),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Gladding, 

2009), 과도기  상태에 있는 청소년 문제 개입을 하여 인터넷 독 증

상과 련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합한 상이라 단되었다. 다른 정

신건강 문가와 구별되는 상담자의 치료  으로써 상담자는 개입의 

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있으며, 문제발생의 방  건 한 발달

과 성장을 진하는데 있다(구  외, 2005; 김계 , 2000, 김동일 외, 

2013; 박성수 외, 1997; 양명숙 외, 2013; Gladding, 2009). 상담자의 역할

에 해서 이장호(1980)가 제시한 상담자의 역할은 정보제공, 의사결정, 

조언의 기능을 하는 생활지도와 성격  정신장애를 다루는 심리치료와 

구별되면서도 첩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로 내담자의 태도, 행동, 

사고의 변화  심리  갈등의 해결을 주요 상담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Gladding(2009)도 상담자의 역할을 병리 인 문제 뿐 아니라 의미

를 찾고 응하도록 돕는 개인내 문제와 인 계 문제를 다루는 것, 

더 잘 기능하기 원하는 내담자를 돕는 것, 발달 이고 재 인 과정에

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역할을 감안하

을 때 상담자들이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은 다른 문

가의 과는 구별될 것이다. 가령, 상담자들은 의학  에서와 같

이 병리와 비병리를 단하고 장애를 진단하고, 외부로 나타나는 최종

인 행동 결과를 증상에 반 하는데 이 있지 않으므로 장에서 내담

자들을 만나면서 병리와 비병리, 독과 비 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그 과도기  상태에서 어떠한 상이 일어나는지 말해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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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심이 정상/비정상의 병리성 유무를 

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면 임상 장에서 행동, 태도의 변화, 사고  심리  

갈등의 해결이 주 역할인 상담자의 으로 증상을 정리하는 것이 청소

년 인터넷 독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제 이고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상담자의 이 요한  다른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 장에

서 인터넷 독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Acier & Kern, 2011), 교사나 

학부모에 의해 곧바로 병원 치료세 을 찾기보다는 상 으로 심리  

장벽이 낮은 상담기 을 찾게 된다는 에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

원의 인터넷 독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2a)에 따르면 인터넷

독 문제로 상담치료를 받고 싶은 방법으로 복응답을 허용했을 때 개인

상담이 80.1%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병원치료가 가장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뢰 시 에서 상담자가 인터넷 사용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문제 단과 개입에 주요하게 향을 미칠 것

이다. 가령, 상담장면에 내담자가 의뢰되었을때 인터넷 독의 문제를 비

행이나 학업 단 등의 문제로 혼동하여 다루지 않기 해 상담자들은 어

떤 기 과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 독을 단할지에 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독의 문제 단을 한 민감도가 높아지

고, 효과 인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 상담자들이 

어떻게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인식하고 있는지 정리된 바가 없으며 

이에 한 정보와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인식하

고 있는 인터넷 독 증상을 종합  요약함으로써ㅓ 인터넷 독 내담자

가 의뢰되었을 때 상을 설명하고 개입의 단을 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독 상을‘아래에서부터 로’탐색

해 나가기 해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 다.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은 구조화된 개념화(structured conceptualization)의 한 방법으로

(Kane & Trochim, 2007) 탐색 단계에 있는 개념이나 문제 역을 다루

는데 있어 유용하다(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김지 , 2007;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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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2007; 정찬석, 2005).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독의 

증상은 아직 그 개념이 공식 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탐색  차원에서 살펴보는 개념도의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단되었다. 주로 상담에서의 개념도 연구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들이 

특정 경험을 일반 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조사하기 해 사용되고 있

다(민경화, 최윤정, 2007). 한, 개념도의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귀납  결과를 이끌어낸다

는 측면에서 질  연구 근과 유사하다(김지 , 2007; 최한나, 2007). 즉, 

연구 주제 련자들의 구조화된 논의과정이라는 질 인 방법을 통하여 

이들이 인지하는 풍부한 경험  자료를 이끌어내고, 이를 군집분석과 다

차원척도법 같은 양 인 방법을 활용하여 객 화하기 때문에 질 연구와 

양 연구의 장 을 이끌어내고 각각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방법

이다(최윤정, 김계 , 2007; Goodyear, Claibon, Lichtenberg, & Wampold, 

2005). 한, 특정 주제에 한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구조  

개념화 과정에 실제 맥락에서 련 있는 계자들이 직  참여하기 때문

에 실제 장의 요구와 인식을 고려하도록 도와 다는 것이 주요한 장

이다(권순애 & 김 종, 2006; 박 미, 2009; Kane & Trochim, 2007). 인

터넷 독 청소년을 만나는 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자들이고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 독의 증상에 한 자료는 실제와 근 하면서도 

실에 용가능한 실용 인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

념도의 결과물로 나타난 차원과 군집은 상담자들에게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이해하는 기 과 유형을 알려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독의 상을 근원 인 차원에

서 살펴보기 해 증상의 탐색을 출발 으로 하 다. 이를 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 상담자를 상으로 하 으며, ‘아래에서 로’

올라가는 탐색  근방법으로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 다. 최종 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은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측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인터넷 독의 구성요소와 공통되는 는 구별되는 인터넷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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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담 장에서 상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

년 인터넷 독 개입에 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궁극 으로는 지 까

지 제시된 인터넷 독의 개념과 진단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에 해 설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 자료

의 원천이 상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자에 의해 활용되기 용이할 것이다. 

를들어, 심상담자를 상으로 하는 인터넷 독 로그램 구성시 반

할 수 있고, 인터넷 독 척도의 구성에 있어 어떤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측면이 반 되었고 는 반 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독으로 의뢰된 내담자가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는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보고 특성을 악하

고 개입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담자의 에서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을 

탐색 ・귀납  방법으로 밝혔다는 , 인터넷 독의 주 험 상인 청

소년을 상으로 한다는 , 장에서 인터넷 독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상담자 에서의 인터넷 독 증상을 정리함으로써 실제 인 정보를 제

공한다는 , 그리고 상담자들이 상담 장에서 용할 수 있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이론 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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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탐색에 

있다. 상담자가 인식하는 독특한 인터넷 독 증상을 도출하여 상담 장

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와 그 이론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인터넷 독의 개념이나 구성요소 는 

기존 독 연구에서 제시되어온 개념과 구성요소가 아니라 상담 장에

서 인터넷 독 청소년을 만나는 상담자들의 을 통하여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직 이고 근원 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인식에 근거하여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내용을 도출하고, 결과로 도출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차원과 

군집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에 근거한 본 연구의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은 무엇인가?

2)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차원과 군집은 무

엇인가?

3)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상 인 요성

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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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용어

1) 인터넷 독

물질 련  독장애(Substance 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는 

담배, 마약, 술과 같은 독 물질을 사용하거나 도박 등의 독 행

를 반복 , 지속 으로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 응  증상

을 일컫는다(권석만, 2014). 하지만 인터넷 독의 경우 재까지‘

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분명한 진단 거와 조작  정의가 

합의된 것이 없다(Acier & Kern, 2011; Hinic et al., 2008; King, 

Delfabbro, Griffiths & Gulamoydeen, 2012). 하지만 최근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가 으로 통용되면서 인터넷의 사용 문제로 인

하여 엄격한 진단 거를 용한 병리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의 장

애가 유발되는 상에 해서 주로 통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

터넷 독이라는 용어를 엄격한 정신병리상의 거를 용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 로 청소년이 ‘지나치고 지속 인 인

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 , 심리・정서 , 사회 ・직업 으로 심

각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에 해 청소년‘인터넷

독’이라 지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APA, 2013; Jennifer & Regina, 

2009).  

2) 증상(symptom)

증상이란 환자가 병이나 상처를 지닐 때 나타나는 상태나 모양을 

가리키며 질병의 존재를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키백과, 2014). 임

상의학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징후가 

구분되지만 정신상태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모호하며 환자 는 찰

자가 묘사하는 비정상  정신 상을 증상으로 간주한다(Sims, 2003). 

한, 비정상  증상은 신체  증상, 정신  증상 는 객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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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증상으로 나 어질 수 있는데 객  증상은 찰자에 의해 

인식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말하고, 주  증상은 망상, 환각, 

강박사고, 감정, 신체감의 이상 등 환자 자신이 직  체험하는 것이다

(송지 , 2009). 

정신의학  진단에 있어서는 질환(illness)의 원인이 밝 지기 에

는 증후군(syndrome)의 개념이 통용되며, 이 증후군의 원인이 규명되

면 질병단 로 인정된다(송지 , 2009). 증상의 악은 증후군을 구성

하기 해 이루어지며 어떤  독립된 질환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

인 단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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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청소년의 인터넷 독

1) 청소년 인터넷 독의 특성

20세기의 등장한 새로운 미디어로서 인터넷은 근성과 편리성을 겸

비하여 특히 청소년에게 잠재 으로 부정  결과를 가져오는 독 상

으로서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다른 독들이 주로 성인을 심으로 많

이 발생하는데 비해 인터넷 독은 청소년층에서 높은 유병율을 나타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a). 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간의 수용과 체가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김동일 외, 2012; 황화성, 손승혜, 최윤정, 2011),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

이 앞으로의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한 부정  향의 주 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  한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독 상에 해 취약한 시기로 보고된다(Gupta 

& Derevensky, 2000; Kaplan & Sadock, 2003; Shaffer, 2000). 약물사용과 

같은 물질 독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소년기인 십  후반에서 이십  

반이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Dusenbury, Khuri, 

Millman, 1992, 조성일, 2011 재인용). 특히, 독 과정이 무 어린 나이 

때 시작되었을 경우 독으로 쉽게 빠져들 뿐 만 아니라 지속성과 결과

의 심각성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Lynch, Maciejewski, & 

Potenza, 2004; Vitaro, Wanner, Ladouceur, & Brendgen, 2004). 이러한 

청소년기의 독 상에 한 취약성은 인터넷 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로 나타나는데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이 낮을 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

하고(Brenner, 1997),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인터넷 독 상이 훨씬 더 

심하고, 심리 , 신체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다(이창욱, 김

진, 박이진, 조근호, 채숙희, 박재우, 이희미 & 주아네스, 2009). 

한, 청소년기의 특징은 신체   정서 으로 변화없는 고정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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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라기 보다는 역동 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높은 충동성과 정

서  불안을 보이는 시기이다( 명자, 김택호, 김은 , 2002; 박경란, 김

희숙, 2011). 더불어 성인기로 이어지는 요한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 어떤 개입을 하는 가에 따라 증상의 호 이 가능하며 이후 성

인기 정신건강의 기 가 되는 심리치료의 주요한 개입 시 이기도 하다

(강경미, 2013; 김승옥 & 이경옥, 2007; 김주연,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Brenner, 1997; Lerner, 1987). 따라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인터넷

독은 다른 발달단계에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기존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해서 청소년기의 인터넷 독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  측면

청소년은 생물학  측면에 있어 발달이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

히 성장과정에 있다는 에서 성인의 독과는 차별화 된다. 인지구조

와 정서구조에 있어서도 두뇌가 아에서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일정한 

발달  성숙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아직 성인의 뇌에 비해 불

안정하다(조수철, 신민섭, 2006). 인터넷 독이 뇌구조에 미치는 향과 

련하여서도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은 인지기능의 손상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Kuss, & Griffiths, 2012; Lin et al., 2012; Yuan et al., 

2011).   

이와 련하여 Kuss와 Griffiths(2012)는 19개의 인터넷  게임 독과 

뉴로이미지 연구를 리뷰하 는데 연구자들은 과도한 인터넷과 게임의 사

용은 실제 뇌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분

자수 에서 인터넷 독은 도 민활동의 감소로 인한 반 인 보상 결핍

(overall reward deficiency)이 나타나고 신경계의 기회로망 수 에서 

신경 응과 구조 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의 생물학 인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남상천과 송기상(2010)이 20  

남자 학생을 상으로 fMRI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자극에 뇌가 어

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독과 련있는 뇌의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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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상체계의 핵심 인 역할을 하는 뇌 변연계의 활성화 정도가 온라

인 게임 독 지수와 높은 상 (.7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 으로 다른 물질이나 행  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사

용을 멈추기가 어려운 뇌 역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특정 뇌의 역과 련하여 인터넷 독과 두엽 기능의 손상

이 많이 련지어 설명되어지고 있다( 혜연, 명호, 민, 2011; Du 

et al., 2011; Du et al., 2012; Liu et al., 2013). Liu와 그의 동료들(2013)

의 연구에서는 각각 14명의 인터넷 독 사용자와 일반사용자의 fMRI 촬

하여 비교한 결과 인터넷 독자의 두엽 기능의 하를 보고하고 있

다. 마찬가지로 혜연, 명호와 민(201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 

성향자의 두엽 실행기능의 특징을 알아보기 하여 의사결정의 특징, 

충동성 측정, 반응억제수 을 알아보는 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인

터넷 독 성향자 집단은 충동 이고 인지  유연성이 떨어지며, 목표지

향 , 미래지향  행동을 재하는 두엽의 일부 기능이 하되어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다른 연구로서 인지  과제 수행 기능의 향과 련하여 박민  

외(2011)은 인터넷 독군 청소년 59명과 비 독군 청소년 43명을 상으

로 비교를 하 다. 비 독군에 비해 독군의 청소년들은 지능이 더 낮

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해력 항목에 있어 상당히 낮은 수를 보 다. 

한, 수 암기 역에 있어 인터넷 독 시 이 어릴수록 수행능력이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도 , 이순형(2005)의 연구에서도 컴퓨터 게

임 독성향에 따른 집단 간의 두뇌 상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컴퓨터 

게임 독 성향 집단의 아동 21명과 독되지 않은 비교집단 아동 21명

을 상으로 좌반구성 인지과제, 수 계산하기, 읽기과제 수행 시의 뇌

를 측정하 다. 각 장 별로 활성도를 구한 결과 인지과제 수행시 게

임 독 성향군 집단의 뇌가 비교군의 뇌보다 덜 활발하게 활동하고 더 

많은 스트 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인

터넷 독의 경우 반 인 발달과 학업과 련된 인지 인 기능에 까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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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청소년기의 뇌 구조의 변화는 기능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수철, 신민섭(2006)에 따르면 뇌손상은 1차 으로는 정서구조, 2

차 으로는 인지구조가 손상되는데 성인기에 이르면서 자연 인 성숙의 

힘으로 인지구조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만 손상의 정도가 큰 정서구조

의 병  상태는 계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터넷

독이 약물 독, 도박 독 만큼 병리  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생물학 으로 향을 미쳐서 

이후 성인기의 기능까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  한다. 그러므로 

생물학 인 측면에서 인터넷 독의 부정  결과는 청소년기 인터넷 독

에 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나. 발달  측면

발달  에서는 비정상 인 행동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

님을 가정한다. 즉, 개인과 환경간의 오랜 기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로 생겨난다고 본다(Cummings, Davies, & Campell, 2000). Compas와

Hinden 그리고 Gerhardt(199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동안의 응여부

에 따라 다양한 발달궤도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발달궤도

는 구불변하지도 않고, 기의 응수 이 후기의 응수 을 측하

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발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청소년기의 발

달과업으로 학교생활 응, 학업성취, 친구들과 어울리기, 규칙에 따르는 

행동 배우기, 방과 후 활동 참여, 동성  이성과 가까운 친구 계 형성, 

자아정체감 형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인터넷에 한 지나

친 몰입은 이러한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래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생활에 가장 요한 일부가 되기 때문에 

학업 , 인지 , 인 계  측면에서 기능 하와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김병성, 홍세 , 최 림, 원장원, 2008; 김은주, 김민경, 2009; 서미아, 

2007; Karim & Chaudhri, 2012; Spada, 2014; Young, 1998). 특히 학업



-18-

인 측면에서 인터넷 독 청소년들은 학교를 잘 가지 않으며, 학업성 이 

떨어지고, 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보이고(박경호 외, 

2011; Tsitsika et al., 2011), 학교 규칙도 무시하고, 학교생활에 잘 응

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서미아, 2007). 

인지발달의 측면에서는 Piaget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재의 사고나 

가정을 미래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형식  조작기에 해당한

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인지능력은 거의 성인 수 에 가깝지만 자신

의 사고와 행동에 해 신 하게 숙고하기는 힘든데 이러한 측면으로 인

하여 청소년 문제는 좀 더 외 화된 행동 표 으로 나타난다. 주로 청소

년 인터넷 독의 외 화된 특징으로는 비행행동과의 련성이 많이 보고

된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일탈 인 커뮤니티와의 이 잦을수

록 일탈행동은 증가할 뿐 아니라 일탈 인 행동에 해 허용 인 의식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Daniel, 2008). 더구나 청소년의 인터넷 상의 

일탈행동은 가상세계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세계에서의 일탈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김소정, 2010), 충동성과 공격성을 학습 모방하여 

살인이나 폭력범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해경, 

2002).  

인 계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청소년기는 사회성의 발달이 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서미아, 2007) 래 계의 요성이 무엇보다 부

각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터넷 사용은 래와의 소통을 한 청소년 

문화의 일부이다. 래와의 계는 청소년 인터넷 사용의 험요소이면

서 보호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이 기, 2011), 인터넷 독 경향성은 청소

년이 친구 계를 정 으로 는 부정 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이계원, 2001).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 인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 독에 한 다

각 인 개입이 가능한 것이 성인의 독과 구별되는 측면이라 할 수 있

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이 시기에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성

인기의 응수 을 조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 인 개입이 특별히 더 

실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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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  인 계의 추구

 조선미, 김 수, 신윤미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의뢰한 청소년의 71.9%가 친구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인터넷

을 과다사용하는 청소년은 실에서보다 가상  세계에서의 인 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종범, 1999; 양돈규, 2003; 윤재희, 1999; 이

상 , 2007). 인터넷상의 폭력게임과 채 독 집단의 인터넷 반복 속

의 주요한 요인이 바로 “여러 사람과 사귈 수 있다”는 사회  동기

었다(이해경, 2001).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의 하나가 

바로 가상  인 계의 추구성이다. 인터넷에 독된 청소년의 인

계를 살펴보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높으며 외로움의 정도

가 심할수록 사회  상호작용을 인터넷이 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조

란, 이화자, 2004). 청소년들의 인터넷 독을 측하는 요인으로 실

세계의 낮은 인 계 효능감임이 보고되고 있고(송원 , 1999), 이보경

과 이재창(2003) 연구에서는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독 

경향의 40%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aplan(2003)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회  상호작용의 선호가 문제  인터넷 사용으로 발

하게 하는 요한 원인으로 보고하 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상호 계

하려는 목 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독을 가장 잘 측하는 것으로 

보고된다(Kraut et al., 1998).

  한 친구가 없는 청소년일수록,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독 

증상이 심각해지고 스트 스 처기제가 해결 심보다는 감정악화, 회

피  방략을 사용하면서 더욱 더 가상세계에 빠져든다고 보고되고 있다

(안정임, 김동규, 2000; 윤 민, 2000). 더구나 독 으로 사용하는 청소

년들은 사회기술이 부족하고 래들과 갈등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며

(Engelberg & Sjoberg, 2004) 오 라인상의 인 계를 잘 하지 못할 때 

인터넷상의 계를 탐닉하면서 독  사용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난

다(하지  외, 2000). 따라서, 래와의 교류, 래문화가 요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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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한 가상  인 계의 추구는 청소년의 인터넷사

용 형태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2)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인터넷 독의 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터넷 사용에 한 갈망 

물질 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행 에 한 강한 갈망은 독

의 기 단계에서 보고되는 상이다(Nakken, 1996). 행동을 시작하기 

에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되고, 행동을 통하여 불안이 어들며 정  기

분(mood) 상태 는 물질에 취했을 때와 비슷한 “ 정(high)”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Grant, Potenza, Weinstein, & Gorelick, 2010). 한, 이러

한 갈망에는 정서조 의 장애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Castro, Fong, Rosenthal, & Tavares, 2007), 강렬한 갈망은 독과정 내

내 나타나서(Castro, Fong, Rosenthal, & Tavares, 2007) 독의 쾌락 인 

측면만 기억하고 고통은 부정하거나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강한 갈망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Nakken, 1996). 인터넷 독에서도  이러한 갈

망이 보고되는데 Griffiths(2000), Shapira와 그의 동료들(2003), 

Young(1998)은 인터넷 독의 주요한 특징으로 제안하 다. 인터넷 독에 

있어 갈망을 나타내는 증상으로, 인터넷 독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하

지 않을 때에도 항상 게임에 해서만 생각하고 게임을 할 생각에 사로

잡 있는 상태를 보고한다. 

나. 내성과 단

내성과 단은 인터넷 독 뿐만 아니라 모든 독 장애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핵심 증상이다(권정혜, 2013). 내성은 인터넷을 할 때 의도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하는 경향과 련되는데 인터넷을 하는 많은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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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안정임, 김동규, 2000). 하지만 

인터넷 독에 있어서는 내성이 핵심 인 구인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Griffiths(2001)는 14시간 이상 게임을 해도 일상생활의 문제가 없으면 

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Charlton과 Danforth(2007)은 게임을 단순

히 오래하는 사람까지 독군으로 포함했을 때 독군이 과 추정될 수 

있음을 지 하 다. 즉, 과도한 행 와 독 인 행 는 일부 겹치는 부

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두 가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청소년 인터넷 독에서 내성 상은 ‘  더 많은 시간

을 인터넷 사용으로 보내고, 더 자극 인 것을 찾으며, 컴퓨터를 끄고 

빠져나오기 힘들며, 처음에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하게 되는 증

상’등(박경호 외, 2001)으로 나타난다.  

단증상과 련하여 DSM-5에 제시된 알코올과 같은 물질 단의 진

단기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권석만, 2013). 알코올 섭취를 단한 이

후 몇 시간 는 며칠 이내 다음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1) 자

율신경계 기능항진(발한 는 맥박수가 100회 이상 증가), 2) 손떨림 증

가, 3) 불면증, 4) 오심  구토, 5) 일시 인 환시, 환청, 환  는 착

각, 6) 정신운동성 조증, 7) 불안, 8) 발작.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사

회 , 직업  는 다른 요한 기능 역에서 임상 으로 심각한 고통

이나 장해를 나타내면 단으로 진단 될 수 있다. 이 기 은 알코올에 

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알코올의 신체내 화학  작용과 히 연

되는 반면 인터넷 독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조감에 시달린다’,‘수업 에도 게임소리가 귓 을 맴돈다’,‘밤마

다 잠자리에 우면 천장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고, 그속에 장면이 어

지럽게 펼쳐진다’등(박경호 외, 2001)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독 

증상은 물질 독과 비슷하게 이 보다 더 많은 만족이나 쾌락을 얻기

해 인터넷을 더 오랜시간 사용해야 하는 내성이 생기고, 안하면 불쾌감

이 느껴지는 단 상을 경험한다. 하지만 인터넷 독은 물질 독에 나

타나는 의학 으로 심각한 단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Grant, Potenza,  

Weinstein, & Gorelick, 2010)는 측면에서 차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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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  학교 부 응

인터넷 독 연구자들은 인터넷 사용의 병리성의 유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향 

유무에 달려있다고 말한다(Charlton & Danforth, 2007; Griffiths, 2001). 

왜냐하면 인터넷에 독된 사람들은 부분의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투

자하고 몰두하기 때문에 인터넷 밖 세상의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

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독이 되었을 때 가장 먼  찰되는 것이 학

업과 학교 생활의 부 응 측면이다. 인터넷 독은 학교 응  사회성 

발달 하에 향을 미치며(노지 , 2010), 김 우(2011)의 연구에서는 학

교생활 응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게임 독 수 에 따라 일반

응, 수업태도 응, 교우 계 응, 학교행사 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업태도 응의 경우 밤늦게까지 인터넷 게임

을 하기 때문에 수면부족과 피로감을 겪으며 이는 수업시간의 집 력 상

실 등으로 이어져 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인터넷에 독된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서원과 한지

숙(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여 게임 독이 등교거부경

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학업성 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인터넷게임을 오래하는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어와 수학 등 학업성 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김은엽, 이지 , 

2012), 인터넷 독 수 이 높을수록 학습을 해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 , 2006). 한 학습의 가치를 인식하

는 성취가치 요인에 있어서도 고 험사용자군들은 일반사용자군보다 유

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이 학업수

행이나 학업성취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라. 조 의 어려움

인터넷게임에 익숙해진 독 청소년들은 게임의 즉각 인 피드백과 

보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한 학습에 인내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측면은 병 도박자들의 특징에서도 나타나는

데 병 도박자들은 도박으로 인하여 장기 으로는 부정 인 결과가 래

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 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즉각

인 만족을 추구하는 근시안 인 특징을 보인다( 혜연, 명호, 

민, 2011). 통제력의 상실은 독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 인 특성

으로(권재환, 2008),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독으로 발 하는 핵심  

요인이다(Davis, 2001). 이러한 인터넷 독 청소년들의 즉각 인 만족추

구와 충동 인 성향은(김신희, 안창일, 2005; 이계원, 2001; 한정선, 김세

, 2006; Lee et al., 2012), 인터넷이 제공하는 빠른 피드백과 반응의 기

기 인 특성이 부합하여 더욱 더 독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에 독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 조 이 안되기 때문에 

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며 규칙 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밤낮이 바 게 되며 불규칙한 식사습 을 보인다(김은주, 김민경, 2009). 

 

마.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독자들은 독이 오래 진행될수록 다른 사람과 의미있는 계를 맺

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게 된다(Nakken, 1996). 이

게 독행 에만 몰두하면서 형성된 고립감은 독 상태를 더욱 더 악화

시키게 된다(Parker, Taylor, Eastabrook, Schell, & Wood, 2008). 인터넷

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기능이 하와 함께 나타나는 

상이 인 계의 문제이다(박경란, 김희숙, 2011; Li, Chung, 2006; 

Tonioni et al., 2011). 인터넷 게임의 경우,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오 라인에서의 만남이 어듬으로써 개인간 계의 질은 감소되고 사회

 불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o, Wang, & Fang, 2005).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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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족, 특히 부모와의 갈등과 래 계의 어려움을 많이 보고하고 있

는데(서미아, 2007), 래 계는 장단기 으로 사회   인지  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계로부터 배울 수 없는 특수한 사회  기

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다. 하지만, 인터넷 독 청소년들은 원만한 

친구 계가 어려움을 나타내며(김선우, 2002), 친구의 수가 을수록, 사

회성향이 낮을수록 인터넷 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조남근, 양

동규, 2011). 한, 친구의 정서  지지에 있어서도 인터넷 비 독집단이 

독집단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안석, 2000). 가족과의 계에

서는 인터넷사용과 련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갈등을 많이 보고하

는데, 인터넷을 하느라 가족과의 화량이  어들게 되고 가족행

사, 가족간의 외식, 여행 등의 가족 활동을 기피하는 등 인 을 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선우, 2002).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어서는 독

집단 청소년이 비 독집단 청소년에 비해 지나치게 합리 으로 상황만을 

시하거나, 산만하고, 명령 이고 지시 인 것으로 나타난다(이소 , 권

정혜, 2001). 한, 문제해결에 한 태도도 부정 , 충동 이며 유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이소 , 권정혜, 2001) 이러한 인 계능력의 

결손은  다시 독  행동을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Parker, Taylor, 

Eastabrook, Schell, & Wood, 2008). 따라서, 원인 계를 명확하게 알 수

는 없지만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은 청소년이 발달의 맥락에서 학습해야 

할 사회기술습득에 부정 인 향을 주고 받음을 알 수 있다. 

바. 신체  증상

인터넷에 독된 사람은 많은 시간을 고정된 자세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신체 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선, 일상생활의 부분을 인

터넷을 하는데 보내기 때문에 규칙 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불규칙한 식사습 이 나타난다(Christensen, Orzack,  Babington, & 

Patsoaughter, 2001). PC방 등에서 게임을 하면서 라면이나 빵 같은 간편

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식의 식습 은 신체 으로 성장할 시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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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에게 양의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한다(Kim, Park, Kim, Jung, 

Lim & Kim, 2010). 실제로 인터넷 독 청소년들을 찰하면 래보다 왜

소하거나, 비만인 경우가 종종 에 띈다. 신체 으로 왕성한 발달시기

의 양공 의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은 궤양, 웨염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져오기도 한다(황순길, 두진 , 2011). 한, 지나치게 게임에 몰두한 

청소년들은 공통 으로 소화불량, 어깨 결림, 피로, 요통 등이 나타나며

(박승민, 김창 , 천명재, 2005), 오랜 시간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 피로가 쌓이며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서미아, 2007). 더구

나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느라 잠을 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의 

량이 고, 게임에서 본 장면의 잔상이 남아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

도 생기고 잠을 자는 동안 심하게 뒤척이거나 벌떡 일어나는 등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러한 반복 인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만성 인 피로가 쌓이는 상이 나타난다(임미란, 2006). 

사. 실구분장애

 인터넷 독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실세계로 착각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실감각이 떨어지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정형

식, 최수아, 장미라, 2006).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있기 때문에 독 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

에게는 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이 찰되고 있다(성한기,  

안경옥, 2005). 인터넷상의 세계와 실의 세계가 첩되어 나타나는 

상은 다른 독증상과 구별되는 인터넷 독의 고유 증상 의 하나이다. 

최원희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독 험군은 일반사용군에 비

해 인터넷 게임 속에서 실제감을 강하게 경험하고, 게임을 하는 도 에

도 상호작용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게임 속의 일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김성동, 이지훈, 

2007), 게임에서 본 행동을 그 로 따라해서 비비탄 총이나 물총을 쏘기

도 하고(오혜 , 이은경, 송수민, 이윤희, 2011), 게임에서의 상황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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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느껴서 게임 상 를 실제로 찾아가서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다. 

아. 일탈행동 

인터넷 독 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비행이나 실제 

실에서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독과 사이버 비행간에는 

한 상 계가 제시되고 있으며(이성식, 2005; 조남근, 양돈규, 2001, 

라민오, 2001),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킹, 폭언이

나 악 , 음란물 게시, 허 사실 유포, 성폭력과 같은 일탈행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을 매개로한 일탈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소정, 2010). 가령, 5, 6학년 등학생 조차도 인터넷

독 고 험군의 경우 비도덕 인 행 를 지르고(조미헌, 신경선, 

2004), 등학생의 68.3%가 음란물에 한 노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김선우, 2003). 더구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은 온라인에서의 

일탈행동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데, 비싼 아이템을 가로채거나, 부모님 

등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등의 불법 인 행 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러한 온라인상의 비행은 실제 실에서의 비행에서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나순희, 2003) 가령, 음란채 과 음란물 독은 성

련 비행을, 폭력게임은 폭력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조아미, 

2000). 한 일상생활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는 일이 흔하며 때

로는 과다한 비용을 인터넷 게임 등에 지출하기 때문에(Tsai & Lin, 

2003), 게임을 하기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는 등의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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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독의 개념

1) 인터넷 독의 정의

우리가 삶을 더 편안하게 하고 즐기기 해서 하는 행 가 과도하게 

되었을 때 ‘ 독’ 이라는 정신장애로 분류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논

의가 있어왔다. ‘ 독’이란 의미는 ‘생활의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과

도하게 빠져있다’, ‘자주 반복한다’, ‘조 하기 어렵다’ 는 것을 

나타낸다(김교헌, 2002). 통 으로 독은 알코올, 약물과 같은 외생물

질에 의존하여 신경 응상태를 래하는 것을 의미하 으나(Karim, & 

Chaudhri, 2012), 최근에는 물질의 투입 없이 부정 인 결과에도 불구하

고 특정행동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독으로 구분함으로써 독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Brown, 1993; Griffiths, 1996; Miller, 1980; Shaffer et al., 

2004).

병 도박과 같은 행 를 독 모델에 용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신

경생물학, 유 학, 공통 인 심리사회  험요소, 치료에 한 반응, 동

반질환 연구 등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다(Westphal, 2007). 

Brown(1993), Griffiths(1996), Miller(1980), Shaffer와 그의 동료들(2004)의 

연구는 독의 상을 물질 뿐 만 아니라 비 물질 독까지 포함하는데 

공헌하여 왔고 특히 Griffiths(1996)는 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과도한 

행동의 범 를 컴퓨터, 온라인게임, 인터넷 사용까지 넓혔다(Westphal, 

2007). Griffiths(2005)의 구성요소모델(the component model of addiction)

에 의하면 인터넷 독 사용자들은 다른 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게임 몰입(salience), 도취감(euphoria), 내성(tolerance), 단(withdrawl 

symptoms), 갈등(conflict), 재발(relapse and reinstatement)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Kuss & Griffiths(2012)의 인터넷 게임 독 경

험에 한 10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도 독자들은 물질 독

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한 인터넷게임 몰입, 무드 변화, 갈등, 단증

상, 갈망과 재발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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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정신건강의 심각한 이 될 수 있

고 다양한 부정 , 심리사회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Kuss, & 

Griffiths, 2012) 독으로 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하지만 모

든 연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 사용 문제에 해서는 

연구자 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한 각자 다른 의견들은 인터넷 독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

지 않았으며 상을 악하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필요함을 시사한

다. 

재까지 정리된 인터넷 독의 정의에 해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문제를 인터넷 독이라고 분류하는 입장에 해 비  에 있는 연

구자들은 첫째, 인터넷 독을 구성하는 명확한 구성개념이 없고 그에 

한 이론이 부족하다는 (Davis, 2001), 둘째, 기존 독 개념을 인터넷 

독에 용하기에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Beard & Wolf, 2001), 셋째, 인터넷 독이 다른 동반 질환과 

함께 발생하므로 인터넷 독과 기타 질병 증상 사이의 인과 계가 모호

하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b; Morahan-martin, 2005)을 들어 한계

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사용 문제를 병리 인 독 문제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

장에서는 인터넷 독 개념이 제안된 이후 물질 독이나 도박과 같은 다

른 행  독 등과 유사한 발생 기 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 으

로 보고되고 있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이 식, 2006; 한국정보화진흥

원, 2012b; Hou et al., 2012; Kim et al., 2011; Kuss & Griffiths, 2012; 

Lin et al., 2012). 즉, 인터넷 독의 진단  유병률 연구, 공존질환, 신

경생물학  뇌 상, 유  요인, 병리  인터넷 사용의 측 요인, 인지 

기능의 변화, 신체  해 요인과 치료 연구들의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b). 한 무엇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

한 병리  사례가 임상 으로 찰되고, 특히 청소년을 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 인 결과가 지속 으로 보고되

고 있다는 (이창욱 외, 2009; 하지  외, 2000; Leung, 2007; Pall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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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ardi & Quercioli, 2006; Yuan et al., 2012)이 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실을 반 하여 DSM-5  발간 작업에서는 인터

넷 독을 병 도박과 같이 물질과 독장애 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

도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도박연구에 비해 상 으로 역사가 길지 않

으며 축 된 경험  연구의 부족으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역

으로 보고 부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DSM-5에서 인터넷 독과 비슷한 기

을 가지는 행 독으로 분류되는 병 도박이 물질 독과 함께 물질과 

독 장애 역으로 분류됨에 따라(APA, 2013) 앞으로 과다한 인터넷 사

용을 설명하는 독 행동은 알코올  약물을 설명하는 물질 독과 동등

한 수 에서 설명되어 질 것으로 상된고 있다(김은  외, 2006; 이

식, 2006; 유희정 외, 2003).

2) 정신장애 진단 분류체계(DSM)에 의한 개념

DSM은 1952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에 의해 처음 DSM-I이 출간된 이래로 최근 DSM-5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분야의 표  참조틀이 되어왔다(고진경, 2013). DSM에서는 장

애의 임상  특징을 설명하고 각 진단별로 세부 인 진단기 을 규정하

고 있다(서국희 외, 2001; Frances, 2013). 한 병인론보다는 내담자가 

나타내는 증상에 주목하고 있고(김형수, 김계 , 2005), 특정 질환의 진단

기 에 부합 여부에 따라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는 범주  

을 취하고 있다(고진경, 2013; 서국희 외, 2001; Frances, 2013). 이러한 

DSM식의 분류체계에 의한 독의 기 은 Young(1999)이 인터넷 독의 

기 으로 DSM-IV의 병 도박의 구성요소를 빌려온 이래로 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충동  사용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독의 구성요소로도 

용되고 있다. <표 1>는 DSM-IV의 물질의존, 병 도박 기 과 인터넷

독 K-척도 기 에 한 비교표이다. 

<표 1>의  병 도박의 기 을 살펴보면 도박 그 자체와 경제  손실, 

도박으로 인한 언쟁, 과도한 빚 같은 도박행동에서 직  래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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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집 하고 있다. 즉, 병 도박의 분류는 내담자의 성격, 발달과정, 

기 의 원인들에 한 고찰과는 별도로 병 도박이라는 하나의 질병단

를 고안해내기 충분한 행동과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화하는데 주목하고 

있다(Valleur & Bucher, 2010). 이러한 은 최근 장애를 분류하는데 

있어서도 용이 되는데 장애의 기 에는 여러 유사한 공존질환이 겹쳐

서 나타나며 특정 장애만의 기 에 깔린 독특한 원인이나 발달과정, 특

정 성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기 에 깔린 요소들이 외부의 특

정 방식으로 표 되는 것이라는 이다(Boudereu, Labrie, & Shaffer, 

2009; Shaffer et al., 2004). 

최근 개정된 DSM-5에서는 기존의 물질남용과 의존의 구분을 없애고, 

독 련장애로서 약물남용의 기단계와 마지막 단계인 약물의존의 단

계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연속선상에서 보고자하 다(고진경, 2013; 

Frances, 2013).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진단을 내리기 해 필요한 증상

의 수가 어들어 독 기의 조기 재가 가능하여 여러 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 수 있다는 이 이 있으나 일시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부 한 낙인을 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고진경, 2013; Frances, 

2013).  

특정 질환에 나타나는 증상의 기  바탕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느냐

의 여부에 따라 병리 는 비병리를 단하는 DSM 식의 진단방법은 오

랫동안 문제 으로 지 되어 왔다(고진경, 2013; 서국희 외, 2001; 

Frances, 2013). 즉, 증상을 카테고리화하여 해당 장애로 진단내릴 수 있

는 사람과 진단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상은 연속 이며 다양한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차원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것

이 의학  분류에 있어 단 으로 꼽힌다. 인터넷 독의 진단에 있어서도 

인터넷 독의 증상 구성요소를 통해 독 유무를 단하는 척도를 제작

하여 왔는데(Beard & Wolf, 2001; Shapira et al., 2003; Ko et al., 2005; 

Tao et al., 2009; Young, 1998), 병리성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 임상  

임계치(clinical threshold)에 한 동의가 없고, 컷오 (cut-off) 용에 



-31-

한 기 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Acier, & Kern, 2011; Boudreau, 

Labrie, & Shaffer, 2009). 

따라서 재 인터넷 독의 문제를 DSM의 의학  분류체계에 기 해 

개념화하고 진단 기 을 제시하기에는 임상  증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

이며 상에 한 탐색 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 인터넷 독 

문제의 경우는 기능의 손실과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DSM 진단기 이 문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성인을 진단하기 해 개발된 것이므로(AACAP, 

1997) 진단기 을 완 히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한, 청소년은 재는 

장애 진단에 해당되는 기 을 완 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추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애로 발달 할 수 있는 험성이 높은 , 기에 

한 정확한 평가와 효과 인 치료 개입이 있다면 훨씬 더 빠르고 덜 고

통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에서 방  개입이 

필수 이다(Erk, 2008).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 독 문제에 해 개입하기 

해서는 병리 는 비병리를 단하기 한 의학  에서가 아니라 

청소년 상담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리 인 단계로 넘어가기 이  단

계에서 보여주는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의 탐색이 개입에 한 효과

인 자료를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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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질 의존(알코올 독) 병 도박 인터넷 독(K-척도 기 )

내용

임상 으로 심각한 장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 응 인 물질 사용 양상이 다음에 열거한 
진단 항목 가운데 3개( 는 그 이상)항목으
로 지난 12개월 사이에 어느 때라도 나타난
다.
(1)내성,다음  하나로 정의된다
(a) 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해 매우 
많은 양의 물질이 요구된다.
(b)동일 용량의 물질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히 감소한다.
(2) 단,다음  하나로 나타난다.
(a)물질에 특징 인 단 증후군(특정 물질 

단에 한 기  참조)
(b) 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해 동
일( 는 유사)물질을 사용한다.
(3)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나 
훨씬 오랫동안 물질을 사용한다.
(4)물질 사용을 단하거나 조 하려고 계
속 노력하지만 뜻 로 안된다.
(5)물질을 구하거나( :여러 의사를 방문하
여 물질을 구하거나 먼 곳까지 물질을 구하러 
다닌다),물질을 사용하거나( : 담배), 는 
물질의 효과에서 벗어나기 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6)물질 사용으로 인해 요한 사회 ,직업

 활동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인다.
(7)물질 사용으로 인해 지속 으로 반복
으로 신체 ,정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물질을 사용한다( :코카인
으로 우울증이 유발되었음을 알면서도 코카
인을 사용하고,알코올로 인해 궤양이 악화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음주를 한다).

다음  5개( 는 그 이상)항목을 충족
시키는 지속 이고 반복 인 비 응 인 
도박행동
(1)도박에 집착한다
(2)바라는 흥분을 얻기 해 액수를 늘
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가 있다
(3)도박을 조 하거나 이거나 지시
키려는 노력이 반복 으로 실패된다.
(4)도박을 이거나 지시키려고 시도
할 때 안 부 못하거나 과민해진다.
(5)문제로부터 탈출하기 한 수단으로 
는 불쾌한 기분을 덜기 한 수단으로 

도박한다
(6)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흔히 만회하
기 해 다음 날 도박 에 되돌아간다.
(7)도박에 여된 정도를 숨기기 해 
가족들,치료자, 는 타인들에게 거짓말
을 한다.
(8)도박 자 을 조달하기 해 조 지
폐,사기,도둑질,착복 같은 불법 행 를 
지른다.
(9)도박으로 인해 요한 계가 태
로워지거나 직업 ,교육  기회나 출세
의 기회를 상실한다.
(10)도박으로 야기된 망 인 경제 상
태에서 벗어나기 해 돈 조달을 남에게 
의존한다.

1.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 보다 
나빠진 것 같다.
2.오 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3.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
하고 재미가 없다.
4.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하고 
싶다.
5.인터넷을 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
다.
6.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
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7.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 부 못
하고 조해 진다.
8.인터넷 사용 시간을 이려고 해보
았지만 실패한다.
9.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
로 못한 이 있다.
10.인터넷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
다.
11.인터넷 사용을 여야 한다는 생각
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2.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이 있다.
13.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인
터넷이 생각나지 않는다.
14.주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무 
많이 한다고 지 한다.
15.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
다

<표 1> 진단기  비교: 물질의존, 병 도박, 인터넷 독(AP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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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다른 게이머들과 함께, 지속 이고 간헐 으로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

며, 12개월 동안 다음의 항목  5가지로 인하여 임상 으로 한 손상과 

장해를 일으킨다. 

3) 인터넷 독의 구성요소

인터넷 독을 진단하기 하여 Young(1999)의 인터넷 독검사가 개발

된 후 국내에서도 국내 실정을 반 한 많은 인터넷 독 척도들이 개발되

어 사용되어 왔다(박승민, 김창 , 천명재, 2005). Young(1999)의 인터넷

독의 진단기 에서는 DSM-IV의 병 도박의 기 을 가져와서, 과도한 

인터넷 사용시 내성, 단, 갈망, 일상생활의 장애와 같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Young이 제안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이후 많은 인터넷 독 척도가 구성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b). 

국내에서는 국규모의 표 화 작업을 거친 K-척도(김청택 외, 2002)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척도에서는 내성, 단, 일상생활장애 이외에 

가상  인 계지향성, 정  기 , 일탈행동, 실구분장애의 7가지 

기 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인터넷 독의 기 이 Young의 있어서는 내

성, 단, 집착, 일상생활장애와 같은 물질 독의 특징에 한정했던데 반

해, K-척도에서는 인터넷만의 특성을 반 하여 인터넷 독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요인들을 진단기 에 포함시키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b). 특히, 가상  계(혹은 세계) 지향성‘의 구인의 경우 인터넷

독과 다른 물질, 행  독을 구분지어 주는 특성으로 나타난다(김동일 

외, 2008; 박승민, 김창 , 천명재, 2005).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들은 일반 인 청소년 인터넷 독 경향성을 척

정하는 척도(강만철, 오익수, 2002;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김청택 

외, 2002)와 온라인 게임 독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김유정, 2002; 이형

, 안창일, 2002)로 나 어진다(박승민, 김창 , 천명재, 2005). 우선 

2013년 발간된 DSM-5의 부록에 포함된 인터넷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표 2> DSM-5의 인터넷게임장애의 구성요소(AP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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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게임에 한 집착(이  인터넷 게임 활동에 하여 생각하고 다

음 게임을 측한다; 인터넷 게임이 일상의 심이 되는 활동이 된다)

2.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때 단 증상이 나타남(이 증상들은 형 으

로 짜증, 불안, 슬픔으로 나타나며 약물의 철수로 인한 신체 인 증상

이 아니다)

3. 내성-인터넷 게임에 보내는 시간이 차로 증가함

4. 인터넷 게임 사용 통제시도의 실패

5. 인터넷 게임 사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을 제외한 흥미, 과거의 취미

활동, 심의 상실

6. 심리사회 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터넷 게임 사용

을 지속함

7. 인터넷 게임 사용시간과 련하여 가족, 치료자  다른 사람을 속임

8. 부정  기분( , 무력감, 죄책감, 불안)을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하여 

인터넷 게임을 사용함

9. 인터넷 게임 사용으로 인하여 요한 계, 직업, 교육  직업  기회

를 손실하거나 어려움에 빠짐. 

주) 도박이 아닌 인터넷 게임만이 이 장애에 포함됨. 사업이나 문 인 

목 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취미활동이나 사교 인 목

으로 사용될 때도 포함되지 않음. 성 인 목 으로 운 되는 인터넷 사

이트의 경우에도 제외됨

이와같이 인터넷 독을 별하는데 있어 DSM-5에서는 9가지  5가

지 이상의 진단기 을 제시하고 있고, 부분의 척도에서도 독의 기

수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독의 진단유목으로 분류하는 방

식이 합하지 않다는 입장이 있는데 Beard와 Wolf(2001), Charlton과 

Danforth(2007), Tao와 그의 동료들(2010)은 인터넷 독을 구분하는 핵

심요소와 부가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를 들어, 내성 구인의 경우 인

터넷을 단순히 많이 한다는 그 자체를 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시

에 인터넷 독인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시간 인터넷을 하는 특징을 보이

기 때문에 핵심요소라기 보다는 부가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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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상기

1)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① 인터넷에 집착: 이 의 온라인 활동에 해 생각하거나 다음의 온라

인 활동에 해 기

② 단: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 불쾌감, 불안, 짜증, 지루함으로 나타남

2) 어도 하나 ( 는 그 이상) 조건이 충족해야 함: 

① 내성: 만족하기 해 필요한 시간이  증가함

② 지속 인 욕구 는 그만두고자 하지만 조 에 성공하지 못함

③ 부정 인 심리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 

지속

④ 인터넷사용의 직 인 결과로서,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외한 흥미, 

과거의 취미활동, 심사의 감소

⑤ 부정  정서상태(무기력, 죄책감, 불안 등)를 벗어나기 해 인터넷을 

사용

B. 배제 기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정신증  장애나 양극성 Ⅰ형 장애로 더 잘 설명되

지 않음

C. 기능  손실: 사회 , 학업, 직업 능력의 손상  계, 직업, 교육, 진

로 기회의 손실

D. 과정 진단: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매일 인터넷 사용이 6시간 이

상(업무  학업 용도 이외로 사용) 

이러한 을 반 하여 Tao와 그의 동료들(2010)은 독을 별하기 

해서 꼭 필요한 필수 거와 부수 거를 구분하여 <표 3>과 같은 기 을 

제안하고 있다. 

<표 3> Tao와 그의 동료들(2010)의 인터넷 독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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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b)에서 인터넷 독을 구성하는 핵

심요소와 부가요소 련하여 문가들을 상으로 델 이 연구를 하

다. 연구결과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 독의 기 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

답한 주진단 8개와 과반수 이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6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인터넷 독

의 핵심증상과 부가증상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표 4>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인터넷 독의 핵심증상과 부가증상

DSM-5에 제시하는 증상 델 이연구 K척도 Tao et al.

A. 인터넷 게임에 한 집착 핵심증상 단 핵심증상

B.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단 증상
핵심증상 단 핵심증상

C. 내성: 인터넷 개입에 보내는 시간이 

차로 증가함
핵심증상 내성 부가증상

D. 인터넷 게임 사용 통제 시도의 실패 핵심증상 내성 부가증상

E. 부정 인 심리  결과를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 지속
핵심증상

일상생활

장애
부가증상

F.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외한 흥미, 과거

의 취미 활동, 심사의 감소
없음

정

기
부가증상

G. 우울한 기분을 회피하거나 경감하기 

하여 인터넷을 사용함
부가증상

정

기
부가증상

H. 인터넷 게임에 보내는 시간에 하여 

가족 구성원, 치료자  다른 사람들을 

속임

부가증상 일탈행동 없음

I. 인터넷 게임 사용으로 인하여 요한 

계, 직업, 교육  직업  기회에서 어

려움에 빠짐

핵심증상
일상생활

장애

기능

손실

DSM-5에 제시하지 않는 증상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 라인의 상호작용

보다 더 편하다. 
부가증상

가상세계

지향
없음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을 하

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다. 
부가증상

실구분

장애
없음

3개월이상 지속, 업무, 학업용도이외에 매

일사용시간이 6시간 이상
없음 없음 과정진단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정신증  장애나 

양극성 Ⅰ형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없음 없음 배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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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인터넷 독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

면 공통 으로 인터넷 게임에 한 집착,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때 

단증상을 핵심증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의 내성  충동통제 등

과 같은 증상들은 연구자 별로 핵심증상 는 부가증상으로 다르게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DSM-5를 비롯한 국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

성요소를 살펴보면 주로 단, 내성, 일상생활장애를 심으로 일반 

독에서 포함하고 있는 증상은 히 반 되어 있지만 인터넷 독이 제

공하는 독특한 증상인 상호작용이나 환상을 반 하는 가상세계지향, 

실구분장애, 정  기 와 같은 과정상의 상은 반 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 독의 독특성

인터넷 독에 있어서 요한 이슈 의 하나는 인터넷 독을 독립된 

개념의 새로운 상으로 정의할지, 는 다른 정신장애가 표 되는 통

로, 즉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다(Acier & Kern, 

2011). 이와 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독에 이르는 경로는 

두가지 유형, 즉, Griffiths(2000)가 제시한 인터넷 상의 독(Addictions 

on the Internet)과 인터넷에 한 독(Addictions to the Intern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상의 독(Addictions on the Internet)은 

인터넷에 독되는 사람들이 인터넷 자체가 가진 특성에 매료된다기 보

다는 특정 독 내용을 달하고 강화시키는 매개체로서 인터넷에 독

된다고 보는 것이다(Griffiths, 2000; Hinic et al., 2008). 즉, 여기서 인터

넷은 사이버 섹스, 온라인 쇼핑, 사이버 스토킹, 병  게임 사용과 같은 

다른 인터넷상의 활동들이 나타나는 장소이고, 내용을 달하는 매체체

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다. 둘째, 인터넷에 한 독(addiction to the 

internet)은 다른 매체에는 가능하지 않는 인터넷 자체에 독되는 것을 

말한다. 표 인 로 MMORPG(Massively Multiplayer Role Playing 

Game) 독자를 들 수 있는데, 인터넷 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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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류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다(Ng and Wiemer-Hastings, 

2005). 이들이 MMORPG 유형의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게임을 하

면서 경험하는 실시간 사회  상호작용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MORPG 게이머들은 다른 게임유형을 즐기는 게이머보다 게임을 하면

서 화를 하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게임을 하는 동안 가상역할을 

나 고, 부가된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게이머와 략을 수행하면서 온라

인상의 친구를 사귀는 등의 가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Lo et al., 

2005). 이러한 인터넷상의 가상  인 계는 실에서의 계와는 달리 

실제의 경제  수 , 외모, 가정환경, 다른 개인이 처한 상황과는 계없

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제 실에서와는 달리 거 당하거나,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순간에 계를 단할 수 있는 통

제감을 경험할 수 있다. Turkle(1995)은 같은 오락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인터넷과 텔 비 의 차이 을 언 하 는데, “텔 비젼은 단순히 

우리가 수동 으로 보면서 즐기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은 우리의 

두뇌를 사용해서 지  하고 있는 행 이며, 가상세계를 들어가서, 그 속

에서 ‘무엇인가가’되는 것이다”라고 인터넷이 제공하는 가상  세계

의 특성을 강조하 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자체가 제공하는 가상  

상호작용성의 특성은 다른 독과는 구별되는 인터넷 독 만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독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가장 매력 인 

독성 속성인 상호작용성(Caplan, 2003)이 심이 되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 반 되어 나타나는 병리  사용과 섹스 독, 도박 독, 게임 독 

등 기존의 독 내용에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이 합쳐져서 더욱 진  

강화되는 병리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몇몇의 연구들에서 인터넷은 

기존의 내용 독을 진, 강화하는 매개체의 역할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도 하지만(Hinic et al. 2008), 최근 연구들에는 인터넷 고유의 상호작용성

의 제공이 독  속성을 띠고 병리  사용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한다. 

가령, 인터넷을 통해 SNS와 같은 사회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독  속성을 많이 나타내며(Li & Chu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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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인터넷 독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이 나타난다(하지  외 2000; Li, & Chung, 2006). 가령,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만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성은 최근 다른 형태의 미디

어매체를 통하여 확 되고 있는데, 이들 매체들은 실시간성, 즉시성 등

을 통해 기존 매체가 제공하고 있던 일방향성의 소통이 아닌 방향 소

통을 강화하고 있고,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확 하고 있다. 이러한 인

터넷만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성은 인터넷 독만의 특수한 특성이 될 것이

며, 향후 인터넷 기반의 매체들의 독  사용의 바탕으로 주목해야할 

특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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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들에 한 상담자들의 인식

을 탐색 으로 악하여 청소년 인터넷 독의 특성을 밝히는데 있다. 이

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인지하는 풍부한 경험  자료를 이

끌어내고 이를 양 분석을 통해 구조화하는 개념도(concept mapping)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개념도는 탐색 단계에 있는 개념이나 문제 

역을 다루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귀납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질  

연구 근과 유사하다(김지 , 2007). 하지만 이러한 경험  근을 취하

면서도 분석 차가 구조화되어 있고, 양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는 에

서 수집된 경험  자료를 질 으로만 분석하는 근법과는 다른 강 을 

지닌다(민경화, 최윤정, 2007). 한, 개념도 근 방식은 특정 주제에 

한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요한 개념요소들을 심으로 포 인 

그림을 그려낼 뿐 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  개념화 과정에 실제 맥락에

서 련 있는 계자들이 직  참여하기 때문에 실제 장의 요구와 인

식을 고려하도록 도와 다는 것이 주요한 장 이다(박 미, 2009). 따라

서 많은 인터넷 독 청소년이 의뢰되는 장의 에 있고, 실제로 인

터넷 독 청소년들이 보이는 증상을 다루는 상담자의 경험을 악하는 

것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이 장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로서 청소년 인터넷 독을 이해하는 기

자료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를 작성하기 해 다음의 세 가지 기본과정을 수

행하 다. 첫째, 개별 인터뷰를 통해 상담자들의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생각과 경험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 축약,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상담자들이 직  비구조화된 분류작업을 통해 유사한 개

념을 묶고 생각과 경험을 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다차원척도

법과 군집분석을 통해 자료를 통계 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진행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터넷 독에 한 상담자들의 내재화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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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며, 도출된 내용 에서 개념 으로 유사한 집단이 구분되게 된다

(Paulson 외, 1999). 결과 으로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상담자의 인식

의 차원으로 도출되고 상담에 한 용과 시사 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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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각 단계별 참여자는 인터뷰 질문 개발 참여자, 인터뷰 참

여자, 진술문 통합과정의 참여자, 진술문 피드백 과정의 참여자, 진술문 

유사성 분류  요성 평가 참여자로 구분된다. 

1) 인터뷰 질문 개발 참여자

인터뷰 질문 개발 과정에는 총 3명의 문가가 참여하 다. 참여자들

은 모두 박사학 를 소지하고 있으며 남자 1명, 여자 2명으로 이들의 평

균연령은 48세 다. 한 명은 다수의 양 , 질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교수이며, 한 명은 상담심리 문가 자격을 소지하고 청소년상

담기 에서 다년간의 인터넷 독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한명은 임상심리 문가 자격을 소지하고 사설센터를 운 하며 인터넷

독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는 문가이다. 

이들은 연구자가 사 에 작성한 질문의 성과 타당성을 면

히 검토하고 평가하 으며 장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여겨지는 

안을 제시하 다. 한 실제 인터뷰시 고려할 사항에 해서 피드백 

하 다.  

2) 인터뷰 참여자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을 밝히는

데 목 이 있으므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아이디어 진술

문을 생성하기 하여 상담자들을 인터뷰하 다.

참여자들이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아이디어를 진술하기 

해서는 청소년 상담 뿐 만 아니라 풍부한 청소년 인터넷 독 상담 경

험이 필수 이다. 따라서, 실제 장에서 인터넷 독으로 의뢰된 청소년

을 문 으로 상담하는 참여자 선정이 필요하 고, 이에 따라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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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심으로 인터넷 독 청소년을 모집

하여 치료하는 11박 12일 기숙형 ‘인터넷 Rescue 스쿨’의 상담자를 

심으로 참여 상을 섭외하 다. 인터뷰에 참여한 상담자는 구, 

, 충남, 주, 남에서 모집되었다. 한, 인터넷 독 공립, 사설 상담

센터에서 다년간 인터넷 독 청소년을 주 상으로 치료하는 상담자를 

상으로 하 다. 섭외시 풍부한 청소년 인터넷 독의 경험에 한 아이

디어를 이끌어내기 해서 기본 인 상담자의 상담경력을 고려하여 참여

자를 선정하 다. 연구 참여자 선정과 의뢰는 연구자가 일 일로 섭외하

고 의뢰하 다.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 인 인   경

력사항은 <표 5>과 같다. 

본 연구 이 에  참여자  총 4명이 비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에 

참여하 는데, 2명은 질문 개발에 참여하 고 이를 바탕으로 2명의 

상담자에 해서 비면 을 실시하 다. 이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본 연

구에 반 하 다. 본 연구에는 총 20명의 상담자가 참여하 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성별에서는 여자 17명(85%), 남자 3명(15%)이었으며 

학력은 모두 석사졸업 이상으로, 박사학 자는 6명(30%), 박사수료  4명

(20%), 석사학 자  10명(50%)이었다. 소속기 은 청소년상담기 이 13명

(65%), 인터넷 독상담기 이 4명(20%), 사설상담기 이 3명(15%)이었다. 

상담실무경력에 있어서는 5년에서 25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경력

은 12년 이었다. 인터넷 독 상담 경험에 있어서는 3년에서 15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경력은 6.4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공은 상

담・심리・임상 공이 16명(80%)이고, 나머지 교육학 3명(15%), 사회복

지 1명(5%)이었다. 주 상담 근 방향은 복응답을 허용했을 경우 인지 

 인지행동 13명(65%), 실치료 4명(20%), 정신역동  분석 3명(15%), 

해결 심 2명(10%), 기타 정서 심(5%), 통합 (5%)이 각 1명이었다. 반

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평균 12년의 상담경력으로 상담

반에 해서 꽤 풍부한 상담경험을 갖추었으며, 문 인 치료가 시작된

지 역사가 길지 않는 인터넷 독이라는 세부 인 역에 있어서도 평균 

6.4년의 상담경력으로 비교  풍부한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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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상담 근에 있어서도 특정 기 이나 이론  근에 한정되

지 않으므로써 편 되지 않은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인식을 포

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하 다. 

연번
성

별
소속

상담경력(

인터넷 독

상담경력)

독상담

사례수
공

주상담

근방향

상담자1 여 청소년상담기 20년(15년) 50 임상심리 인지행동

상담자2 여 청소년상담기 8년(4년) 50 교육상담 인지행동

상담자3 여 청소년상담기 8년(6년) 300 교육학 통합

상담자4 여 청소년상담기 7년(3년) 50 상담심리 정신역동

상담자5 여 청소년상담기 5년(3년) 50
임상
상담심리 정신역동,인지

상담자6 여 청소년상담기 20년(7년) 50 교육학 인지행동

상담자7 여 청소년상담기 21년(6년) 120 교육심리
인간 심,
해결 심

상담자8 남 청소년상담기 7년(5년) 70
상담,임상심

리
실치료

상담자9 남 청소년상담기 9년(4년) 1500 상담심리 실치료,인지

상담자10 남 청소년상담기 10년(7년) 100 심리학(상
담심리)

실치료

상담자11 여 청소년상담기 20년(6년) 100 상담심리 실치료

상담자12 여 청소년상담기 8년(7년) 210 교육학 인지,정신분석

상담자13 여 청소년상담기 8년(7년) 100 상담심리 인지행동,정서

상담자14 여 독상담기 7년(4년) 100
상담
임상심리

인지행동

상담자15 여 독상담기 7년(7년) 50 심리학 인지행동

상담자16 여 독상담기 6년(5년) 50 상담심리 인지행동

상담자17 여 독상담기 8년(5년) 50 상담심리 인지행동

상담자18 여 사설상담기 25년(7년) 50 상담심리 인지행동

상담자19 여 사설상담기 13년(5년) 40 사회복지
해결 심,
인지행동

상담자20 여 사설상담기 24년(15년) 1500 임상심리 인지행동

<표 5>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 참여자의 인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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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문 통합  피드백 과정 참여자

 

진술문 통합과 피드백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진술문 생성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하여 각 단계의 참여자를 달리하 다. 첫 번째 단

계로 아이디어 진술문 통합과정에서 본 연구자를 포함한 총 4명이 참여

하 다. 이  2명은 상담 공 박사학 를 가지고 있으며, 1명은 상담

공 박사과정 수료생이다. 남자 1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

령은 36.3세이다. 평균 상담경력은 8년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통합된 

진술문에 해서 모호한 개념을 구분하고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작

업을 상담심리 문가 1명과 임상심리 문가 1명을 통해 수행하 다. 두 

사람은 모두 련 문가 자격증과 박사학 를 소지하 고, 여성이며, 

평균 연령은 43.5세 다. 세 번째 단계에서 종합된 진술문 내용에 하

여 참여자 검토를 실시하 다.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과정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상담자 4명을 상으로 진술문의 의견 반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

다. 이 과정에서 종합된 진술문 내용이 쉽게 이해되는지, 빠져도 될 

진술문이 있는지, 추가해야 할 증상이 있는지에 해서도 의견을 수집하

다. 

4) 진술문 유사성 분류  요성 평가 참여자

종합된 69개의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에 해서 유사성과 요성

을 평가하 다. 상담자들은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69개의 진술문을 분류

하고 각 문항의 요도에 따라 5  척도로 응답하 다. 이 작업에서는 

아이디어 진술문 인터뷰에 참여한 상담자 14명과 청소년 인터넷 독의 

상담 경험을 가진 상담자 9명이 참여하 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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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별
소속

상담경력(인

터넷 독

상담경력)

독상

담

사례수

공
주상담

근방향
비고

상담자1 여 청소년상담기 8년(4년) 50 교육상담 인지행동

아이
디어
생성
인터
뷰
참여
자

상담자2 여 청소년상담기 7년(3년) 50 상담심리 정신역동

상담자3 여 청소년상담기 5년(3년) 50
임상
상담심리

정신역동
,인지

상담자4 여 청소년상담기 21년(6년) 120 교육심리
인간 심
,

해결 심

상담자5 남 청소년상담기 7년(5년) 70
상담,임상
심리

실치료

상담자6 남 청소년상담기 9년(4년) 1500 상담심리 실치료
,인지

상담자7 남 청소년상담기 10년(7년) 100
심리학(상
담심리)

실치료

상담자8 여 청소년상담기 20년(6년) 100 상담심리 실치료

상담자9 여 청소년상담기 8년(7년) 210 교육학
인지,정
신분석

상담자10 여 청소년상담기 8년(7년) 100 상담심리
인지행동
,정서

상담자11 여 독상담기 7년(4년) 100
상담
임상심리 인지행동

상담자12 여 독상담기 7년(7년) 50 심리학 인지행동

상담자13 여 사설상담기 13년(5년) 40 사회복지 해결 심
인지행동

상담자14 여 사설상담기 24년(15년) 1500 임상심리 인지행동

상담자15 여 청소년상담기 6년(5년) 100 상담심리 인지행동

아이
디어
생성
인터
뷰
비참
여자

상담자16 여 청소년상담기 7년(4년) 100 상담심리 인지행동

상담자17 여 독상담기 4년(3년) 150 교육상담 인지행동

상담자18 여 사설상담기 8년(4년) 50 교육상담 인간 심

상담자19 여 사설상담기 5년(3년) 50 임상심리
인지,정
신분석

상담자20 여 사설상담기 5년(3년) 50 교육상담 인지행동

상담자21 여 사설상담기 7년(5년) 200 상담심리 정신역동

상담자22 여 사설상담기 5년(3년) 50 교육상담 정신역동

상담자23 남 사설상담기 10년(5년) 50 상담심리 정신역동

<표 6> 진술문 유사성 분류  요성 평가자 인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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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차

본 연구는 상담자들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인식의 탐색을 

통해 그 요소와 유형을 확인하고자 다음의 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기

본 으로 Kane & Trochim(2006)가 제시한 개념도 연구 차에 따랐고, 

필요한 부분에 해 일부 차를 수정  추가하여 용하 다. 

1단계 개념도 비에서는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인터넷 독의 증상을 

알아보기 해 연구 참여자들이 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인터뷰 질

문을 개발하 다. 문가 검토와 비 인터뷰를 통해 질문을 최종 으로 

결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에 한 사  안내문과 참고

자료를 제작하 다. 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해 풍부한 아이

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과 인터넷 독 상담 경험이 많은 

상담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 다. 

2단계 아이디어 산출에서는 총 20명의 상담자를 상으로 생성된 인

터뷰 질문을 가지고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해 일 일 개별 인터뷰

를 실시하 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었고 축어록으로 

제작되었다. 

3단계 진술문 구조화 단계에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진술

문 생성작업이 이루어졌다. 우선, 아이디어 진술문 축어록 내용에 해

서, Kane & Trochim(2007)이 제시한 질  내용분석 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 다.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진술문에서 핵심어를 추출하고, 유

사한 핵심어 끼리 묶고 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

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문가 4인의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총 120

개의 진술문이 추출되었다. 이어서 평정 을 포함한 문가  인터뷰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하여 축약, 편집, 종합의 과정을 거친 후 85개로 

축약되고 최종 으로 69개의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4단계 개념도 분석에서 최종 으로 선정된 69개의 진술문에 하여 

상담자 23명에게 유사성에 따른 분류와 각 진술문이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잘 나타내는지 요도에 해 평정하도록 하 다. 이에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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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하

여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인터넷 독 증상의 요소와 차원이 확인되었다. 

5단계 개념도 해석에서 도출된 차원  군집에 한 해석이 이루어지

고, 각 진술문에 한 요도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연구과정 체는 

[그림 1]와 같다.   

1단계: 개념도 비

- 인터뷰 질문 개발

- 연구참여자 선정

- 인터뷰 안내문 제작

⇓

2단계: 아이디어 산출

 - 상담자 20명 상으로 인터뷰. 

- 일 일 면 을 통해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아이디어 도출

⇓

3단계: 진술문 구조화

- 축어록 제작

- 인터넷 독 증상에 한 내용목록 추출

- 핵심어 추출하여 유사한 것끼리 묶고 성 검토(평정자 4인)

- 각 묶음별 표진술문 생성  검토 후 최종 진술문으로 축약 

- 최종 진술문에 한 상담심리・임상심리 문가 피드백 반  

⇓

4단계: 개념도 분석

- 연구 참여자 는 련 문가로부터 진술문 유사성 분류  요도 

평정

 -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 실시

 - 주요 차원의 수 결정  증상에 한 잠재축의 구성

⇓

5단계: 개념도 해석

 - 차원 해석  도출된 차원들의 요도 확인

[그림 1] 연구 차(Kane & Trochim, 2006의 개념도 과정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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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도 비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를 한 비단계로서 질문을 개발하고 연

구 참여자를 선정하 다. 우선 질문 개발을 하여 시(안)을 만들

었다.

①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② 선생님께서 인식하기에, 인터넷 독으로 상담이 의뢰된 청소년이 보이는  

인터넷 독이라 부를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③ 무엇을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으로 인지 할 수 있습니까? 상담 장면

에서 인터넷 독으로 의뢰되었던 아이들의 증상을 말 해주십시오

④ 인터넷 사용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만나본 경험 에서 독증상을 보

던 청소년들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보여  인터넷 독 증상은 

어떠했습니까? 추상 이고 이론 인 응답보다는 가  ‘ 찰가능한 행동

이나 상태’를 자세히 말 해주십시오.

⇩

질문: 선생님께서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보충질문: 인터넷 사용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만나본 경험 에서 독증상

을 보 던 청소년들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보여  인터넷 독 

증상은 어떠했습니까? 추상 이고 이론 인 응답보다는 가  ‘ 찰가능

한 행동이나 상태’를 자세히 말 해주십시오

[그림 2] 질문 개발과정  내용

연구자가 작성한 시(안)을 가지고 상담교수 1명과 비연구에 참여

한 2명의 상담자를 상으로 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여 직  만나 

질문평가서<부록 1>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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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한 기 은 은혜경(2010)이 사용한 3가지 기 을 참조하여 설정

하 다. 1)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정도, 2) 인식을 평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

는 정도, 3)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수  정도. 질문 평가서에 

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질문을 선정한 후 다시  다른 비연구에 

참여한 2명의 상담자를 상으로 질문을 한 후 성과 타당성에 

해 3가지 기 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비연구에서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해 본 결과 질문이 어떤 경우 명확히 와닿지 않지 않

을 수 있다는 피드백을 참고하여 그러한 경우 보충질문을 추가하기로 하

다. 이러한 질문에 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상담 공 교수 1인과 

논의한 결과, [그림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질문과 보충질문을 구

성하 다. 더불어 질문과 련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이 엄격한 정신

병리의 거를 용한 독의 개념과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본 연구의 인터넷 독 개념을 인터뷰 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 다. 

‘ 재까지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분명한 진단 거

와 조작  정의가 합의된 것이 없으나 최근 인터넷의 문제  사용으로 인

한 부정  결과에 해서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가 으로 통용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성에 해서는 논외로 하고, 청

소년이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

되는 상에 해 ‘인터넷 독’이라 지칭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 진술문 산출 단계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아이디어 진술문을 추출하기 해 선

정된 상담자 20명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는 2013년 10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과 미리 화통

화를 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 , 인터뷰 방식과 내용에 해서 설명하고, 

궁 한 과 우려사항에 하여 응답하 으며,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했

다. 한 사 에 이메일로 ‘인터뷰 안내문’<부록 2>을 보내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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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공식 인 안내와 함께, 인터뷰 내용에 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으로써 참여자들의 불안감과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노력하 다. 

‘인터뷰 안내문’에는 본 연구의 취지와 목 , 인터뷰의  질문 등

이 포함되었다.  

실제 인터뷰 진행시 면  참여에 한 감사인사와 연구의 취지와 목

, 인터뷰 소요시간과 체 진행과정에 한 안내를 하 다. 인터뷰 내

용에 한 녹음  축어록 작성과 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에서 요구

하는 연구윤리과정에 해서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부록 3>에 서명을 받았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50분에서 70분 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참여한 상담자들의 생각을 떠올리

고 그들의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하는 역할을 하 다. 이러한 

진자로서의 연구자의 역할은 질  연구에서 주요한데, 참여 상담자들

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식이 도출되고 몇몇 상담자는‘오늘 하는 모

든 이야기를 내가 처음해보는’경험을 하 다고 보고하 다. 한, 청소

년 인터넷 독 증상이 무엇인가에 한 질문에 해 답하기 어려

워하는 상담자에게는 보충질문을 이어서 하 으며, 련 아이디어가 풍

부하게 도출되도록 도왔다. 

인터뷰가 끝난 이후 연구자는 상담자들이 진술한 청소년 인터넷 독

의 증상을 개략 으로 정리하 으며, 상담자들이 언 하는 새로운 개념

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개념의 포화지 을 찾고자 하 다. 기존의 개

념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에는 인터뷰 상자를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고은 , 2011;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정찬석, 2005; 조 미, 김동민, 송경수, 유지 , 2009; 최윤

정, 김계 , 2007), Trochim(1989)도 일반 으로 10명에서 20명으로 제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20명으로 인터뷰 상자 수를 결정

하 고,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해 가는 도  17-18번째 상담자에 이르

을 때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새로운 개념이 거의 도출되지 않

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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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문 구조화 단계

가. 진술문 추출

연구자는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상담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축어록으로 작성하 고 한 씩 분석하여 청소년 인터넷 독과 련된 

증상을 도출하 다. 이 게 각 상담자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 진술문은 

복되는 부분이 많고 방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진술문을 이기 하

여 핵심어 분석방법을 활용하 다. Kane과 Trochim(2007)은 진술문을 

이는데 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핵심어 추출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은 방법을 수정하여 활용하 다.

1. 핵심어 선택

축어록 상에서 핵심어를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면서 잠재 으로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거함

⇓

2. 아이디어 조직

 핵심어, 주제, 개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그룹화

⇓

3. 아이디어 선택

비슷한 아이디어끼리 하나의 개념으로 분류하기

⇓

4. 명료화

 참여자의 원래 아이디어를 손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명료화

⇓

5. 혼재된 아이디어 나 기

 하나의 진술문에 두 개 이상의 구별된 개념이 있다면 별개의 진술문으로 

나 기

⇓

6. 진술문 확인

선택된 아이디어에 하여 참여자 일치도 체크 

그림 3. 진술문 추출 과정(Kane & Trochim, 2007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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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 추출 과정은 첫째, 연구자가 축어록 상의 나타난 인터넷 독

과 련된 증상을 로 표시해가면서 읽은 후, 이를 엑셀 일에 기록

하는 작업을 하 다. 이 과정에서 각 참여 상담자들이 언 한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각 진술문을 코딩하기 한 방법으로 상담교수 1인과의 논

의를 거쳐 ‘인터넷 독 청소년들은 000을 나타낸다‘의 코딩 체계를 만

들었다. 즉, 각 참여 상담자들이 언 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000 

안에 표 될 수 있도록 하 다. 1차 으로 이러한 코딩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각 진술문에 한 핵심어를 추출하 다. 둘째, 추출된 핵심어

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그룹화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상

담 공 박사 2인과 박사수료 1인이 참가하 고, 각 아이디어는 120개로 

그룹화되었다. 셋째, 120개로 그룹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슷한 아이

디어끼리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고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

도 동일한 상담 공 박사 2인과 박사수료 1인이 참가하 고, 결과 으로 

총 85개의 핵심 개념이 도출되었다. 넷째, 연구자는 85개의 핵심개념에 

한 진술문을 명료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상담심리

문가 1인과 임상심리 문가 1인의 피드백을 받아서 진술문이 좀 더 명료

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다섯째, 참여자의 생각이 잘 반 되

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4명의 인터뷰 상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참여

자 일치도 체크를 실시하 다<부록 4>. 이들의 피드백을 반 하여 최종

으로 축약, 편집, 종합된 총 69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나. 최종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요성 평정 

최종 으로 선정된 69개의 진술문에 하여 유사성에 따른 분류와 각 

진술문의 요도를 평정하도록 하 다. 평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

졌는데 기본 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컨셉매핑 연구

지원시스템을 활용하 다<부록 5>. 연구 참여자들에게 화와 메일로 

련 시스템으로 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kyci.or.kr/word

GroupProg/wordGroupProg.asp?idx=15&p_step=1)를 안내하고 평정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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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69개의 진술문을 포함한 카드(9cm ×3cm)와 평정 차 안내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여 평정하도록 하 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의미가 비

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끼리’ 묶도록 요청하 다. 제한 조건으로는 그룹

의 개수는 상 없으나 모든 카드를 하나로 묶거나 한 그룹에 한 개의 카

드만 속하지 않도록 하 다(Rosenberg & Kim, 1975). 

유사성 분류작업에 참여한 23명의 상담자들은 진술문들을 7개부터 15

개까지 범 로 분류하 다. 11개로 분류한 사람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9개와 10개로 분류한 사람이 각 5명, 12개 3명, 그 외 7개, 13개, 15개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성 평정 작업은 다차원척도 분석을 한 비유사성 자료를 

얻기 한 과정으로 이 결과를 토 로 유사성 행렬표가 작성된다. 즉, 

연구참여자들이 같은 의미라고 묶은 진술문들의 빈도수가 유사성 지수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사성 평정 이후에 69개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요도를 5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

다. 각 참여자들은 각 진술문에 해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으로 어

느 정도 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 다. 

4) 개념도 분석  해석 단계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  향도 평정 자료를 통계 으로 분

석하여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차원과 개념도, 군집을 도출하기 

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로 23명의 유사성 평정 참여

자가 각 진술문의 유사성을 평정한 자료를 가지고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

었다. 같은 집단으로 묶인 진술문은 1, 다른 집단으로 묶인 진술문은 0

으로 코딩이 되어서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가 체 일로 합산이 된다. 

이 단계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컨셉매핑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엑셀 일 형태의 결과물로 도출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유사

성 행렬표를 가지고 다차원분석을 하기 해 비유사성 행렬표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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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유사성 행렬표의 매트릭스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비유사함을 나

타내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SPSS 21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다

차원척도 분석 가운데 ALSCAL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도출된 2차원 상의 좌표값을 가지

고 계  군집분석(Ward방법)을 실시하여 좌표값을 그렸다. 한 군집

의 성  하  군집 확인을 해 평균연결법에 의한 계  군집분

석을 실시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 다. 본 연구는 Ward 방식의 군집분석 

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보다 잘 반 하는 것으로 단하여 이를 반 하

여 개념도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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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1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

2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박거나 바닥에 찧는 등 
자해하는 행동을 보인다

3 게임을 하지 않았을때 안 부 해 한다.

4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한다

5 게임 스토리가 칼이나 총으로 상 편을 죽이고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쉽게 따라한다

6
갈등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공격 인 성향으로 표출하나 타인
들에게는 잘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공격성을 표출
한다

7 다른 건 시큰둥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게임에 해서는 
을 반짝이며 감정도 느끼고, 생각을 한다.

8 일상 으로 있을 때도 게임화면이 떠다닌다거나 계속 그 생각
만 한다

9 게임을 하기 해서 모든 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0 게임을 하느라 일상 인 생리  욕구 충족을 한 행동이 우
선 순 에서 려난다

11 화 내용이 다 게임 이야기 이다

12 게임 외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다

13 게임캐릭터에 돈을 쓰는 것에 굉장히 하다

14 게임 공간에서는 캐릭터만 존재하지 자신에 한 개념은 존재
하지 않는다

15 가상과 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Ⅳ. 연구결과

1.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내용

상담자들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하여 

임상 장에서 인터넷 독으로 의뢰되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상담자 

20명을 인터뷰하 다. 인터뷰 결과 도출된 최종 진술문은 <표7>과 같다. 

<표 7>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최종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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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 부터 차단되어 있다

17 사람들이 게임캐릭터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18 사이버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19
실에서 충족되기 못하는 욕구(자존감, 통제감, 인정의 욕구)

를 채운다

20 밥을 잘 안먹고 한꺼번에 폭식한다

21 자는 것은 아침에 하는 밤낮이 바  생활을 한다

22 생상태, 외모에 신경쓰지 않는다

23 게임과 련된 가족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24 집 밖에 안 나온다

25 학습에  흥미없다

26 제때 학교 가지 않거나 아  안간다

27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잔다

28 학생으로 해야할 일(숙제 등)을 하지 못한다

29 성 이 안 좋다

30 목, 허리, , 척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31 실에서는 멍하다

32 게임을 하기 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거짓말 한다

33 게임을 하기 해 돈이 필요하면 훔친다

34 필요할 때 하게 자기를 잘 표 하지 못한다

35 사람과 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36 게임을 한 계로, 인 계가 깊이 없이 피상 이다

37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 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
는다

38 인 계에서 상 에 해 반응이 없거나 느리다

39 타인의 의도를 부정 으로 왜곡한다

40 함께 있어도 벽처럼(감정있는 생생한 사람으로) 함께 있지 않
는 느낌이다

41 래(다른 사람과)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구체 인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42 사람에 한 심이 없다

43 가상세계에서 느 던 강한 자존감, 능력, 계가 실에서도 
그 로 유지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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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람들을 만났을때 긴장감이 크다

45 가상으로 지어진 이야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46 이야기하는데 집 을 못한다

47 10분, 20분 이상 화를 길게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48 무기력하고 축되어 있다

49 bipolar처럼 어쩔 때는 툭툭 튀다가 어쩔 때는 가라앉는다

50
자신을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게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
로 인식한다

51 실 인 문제(시험, 부모님)가 어떻게 되든 상 하지 않는다

52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의 감각이 없다

53
자신이 이 게 행동했을때 결과가 이럴 것이다는 연계가 안된
다

54 오랜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만 빼고 게임 한다

55 게임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알지만 조 이 안된다

56 인터넷을 빼면 신 뭐할지 안이 없어 생활이 무 진 느낌
이다

57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한군데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한다

58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집 력을 요하는 과제에서 기능이 떨
어진다

59 게임에서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빠른 피드백, 긴장감을 추구
한다

60 즉각 즉각 보상이 주어지니까 지연되는 것을 못참는다

61 게임을 갈수록 더 자극 이고 센 거를 하게 된다

62 오래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 한다.

63 게임 외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64 스트 스 상황이 되면 상황에 한 감정이나 의식과정 없이 
자동 으로 게임을 한다

65 게임에 회의 이고 하기 힘들어 끄고 싶어 하면서도 계속하게 
된다

66 인터넷사용 조 에 한 동기가 없다

67 자기도 모르게 - 순간 욱해서 기물 손하거나 던진다

68 자신의 인터넷 사용문제를 부인한다

69 더하고 싶고 계속 많이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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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차원과 군집

1)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차원

상담자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독 증상을 어떠한 차원에 따라 인식하

는지 확인하기 하여 진술문 구성을 해 인터뷰에 참여한 상담자 14명

과 청소년 인터넷 독 상담경험을 가진 상담자 9명, 총 23명을 상으로 

유사성 평정을 실시하 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원에서 개발한 온라인 컨

셉맵핑 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상담자에게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으로 

도출된 69개의 진술문 목록을 평정자극으로 제시하고 유사하게 인식되는 

진술문끼리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하 다. 로그램의 결과 값으로 

도출된 유사성 행렬표를 비유사성 행렬표로 변환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 다. 

가. 차원의 수

다차원척도 분석에 있어 요한 과제  하나는 원자료의 정보가 최

한 반 이 되면서 가능한 가장 낮은 차원의 수로 단순한 공간에서 시

각화하는 것이다(박 배, 2000). 다차원척도 분석에 있어 차원의 수를 결

정하는 일반 인 기 은 합치도, 해석가능성, 효율성의 세 가지로 제시

되고 있다(최한나, 2008). 첫째, 합치도는 각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

와 최종 으로 도출된 공간 도면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차

이의 정도는 스트 스 값(stress value)로 표 된다. 즉, 스트 스 값은 

불일치의 정도로 볼 수 있는데(노형진, 정한열, 2006), 이 값이 을수록 

합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해석가능성은 구분된 차원들이 

실제 자극들의 속성에 근거하여 해석가능한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셋째, 

효율성은 해석가능성과 합치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하고 은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2차원까지 추출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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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R²) 설명량 증가

1차원 .51 .27 -

2차원 .29 .56 .29

3차원 .19 .73 .17

4차원 .13 .83 .10

5차원 .10 .87 .4

6차원 .08 .91 .4

때 합치도는 .29(R²=.56), 3차원까지 추출하 을 때 .19(R²=72), 4차원까

지 추출하 을 때 .13(R²=83), 5차원까지 추출하 을 때 .10(R²=87), 마

지막으로 6차원까지 추출하 을 때 .08(R²=.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에 의해 나타난 차원 수에 따른 합치도와 설명량

은 <표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차원별 합치도  설명량

Kruskal과 Wish(1978)은 한 Stress 값의 기 을 .10이하로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학자의 에서의 기 은 부분의 개념도 

연구에 엄격하게 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김수임, 2012; Kane 

& Trochim, 2007). 스트 스 값이 낮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스트 스 값의 속성상 자료의 동 과 결측치가 많을수록 값

이 감소하고, 심상자극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는 에 있다(박 배, 

2000). 이는 동 과 결측치가 많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반면 

심상자극의 수가 많다는 것은 도출된 공간도면이 안정 이라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박 배, 2000). 실제로 개념도를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

들의 스트 스 값을 살펴보면 2차원을 기 으로 하 을 때 민경화(2012)

의 연구에서 .35, 김수임(2012)의 연구에서 .27, 조 미 외 (2009)의 연구

에서 .34 등으로 나타난다.

차원의 수를 정하는 것과 련하여 차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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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감소하는 반면 그만큼 해석가능성과 단순성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은 차원의 수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차원분석에서 차원의 수

를 정하는 방식은 일반 으로 스크리 롯(scree plot) 방식을 사용하는데

(박 배, 2000), Kruskal(1964)는 스트 스 롯이 처음 크게 꺽이는 지

(“elbow”)으로 차원의 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 다. 왜냐하면 그 이상 

차원수가 증가한다 해도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분석에서 산출된 스트 스 값을 차원수와 비하여 스트 스 롯을 

그려보면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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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차원에 따른 스트 스 롯

[그림 6]의 스트 스 롯을 살펴보면 2차원에서 합치도 값이 가장 크

게 어들었고(.22), 3차원 이상에서는 .10, .06, .03으로 원만하게 감소하

고 있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서의 논의 사항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2개의 차원이 가장 한 것으로 단하여 진행하 다. 

나. 차원별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분포  차원 해석

차원의 수를 2개로 정하고 각 차원의 좌표값을 기 으로 진술문의 

치를 2차원 공간에 제시하면 [그림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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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1차원*2차원)

[그림 5]에서 표시된 진술문들의 치는 상담자들의 인식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즉, 가까이에 치한 진술문들은 상담자들이 비슷하게 인식한

다는 것을 나타내며, 진술문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상담자들이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좌표값을 통해 

각 차원의 의미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원(X축)에서 정  방향의 극단에서 부터 치해 있는 증상들을 차

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게임 스토리가 칼이나 총으로 상 편을 죽이고 때리는 것이기 때

문에 공격  행동을 쉽게 따라한다(좌표값: 1.57)

61. 게임을 갈수록 더 자극 이고 센 거를 하게 된다(좌표값: 1.37)

18. 사이버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좌표값: 1.34)

19. 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자존감, 통제감, 인정의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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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운다(좌표값: 1.33)

4.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한다(좌표

값: 1.32)

1차원(X축)의 부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치해 있는 증상들을 차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제때 학교 가지 않거나 아  안간다(좌표값: -1.61)

28. 학생으로 해야할 일(숙제 등)을 하지 못한다(좌표값: -1.59) 

29. 성 이 안 좋다(좌표값: -1.59)

25. 학습에  흥미없다(좌표값: -1.53)

27.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잔다(좌표값: -1.50)

와 같은 진술문들의 치와 내용을 근거로 체 인 의미를 살펴보

면, 1차원의 정 인 방향은 반 으로 인터넷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증

상, 즉, 인터넷 게임과 련된 문제 증상들이고, 부 인 방향은 반 으

로 청소년의 일반  문제와 련된 증상들이었다. 즉, 정 인 방향에서

는 인터넷 게임 상의 공격  행동을 따라하고, 더욱 자극 인 게임을 하

게 되고, 사이버세계의 높은 효능감 등 다른 독 형태에서 나타나지 않

는 인터넷만의 고유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부 인 방향

에서는 학교 등교 문제, 성 , 학생으로 할 일을 안하는 등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반 인 문제 행동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

차원의 이름을 ‘비특이  인터넷 독 증상(internet-unspecific addiction 

symptoms) - 특정 인터넷 독 증상(internet-specific addiction 

symptoms)’차원으로 명명하 다. 

다음으로 2차원(Y축)에서 정  방향으로 극단에서부터 치해 있는 

증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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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게임 캐릭터에 돈을 쓰는 것에 굉장히 하다(좌표값: 1.40)

16.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다(좌표값: 

1.32)

10. 게임을 하느라 일상 인 생리  욕구 충족을 한 행동이 우선 

순 에서 려난다(좌표값: 1.26)

9. 게임을 하기 해서 모든 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좌표값: 1.12)

7. 다른 건 시큰둥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게임에 해서는 을 반

작이며 감정도 느끼고, 생각을 한다(좌표값: 1.10)

2차원(Y축)의 부  방향의 극단에서부터 치해 있는 증상들을 차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갈등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공격 인 성향으로 표출하나 타인들에

게는 잘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공격성을 표출한다(좌표값: 

-1.78)

1.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좌표값: -1.65)

2.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박거나 바닥에 찧는 등 자해

하는 행동을 보인다(좌표값: -1.61)

42. 사람에 한 심이 없다(-1.58)

37.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 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는다

(좌표값: -1.56)

와 같은 진술문들의 치와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2차원

의 정 인 방향은 인터넷 독이 개인 심리내 으로 향을 주어서 게임

만이 제일 우선 순 에 놓이고, 심과 흥미가 게임에만 집 해있어 외

부 실  세계와 멀어지게 되는 것과 련된 증상들이다. 반면 부 인 

방향은 인터넷 독이 개인에게 향을 주어 인간에서 문제로 표 되는 

증상들과 련이 있다. 즉, 부 방향으로 갈수록 어도 인간에서 드

러나는 증상으로 표 되는 반면, 정 방향으로 갈수록 게임 독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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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내 문제로 들어와서 오히려 실로부터 차단되어가는 모습을 보

인다.  따라서 2차원의 이름을‘개인내 문제(personal problems) - 인

간 문제(inter-personal problems)’차원으로 명명하 다. 

2)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군집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진

술문 69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분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 다. 첫 번째는 다차원척도 분

석결과 생성된 2차원 상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군집화하는 계층  군집 

분석인 Ward 방법을 실시하 다. 두 번째로 비계층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실시하 다. K-means 군집분석은 기의 군

집의 수 K를 규정하여 결정된 기 군집에 각 개체를 할당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이성규, 홍성언, 박수홍, 2006), 계층  군집분석 결과를 토

로 군집 개수의 범 를 정한 후 가장 합한 군집 개수를 찾아간다(강성

, 2005; 허명회, 양경숙, 2011). 본 연구에서는 김재희(2008)가 제안한

로 계층  군집방법으로 한 군집의 개수를 정한 후 K-means 방법을 

사용해 개체들을 재배치하는 하는 방법을 따라서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가. 계층  군집분석 결과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도출된 2차원 상 좌표값을 사용하여 계  

군집분석 방법인 Ward 방법을 실시하 다.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해 

[그림 6]의 덴드로그램을 살펴 본 결과 군집수를 3개에서 6개까지 고려

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군집의 개수를 확인하기 

해 허명회, 양경숙(2011)이 제안한 로 계수(Coefficients)가 속히 증가

하는 단계를 찾았는데, <표 9>와 [그림 7] 에서는 4, 5, 6개의 군집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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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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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Ward 연결법에 의한 군집화 일정표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 2 3 4 5 6 7 8 9 10

[그림 7] 계수값을 이용한 산비탈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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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2 3 4 5

표 화 수(1차원) .99506 1.15536 -.48166 -1.41424 -.48820

표 화 수(2차원) .67202 -1.15761 -1.37974 .54631 .76207

최종 으로 다차원분석 결과, Ward 군집분석의 결과  연구자의 

련 문성과 사  지식에 근거하여 군집의 수는 5개가 한 것으로 

단하 다.  

나. 비계층  군집분석 결과

계층  군집분석 결과를 토 로 군집의 개수를 5개로 정한 후 비계층

 방법을 이용해서 군집을 형성하 다. <표 10>의 최종 그룹 평균을 통

해 각 그룹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2차원 축을 그렸을 때 군집 4과 

군집 5는 4사분면  4분면에 속하고 비특이  인터넷 독 증상-개인내 

문제 특징을, 군집2는 2사분면에 속하고 특정 인터넷 독 증상- 인간 

문제 특징을 나타낸다. 한, 군집1은 1사분면으로 특정 인터넷 독 증

상-개인내 문제 특징, 군집 3는 3사분면에 속하고 비특이  인터넷 독 

증상- 인간 문제 특징을 나타낸다. 

<표 10> K-means 군집분석에 의한 최종 그룹 평균

<표 11>을 보면 각 그룹간 평균차는 그룹 1과 그룹2, 그룹 2와 그룹 

4가 3.083으로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한 반 으

로 특정 인터넷 독 증상-개인내 문제 특징을 나타내는 군집 1의 증상들

이 총 23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13>의 분산분석 결과는 각 차원에 하여 집단별 평균차 검증을 

한 것으로 각 차원 모두 집단 분류에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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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2 3 4 5

1 2.413 3.083 2.140 .951

2 1.837 1.652 3.083 2.527

3 1.837 2.528 2.413 1.486

4 1.486 2.527 2.142 .951

5 2.528 1.652 2.140 2.142

군집 오차
F 유의확률

평균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자유도

표 화 수(1차원) 16.053 4 .059 64 271.330 .000

표 화 수(2차원) 14.978 4 .126 64 118.550 .000

각 군집의 이스 수

군집

1 23.000

2 7.000

3 16.000

4 13.000

5 10.000

유효 69.000

결측 .000

<표 11> K-means 군집분석에 의한 최종 군집 심간의 거리

<표 12> K-means 군집분석에 의한 각 군집에 속한 개체수

<표 13> K-means 군집분석에 의한 분산분석 결과

다. 군집분석 결과에 따른 분류  개념도

다음으로 군집의 특성을 반 하여 각 군집의 이름을 붙 다. 군집명

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도출된 2차원 축의 특성과 상

담자들이 유사성 평정시에 각 분류에 붙여  명칭, 인터넷 독 선행연구

를 참조하 다. 한, 본 연구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진술문을 도출

할 때 진술문 코딩체계를 “인터넷 독 청소년은 ... 증상을 나타낸다”

로 만들어 정리하 기 때문에 군집의 명칭 부여에 있어서도 이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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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1>

인터넷게임 조  

 실 

환(switch)의 

어려움

(23개)

7

다른 건  시큰둥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게임에 해서는 을 반짝이며 감정도 느끼고, 

생각을 한다.

8
일상 으로 있을 때도 게임화면이 떠다닌다거나 

계속 그 생각만 한다

9
게임을 하기 해서 모든 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1 화 내용이 다 게임 이야기 이다

14
게임 공간에서는 캐릭터만 존재하지 자신에 

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15 가상과 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16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 부터 

차단되어 있다

17
사람들이 게임캐릭터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18 사이버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19
실에서 충족되기 못하는 욕구(자존감, 통제감, 

인정의 욕구)를 채운다

43
가상세계에서 느 던 강한 자존감, 능력, 계가 

실에서도 그 로 유지된다고 믿는다

50
자신을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게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52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의 감각이 없다

53
자신이 이 게 행동했을때 결과가 이럴 

것이다는 연계가 안된다

55
게임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알지만 조 이 

안된다

59 게임에서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빠른 피드백, 

합하도록 구성하 다. 군집의 순서는 4사분면  오른쪽 상단을 심

을 시작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서를 부여하 다. 각 군집의 이름과 포함 

진술문은 <표 14>에 제시하 다.  

<표 14> 최종 군집  군집별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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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을 추구한다

60
즉각 즉각 보상이 주어지니까 지연되는 것을 

못참는다

61
게임을 갈수록 더 자극 이고 센 거를 하게 

된다

64
스트 스 상황이 되면 상황에 한 감정이나 

의식과정 없이 자동 으로 게임을 한다

65
게임에 회의 이고 하기 힘들어 끄고 싶어 

하면서도 계속하게 된다

66 인터넷사용 조 에 한 동기가 없다

68 자신의 인터넷 사용문제를 부인한다
69 더하고 싶고 계속 많이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군집2>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이상행동

(7개)

1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

2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박거나 

바닥에 찧는 등 자해하는 행동을 보인다

3 게임을 하지 않았을때 안 부 해 한다.

4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한다

67
자기도 모르게 - 순간 욱해서 기물 손하거나 

던진다

5

게임 스토리가 칼이나 총으로 상 편을 죽이고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쉽게 

따라한다

45
가상으로 지어진 이야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군집 3>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16개)

38
인 계에서  상 에 해 반응이 없거나 

느리다

44 사람들을 만났을때 긴장감이 크다

36
게임을 한 계로, 인 계가 깊이 없이 

피상 이다

41

래(다른 사람과)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구 체 인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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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람과 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39 타인의 의도를 부정 으로 왜곡한다

42 사람에 한 심이 없다

37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 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는다

40
함께 있어도 벽처럼(감정있는 생생한 사람으로) 

함께 있지 않는 느낌이다

47
10분, 20분 이상 화를 길게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34
필요할 때 하게 자기를 잘 표 하지 

못한다
46 이야기하는데 집 을 못한다

6

갈등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공격 인 성향으로 

표출하나 타인들에게는 잘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공격성을  표출한다

48 무기력하고 축되어 있다

49
bipolar처럼 어쩔 때는 툭툭 튀다가 어쩔 때는 

가라앉는다
62 오래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 한다.

<군집 4>

학업  학업  

일상생활의 

어려움

(13개)

20 밥을 잘 안먹고  한꺼번에 폭식한다

21
자는 것은 아침에 하는 밤낮이 바  생활을 

한다

26 제때 학교 가지 않거나 아  안간다

30
목, 허리, , 척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33 게임을 하기 해 돈이 필요하면 훔친다

28 학생으로 해야할 일(숙제 등)을 하지 못한다

29 성 이 안 좋다

25 학습에  흥미없다

27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잔다

22 생상태, 외모에 신경쓰지 않는다

24 집 밖에 안 나온다

32
게임을 하기 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거짓말 

한다
23 게임과 련된 가족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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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5>

인터넷게임 몰입

(10개)

10
게임을 하느라  일상 인 생리  욕구 충족을 

한 행동이 우선 순 에서 려난다

12 게임 외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다
13 게임캐릭터에 돈을 쓰는 것에 굉장히 하다

31 실에서는 멍하다

51
실 인  문제(시험, 부모님)가 어떻게 되든 

상 하지 않는다

54 오랜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만 빼고 게임 한다

56
인터넷을 빼면 신 뭐할지 안이 없어 생활
이 무 진 느낌이다

57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한군데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한다

58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집 력을 요하는 

과제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63

게임 외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상의 분류된 5개의 군집을 2차원 상에 표상한 개념도는 [그림 8]와 

같다. 

[그림 8]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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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도출된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2개의 차원(비특이  인터넷 독 증상-특정 인터넷 독 증

상, 개인내 문제- 인간 문제)을 기 으로 할 때 진술문들은 4개 사분면

으로 나 어 분포된다. 우선, 1사분면은 특정 인터넷 독 증상-개인내 

문제 증상으로 구분되고 이 곳에 분류되는 증상들은 인터넷 게임 특성과 

련성을 가지며 개인내 문제와 련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군집1‘인

터넷게임 조   실 환(switch)의 어려움’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이 

속한다. 2사분면은 특정 인터넷 독 증상- 인간 문제 증상으로 구분되

며, 문제증상이 인터넷 게임 고유의 특성과 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인 간 장면에서 드러나는 문제 증상들이다. 군집2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3사분면은 비특이  인터넷 독 증

상- 인간 문제 증상으로 구분되며 인터넷의 특성보다는 일반 인 청소

년 문제와 련되어 있으면서 인간의 문제로 표 되는 진술문들이 분

포되어 있다. 군집3 ‘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의 진술문들이 속한

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은 비특이  인터넷 독 증상-개인내 문제 증상

으로 구분되고 일반  청소년 문제와 련되어 있으면서 인간에 문제

가 드러나기 보다는 개인내 문제와 련된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다. 

군집 4 ‘학업  일상생활의 어려움’와 군집 5 ‘인터넷게임 몰입’의 

진술문들이 속한다. 

둘째, 진술문들의 5개의 군집은 4사분면상에 고루 치하고 있으나 

주로 많은 진술문들이 1사분면과 4사분면상에 치해 있다. 따라서, 상

담자들이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진술문 들은 개인내 문제에 해

당하는 축 상에 많이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담자

들은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인간 차원에서 갈등으로 많이 드러난

다기 보다는 많은 증상들이 개인 내부로 향하여 흥미상실, 자기에 한 

낮은 개념, 생활에 한 통제력 상실 등을 가져오고 그것이 청소년 학업 

 일상생활의 문제와 련되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각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1 ‘인터넷게임 조   실 

환(switch)의 어려움’ 증상은 인터넷 게임의 특성이 증상에 핵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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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고, 그 향이 인간 장면에서 드러나기 보다는 개인 내부에 

주로 향을 미치는 특성을 나타낸다. 가령,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어 조

이 어렵고, 실과 인터넷 게임의 가상간의 환이 쉽게 되지 않기 때

문에 이것이 개인 내부에 작용하여 흥미, 자신에 한 개념, 생활에 

한 통제 등이 향을 받는다. 한, 도박, 알코올 같은 다른 독과 구별

되는 인터넷 독 만의 고유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증상을 포함하고 있

다. 가령, 주로 게임내 캐릭터에 한 몰입, 게임내 가상세계과 실 구

분의 어려움 등을 나타내는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군집 내

에서도 X축의 정 방향으로 갈수록 좀 더 인터넷 게임 고유의 특성과 

련된 형태의 증상에 가까워지고( , 사이버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

다), 부 방향으로 갈수록 일반  청소년 문제증상과 련된 형태의 증

상으로 좀 더 심리내 문제로 들어가서 실과 멀어져 있으며( ,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군집2는 좀 더 인

간 상황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형태( , 즉각 즉각 보상이 주어지니까 지

연되는 것을 못 참는다)로 나타난다( , 게임 외 다른 것에는  흥미

가 없다).  한편, Y축의 정 방향으로 갈수록 좀 더 개인내 문제와 련

하여 실과 멀어져 있으며( ,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부 방향으로 갈수록 좀 더 인간 상황에서 문제가 드

러나는 형태( , 즉각 즉각 보상이 주어지니까 지연되는 것을 못 참는다)

로 나타난다. 

군집2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이상행동’ 증상의 경우 증상들이 주로 

인터넷 게임과 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인 계의 장면에서 표 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군집3 ‘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증상의 경우 인터넷 게임의 고유한 특성과 련되었기 보다는 일반 인 

청소년 문제와 련되어 있으면서 인장면에서 드러나는 증상들이 분포

되어 있다.  군집 4 ‘학업  일상생활의 어려움’ 증상은 인터넷 게임

의 특성이 주요하게 반 되어있기 보다는 일반 인 청소년 문제행동 증

상에 한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제때 학교에 가지 않거나, 학

습에 한 흥미를 없음 등의 진술문을 포함한다. 군집 5 ‘인터넷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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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은 군집 5에 비해 좀 더 인터넷게임의 특성이 반 되었지만 역시 

일반 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가령, 인터넷 

게임이 생리 인 욕구 충족에 우선하게 되고, 게임 외 다른 자극에 주의

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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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균 표
편차

1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 4.57 0.51

4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

게 반응한다
4.57 0.66

3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 안 부 해 한다. 4.52 0.79

9
게임을 하기 해서 모든 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

는다
4.52 0.67

16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 부터 차단되어 

있다
4.52 0.67

54 오랜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만 빼고 게임한다 4.48 0.67

21 자는 것은 아침에 하는 밤낮이 바  생활을 한다 4.43 0.66

32
게임을 하기 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거짓말 한

다
4.43 0.66

10
게임을 하느라 일상 인 생리  욕구 충족을 한 

행동이 우선 순 에서 려난다
4.39 0.66

52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의 감각이 없다 4.39 0.66

28 학생으로 해야 할 일(숙제 등)을 하지 못한다 4.35 0.78

69 더하고 싶고 계속 많이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4.35 0.78

3.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요도

1)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내용별 요도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69개의 진술

문에 해 23명의 상담자들에게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 다. 이는 상담자들이 청소년 인터넷 독을 잘 나타내는 

증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한 인식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

다.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69개의 진술문 목록을 요도의 평균(표

편차의 범  0.51-1.22)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 15>에 제시하 다. 

<표 15>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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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게임과 련된 가족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4.30 0.76

26 제때 학교 가지 않거나 아  안간다 4.30 0.63

55 게임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알지만 조 이 안된다 4.30 0.93

56
인터넷을 빼면 신 뭐할지 안이 없어 생활이 

무 진  느낌이다
4.30 0.7

19
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자존감, 통제감, 

인정의 욕구)를 채운다

4.26  

 
0.75

60
즉각 즉각 보상이 주어지니까 지연되는 것을 못참

는다
4.26 0.75

61 게임을 갈수록 더 자극 이고 센 거를 하게 된다 4.26 0.81

65
게임에 회의 이고 하기 힘들어 끄고 싶어 하면서

도 계속하게  된다
4.22 0.9

30 목, 허리, , 척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4.17 0.83

33 게임을 하기 해 돈이 필요하면 훔친다 4.17 0.58

8
일상 으로 있을 때도 게임화면이 떠다닌다거나 

계속 그 생각만 한다
4.13 0.97

14
게임 공간에서는 캐릭터만 존재하지 자신에 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4.13  

 
0.92

24 집 밖에 안 나온다 4.13 0.87

66 인터넷사용 조 에 한 동기가 없다 4.13 0.87

25 학습에  흥미없다 4.09 0.73

27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잔다 4.09 0.9

51
실 인 문제(시험, 부모님)가 어떻게 되든 상

하지 않는다
4.09 0.67

58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집 력을 요하는 과제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4.09 0.85

50
자신을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게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4.04 0.71

67
자기도 모르게-순간 욱해서 기물 손하거나 던진

다
4.04 0.93

22 생상태, 외모에 신경쓰지 않는다 4.00  0.9

31 실에서는 멍하다 4.0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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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게임에서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빠른 피드백, 긴

장감을 추구한다
4.00 0.8

63
게임외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버리

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4.00 0.67

64
스트 스 상황이 되면 상황에 한 감정이나 의식

과정 없이  자동 으로 게임을 한다
4.00 0.95

15 가상과 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3.96 1.22

18 사이버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3.96 0.71

2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박거나 바닥

에 찧는 등 자해하는 행동을 보인다
3.91 1.16

5
게임 스토리가 칼이나 총으로 상 편을 죽이고 때

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  행동을 쉽게 따라한다
3.91 1

7
다른건 시큰둥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게임에 

해서는 을 반짝이며 감정도 느끼고, 생각을 한다.
3.91 0.95

20 밥을 잘 안먹고 한꺼번에 폭식한다 3.91 0.95

29 성 이 안 좋다 3.91 1

43
가상세계에서 느 던 강한 자존감, 능력, 계가 

실에서도 그 로 유지된다고 믿는다
3.91 0.85

57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한군데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한다
3.91 1

12 게임 외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다 3.87 1.14

49
bipolar처럼 어쩔 때는 툭툭 튀다가 어쩔때는 가라

앉는다
3.87 0.92

53
자신이 이 게 행동했을때  결과가 이럴 것이다는 

연계가 안된다
3.87  0.63

62 오래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 한다. 3.87 0.81

68 자신의 인터넷 사용문제를 부인한다 3.87 0.63

13 게임캐릭터에 돈을 쓰는 것에 굉장히 하다 3.83 0.89

6

갈등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공격 인 성향으로 표

출하나  타인들에게는 잘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공격성을 표출한다

3.78 1

44 사람들을 만났을때 긴장감이 크다 3.78 0.85

47 10분, 20분 이상 화를 길게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3.78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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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 내용이 다 게임 이야기 이다 3.74 0.92

17
사람들이 게임캐릭터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진

다
3.74 1.01

40
함께 있어도 벽처럼(감정있는 생생한 사람으로) 함

께 있지 않는 느낌이다
3.74 1.1

41

래(다른 사람과)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

나 구체 인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3.74 0.75

48 무기력하고 축되어 있다 3.74 0.92

45 가상으로 지어진 이야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3.70 1.18

46 이야기하는데 집 을 못한다 3.70  0.88

36
게임을 한 계로, 인 계가 깊이 없이 피상

이다
3.65 0.88

37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 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는다
3.65 0.88

38 인 계에서 상 에 해 반응이 없거나 느리다 3.65 0.93

34 필요할 때 하게 자기를 잘 표 하지 못한다 3.57 0.95

35 사람과 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3.52 0.99

42 사람에 한 심이 없다 3.35 1.07

39 타인의 의도를 부정 으로 왜곡한다 3.22 1

상담자들은 69개의 모든 진술문들에 해서 평균 요도를 보통 이상

(3.22 )으로 평가하 다(1 :  요하지 않음, 2 : 별로 요하지 

않음, 3 : 보통임, 4 : 요함, 5 : 매우 요함). 진술문 별 평균 수

는 3.22에서 4.57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자들이 청소년 인터넷 독 증

상을 나타내는 69개 진술문에 해 보통 수  이상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담자들이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으로 가장 요하다고 평가한 진

술문은 ‘1.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 ‘4. 게

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한다’, ‘3. 게임

을 하지 않았을 때 안 부 해 한다’의 게임을 못하게 될 때의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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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평균 표 편차

군집 4: 학업  일상생활의 어려움 4.18 0.79

군집 2: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이상행동 4.17 0.89

군집 1: 인터넷게임 조   환의 어려움 4.11 0.83

군집 5: 인터넷게임 몰입 4.10 0.82

군집 3: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3.66 0.92

가장 높은 평균 수, 즉 5   각각 4.57, 4.57, 4.52로 평가하 다. 다

음으로 ‘9. 게임을 하기 해서 모든 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6.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로 5   

4.52의 평균 수를 나타내었다. 

2)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군집별 요도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 값에 한 Ward 군집분석을 통

해 확인된 5개 군집별 요도 평가 결과를 <표16>에 제시하 다. 

<표 16>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군집별 요도

군집별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요도를 살펴보면 군집 4의 

‘학업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 요도에 있어 평균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상담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독 증상으로 불규칙한 생활, 학교 

생활  학습에 한 등한시, 비행, 신체  향 등을 포함하는 발달

으로 청소년기 과업을 수행하는데 해가 되는 증상들을 가장 주요하다

고 평가하 다. 반면 군집3의 ‘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요도에 

있어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담자들이 인 계

의 문제를 일상생활의 향에 비해 인터넷 독 증상으로 덜 요하게 인

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요도를 살펴보면 군집2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이상행동, 군집1 ’인터넷게임 조   환의 어려움‘, 

군집 5 ’인터넷게임 몰입‘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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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 로 상담자들

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내용,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인식의 차원과 군집, 그리고 상담자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요도 인식 결과에 해 논의할 것이다. 더불어 상담 개입에 있어

서 결과의 시사 에 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요약  논의

1)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본 연구의 목 은 상담자의 인식을 통하여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탐색 으로 밝히는데 있다. 이를 해 인터넷 독 청소년 상담 장에 

있는 상담자 20명을 인터뷰하 다. 인터뷰 상으로는 인터넷 독 청소

년을 상으로 2007년 이후 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심으로 11박 12

일 기숙형 치료학교로 운 되고 있는 로그램의 상담자와 공립  사설 

상담센터에서 인터넷 독을 문 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포

함하 다. 개별 면 에 앞서 비연구의 차원에서  질문의 개발  

비면 을 실시하 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질문을 정교화했고,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인터넷 독의 개념에 한 설명과 함께 참여 상담자

에 따라 보충질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비하 다.

면 의  질문은 ‘선생님께서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

상은 무엇인가요?’ 다. 면 한 내용은 축어록으로 작성되었고 4인으로 

구성된 평정 을 통하여 총 120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이를 핵심어 

심으로 정리하여 최종 69개의 진술문으로 축약, 수정, 종합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1인의 임상심리 문가와 1인의 상담심리 문가가 진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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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하고 명료화 하는 작업에 참여하 으며, 면 에 참여한 상담자를 

상으로 진술문 내용에 한 참여자 검토를 받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상담자들이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

상 69개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상담자들은 인터넷 독으로 인한 결과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터넷 독의 원인과 련되고 과정상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주로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담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독 증상을 결과 뿐 만 아니라 원인  과정을 포함하여 통합

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개입의 주 목

이 인터넷 독이 병리 인지 아닌지를 단하는 진단과 평가에 있는 것

이 아니라 내담자의 내 경험에 심을 갖고, 성장을 진하고 재 당

면한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구  외, 2005; 구본용, 2002; 김계 , 2000, 

김동일 외, 2013; 박성수 외, 1997; 양명숙 외, 2013; Gladding, 2009) 기존 

상담이론에서의 제시하는 상담자 역할과 일치하여 나타난다. 기존의 선

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의학 인 에서 진단과 평가를 주 

목 으로 하는 DSM-5에서 제시하는 인터넷게임 사용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의 기 과 본 연구의 상담자들이 인식한 증상을 비해

보면 <표 17>과 <표 18>과 같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DSM-5(APA, 2013)에서 제시하는 증상은 ‘인터

넷 게임에 한 집착’, ‘내성’, ‘ 단’, ‘인터넷게임 사용 통제시

도의 실패’, ‘심리사회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터

넷 사용 지속’, ‘인터넷게임 사용을 제외한 흥미, 과거의 취미활동, 

심의 상실’, ‘부정  기분( , 무력감, 죄책감, 불안)을 회피하거나 해

소하기 하여 인터넷게임을 사용함’, ‘인터넷게임 사용시간과 련하

여 가족, 치료자  다른 사람을 속임’, ‘인터넷게임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착, 내성과 단 등의 과정  증상을 포함하

고 있지만 주로 인터넷 독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살펴보면 

인터넷 독의 결과로 보이는 증상들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원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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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에서 제시하는 증상 상담자들이 인식한 유사 증상

A. 인터넷 게임에 한 집착

8. 일상 으로 있을 때도 게임화면이 떠다닌다거나 

계속 그 생각만 한다

9. 게임을 하기 해서 모든 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0. 게임을 하느라 일상 인 생리  욕구 충족을 

한 행동이 우선 순 에서 려난다.

11. 화 내용이 다 게임 이야기 이다

B.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단 증상

1.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

2.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박거나 바닥

에 찧는 등 자해하는 행동을 보인다

3. 게임을 하지 않았을때 안 부 해 한다.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한다

4. 자기도 모르게 - 순간 욱해서 기물 손하거나 던

진다

C. 내성: 인터넷 게임에 보내는 시

간이 차로 증가함

54. 오랜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만 빼고 게임 한다.

69. 더하고 싶고 계속 많이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D. 인터넷 게임 사용 통제 시도의 

실패

52.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의 감각이 없다.

55. 게임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알지만 조 이 안된

다

E. 부정 인 심리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 지속

65. 게임에 회의 이고 하기 힘들어 끄고 싶어 하면

서도 계속하게 된다

66. 인터넷사용 조 에 한 동기가 없다

정과 련된 증상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가령, <표 18>의 DSM-5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본 연구의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증상들을 살펴보면 보

면 인터넷게임 조   실 환(switch)의 어려움,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인터넷게임 몰입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인

터넷 독의 결과라기보다는 인터넷 독의 원인과 련되어 있고 과정상

에 나타나는 증상들과 가깝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상담자들이 다른 정신건강 문가와 구별되는, 즉 의사나 임상 문

가와 비되는 독특한 을 나타낸다. 상담자들은 그들의 심이 발달

이고, 변화가능하고, 문제해결 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 독의 

인식에 있어서도 심의 이 원인과 과정상에 나타나는 증상을 주목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7> 인터넷 독 증상 비교: DSM-5 vs 상담자 인식 증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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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인터넷 게임 사용을 제외한 흥

미, 과거의 취미 활동, 심사의 

감소

7. 다른 건 시큰둥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게임에 

해서는 을 반짝이며 감정도 느끼고 생각을 한다

12. 게임 외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다

G. 우울한 기분을 회피하거나 경

감하기 하여 인터넷을 사용함

64. 스트 스 상황이 되면 상황에 한 감정이나 의

식과정 없이 자동 으로 게임을 한다

H. 인터넷 게임에 보내는 시간에 

하여 가족 구성원, 치료자  

다른 사람들을 속임

32. 게임을 하기 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거짓말 

한다

33. 게임을 하기 해 돈이 필요하면 훔친다

68. 자신의 인터넷 사용문제를 부인한다

I. 인터넷 게임 사용으로 인하여 

요한 계, 직업, 교육  직업

 기회에서 어려움에 빠짐

13. 게임캐릭터에 돈을 쓰는 것에 굉장히 하다

21. 자는 것은 아침에 하는 밤낮이 바  생활을 한다

22. 생상태, 외모에 신경쓰지 않는다

23. 게임과 련된 가족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24. 집 밖에 안 나온다.

25. 학습에  흥미없다.

26. 제때 학교 가지 않거나 아  안간다.

27.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잔다.

28. 학생으로 해야할 일(숙제 등)을 하지 못한다.

29. 성 이 안좋다. 

<표 18> 인터넷 독 증상비교: DSM-5 vs 상담자 인식 증상(2) 

DSM-5에는 없으나 상담자들이 인식한 증상 비고

18. 사이버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19. 실에서 충족되기 못하는 욕구(자존감, 통제감, 인정의 욕구)를 

채운다

59. 게임에서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빠른 피드백, 긴장감을 추구한다.

5. 게임 스토리가 칼이나 총으로 상 편을 죽이고 때리는 것이기 때문

에 공격  행동을 쉽게 따라한다

14. 게임 공간에서는 캐릭터만 존재하지 자신에 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15. 가상과 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16.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 부터 차단되어 있다

17. 사람들이 게임캐릭터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43. 가상세계에서 느 던 강한 자존감, 능력, 계가 실에서도 그

로 유지된다고 믿는다

45. 가상으로 지어진 이야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50. 자신을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게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

다.

53. 자신이 이 게 행동했을 때 결과가 이럴 것이다는 연계가 안된다. 

60. 즉각 즉각 보상이 주어지니까 지연되는 것을 못참는다

61. 게임을 갈수록 더 자극 이고 센 거를 하게 된다

터넷게  조절 

및 현실 전환

(switch)  어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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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에는 없으나 상담자들이 인식한 증상 비고

31. 실에서는 멍하다

51. 실 인 문제(시험, 부모님)가 어떻게 되든 상 하지 않는다

57.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한군데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한다

58.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집 력을 요하는 과제에서 기능이 떨어

진다

63. 게임 외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인터넷게임의 몰

입

20. 밥을 잘 안먹고 한꺼번에 폭식한다. 

30. 목, 허리, , 척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일상생활의 어려

움

6. 갈등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공격 인 성향으로 표출하나 타인들에게

는 잘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공격성을 표출한다

34. 필요할 때 하게 자기를 잘 표 하지 못한다

35. 사람과 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36. 게임을 한 계로, 인 계가 깊이 없이 피상 이다

37.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 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는다

38. 인 계에서 상 에 해 반응이 없거나 느리다

39. 타인의 의도를 부정 으로 왜곡한다

40. 함께 있어도 벽처럼(감정있는 생생한 사람으로) 함께 있지 않는 

느낌이다

41. 래(다른 사람과)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구체 인 방

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42. 사람에 한 심이 없다

44. 사람들을 만났을때 긴장감이 크다

46. 이야기하는데 집 을 못한다

47. 10분, 20분 이상 화를 길게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48. 무기력하고 축되어 있다

49. bipolar처럼 어쩔 때는 툭툭 튀다가 어쩔 때는 가라앉는다

62. 오래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 한다.

인간 상호작용

의 어려움

   

   이러한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독특성은 실제 상

담 장에서 청소년 인터넷 독을 다루는데 있어 주요한 시사 을 가진

다. 우선, 표 으로 진단과 평가의 에 있는 DSM과 바교했을 때, 

DSM은 병의 원인은 묻지 않고 증후학에 철 하려고 하기 때문에(송지

, 2009) 정신장애의 원인에 한 이론  설명보다는 다양한 심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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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의 진단기 과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나경

은, 서유진, 2013; 송지 , 2009). 기본 으로 장애의 원인에 근거해서 진

단하기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행동에 

한 과학 인 묘사를 활용한 구체 인 행동 특징들을 주목 고, 이를 

진단 거로 삼았다(Tannock, 2013). 즉, 증상의 원인이나 과정과 같은 내

 원리보다는 행동  증상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을 바탕

으로 하기 때문에 <표 17>의 인터넷게임 장애(IGD)에서 제시하는 기  

한 인터넷 독의 결과에 주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병의 원인은 묻지 않고 증후학에 철 하려는 DSM의 은 주어진 장애

의 특징 인 증상 몇 개의 기 표에 의거하여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개

인과 증상 자체에 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져온다

(Andreasen,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진단  에서 바

라보는 시각을 보완해주고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체 인 이

해를 도움으로써 임상 장에서 실제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터넷 독의 원인과 과정에 을 둔 

상담자의 은 특히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과도기 이며, 문제의 변

화 가능성이 다양하게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독을 다루는데 유용하다.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문제가 아직 고착되지 않았고, 여 히 변화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강경미, 2013; 김승옥 & 이경옥, 2007; 김주연,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Brenner, 1997; Lerner, 1987). 실제로 다른 청소

년 독 연구에서도 청소년 독의 문제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벗어

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Hodgins & El-Guebaly, 2000; 

McCartney, 1996; Slutske,  2006; Sobell, Cunningham & Sobell, 1996).  

따라서, 상담자의 인터넷 독 문제에 있어 원인과 과정을 다루는 은 

병리  상으로 아직 고착되지 않았고, 문제가 과도기  상태에 있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다루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 무엇보다 이러한 상담자의 이 요한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 문

제증상의 발생시 실질 으로 DSM과 같은 진단기 을 완 하게 충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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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Martin & Winters, 1998; Pollock & 

Martin, 1999). 청소년 알코올 독의 경우에서도 진단을 해서는 심각

한 의학  문제의 발생이 요한데 청소년 음주자의 경우 재 폭음을 

하더라도 심각한 의학  문제가 발생하는데는 수년이 소요된다(Erk, 

2008). Pollock과 Martin(1999)에 의하면 청소년 음주자 샘 의 31%가 진

단기 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는 그들의 질환의 경로가 어   게 발 될지 모르는 여 히 발달단계에 있

다는 , DSM에서 규정하는 질환으로 진단되기 해서는 문제가 축척되

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 그러므로 인터넷 독의 문제가 병리

으로 발달하기 이 에 개입하는 방  이 실하다. 따라서, 청

소년 인터넷 독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상 는 비정상의 병리  

문제를 다루는 진단  보다는 원인과 과정, 결과를 포 으로 바라

보고 개입하는 상담자의 이 실질 이고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은 진단과 평가의 과 비교하여 원인과 과정 인 변인에 한 

심으로 구별되어 나타난다. <표 16>과 <표 17>을 살펴보면 DSM의 진단

 과 비교하여 상담자들은 문제의 원인과 과정에 심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는 상담자들이 청소년의 변화가능성에 심을 갖고, 이

에 한 성장 진과 문제해결에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 

상담자들이 증상의 단순한 제거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

넷 독의 원인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을 악하고 이에 해 개입하

는 발달 이고 재 으로 기능하는데 심이 있음을 반 하고 이러한 

은 청소년의 인터넷 독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 으로 기능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인식의 차원과 군집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69개의 진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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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담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해 개념도 방법에 따라 유사성 분류와 

요도 평정 작업을 하 다. 수집된 자료를 비유사성 자료로 코딩한 후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상담자들이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해 갖는 인식의 차원은 2차원으로 도출되었고, 5개 군집

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이해

하기에 유용한 기 과 범주를 하고자 하 다. 차원과 군집으로 나타나는 

상담자들의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인식에 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원 결과가 1차원(X축)의‘특정 인터넷 독 증상

(internet-specific addiction symptoms) - 비특이  인터넷 독 증상

(internet-unspecific addiction symptoms)’차원, 2차원(Y)축의 ‘개인내 

문제(personal problems) - 인간 문제(interpersonal problems)’차원으

로 해석된다. 1차원의 정  방향으로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증상들은 

인터넷 게임과 련성이 높아진다. 반 로 부  방향으로 가까워질수록 

일반 인 청소년 문제행동 증상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이 인터넷게임 련 문제와 같이 인

터넷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일반 인 청소년 문제행동 

증상을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담자들은 청

소년의 인터넷 독 증상을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비단 캐릭터에 함몰되

고, 가상 실에 몰입하여 실을 잊게 되는 1차 인 증상 뿐 만 아니라 

인터넷 독으로 인한 결과로 학업 흥미의 하, 생활이 불규칙해짐 등의 

2차  증상까지 인터넷 독의 증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haffer 외(2004)가 제시하는 독 증후군 모형으로 설

명이 가능하다. 증후군(Syndrome)은 여러 증상(symptom)이 합쳐져 하나

의 종합된 증상을 형성하고 있으며, 몇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는 한 가지가 아닌 것에 하여 병명에 하여 

붙이는 명칭이다(정민 외, 2011). Shaffer 외(2004)가 제시하는 독 증후

군 모형에서는 최종 인 독 표  단계에서 모든 독들이 공통 으로 

나타내는 ‘공통발 과 후유증(shared manufestation & sequelae)’ 증상

이 있고, 특정 독 상 만의 독특한 표 인 ‘고유발 과 휴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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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manufestation & sequelae)’증상이 있는데, 독 상은 이 양

쪽 측면 모두를 포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

지로 상담자가 인식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독 증상에 있어서도 인터넷

독 만의 독특한 특징인 ‘특정 인터넷 독(internet-specific addiction 

symptoms)’증상과 다른 일반  청소년 문제와 공유하는 ‘비특이  인

터넷 독(internet-unspecific addiction sympotom)’증상의 양쪽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범주까지 인터넷

독 증상으로 볼 것인가에 하여 독 증후군 모형에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자들은 인터넷게임과 련된 인터넷 고유의 증상만이 아

니라 일반 인 청소년 문제 행동 증상까지 포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청소년 인터넷 독을 독증후군 모형으로 설명하 을 때 상

담개입에 한 시사 을 제공해 다. 독 증후군 모형에서는 기 AIDS 

응에서 결국 면역결핍의 문제인 것을 모르고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각

기 다른 개별 장애로 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독에 한 

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Shaffer et al., 2004). 즉, 무엇인가에 

독이 된다는 것은 공통되는 기 가 있고, 근되는 독 상에 따라 증

상이 다르게 표 되는 것일 뿐인데 재의 근방식은 도박 독, 약물

독 등으로 개별화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Hodgins, et al., 

2012; Shaffer et al., 2004; Shaffer & Martin, 2011). 이 모형에서는 독 

개입 방향에 있어 개별 독 상에 한 근이 아니라 기 에 있는 것

을 다루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정 독 상에 

한 독 상이 치료되면  다른 상에 한 독으로 나타난다는 사

실, 다양한 종류의 독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

침해 다(Boudreau, Labrie, & Shaffer, 2009; Shaffer, Peller, Laplante, 

Nelson, & Labrie, 2010). 한 공존질환에 있어서도 특정 독에 해당하

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비슷한 공존질

환이 나타난다(Petry et al., 2005). 이를 청소년 인터넷 독 상담에 용

하면 상담자는  청소년 인터넷 독 내담자가 보이는 인터넷게임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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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별특수 인 증상 뿐 만 아니라 기 의 일반 인 청소년 문제 증상

을 다루어주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 비슷한 요인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심리 , 가정 , 사회 , 문화  

맥락에서 다양한 요인이 반 되어 청소년 문제로 나타난다(김기숙 & 김

경희, 2010; 류진아, 2003; 황순길, 두진 , 2011). 결국 청소년 인터넷

독 문제를 다루기 해서 기 에 있는 일반 인 청소년 문제 원인들을 

다루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2차원(Y) 축은‘개인내 문제(personal problems) - 인간 문제

(interpersonal problems)’차원으로 해석된다. 정 방향, 즉 개인 내 문제 

방향으로 갈수록 인터넷 독의 향이 개인의 내면에 작용하여 실세계

에 한 심과 흥미, 의욕을 상실하고 게임의 가상세계에 빠져들어 

실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 다. 를 들어‘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다’,‘게임을 하느라 일상 인 생리  욕구 충

족을 한 행동이 우선 순 에서 려난다’,‘다른 건 시큰둥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게임에 해서는 을 반짝이며 감정도 느끼고, 생각을 

한다’의 증상이 포함된다. 한편, 부 방향, 즉 인간 문제 쪽으로 갈수

록 인터넷 독의 모습이 인간에서 표 되는 형태로 나타낸다. 를 들

어, ‘갈등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공격 인 성향으로 표출하나 타인들에

게는 잘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공격성을 표출한다’, ‘사람

에 한 심이 없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 의 반응

을 신경쓰지 않는다’ 의 증상이 나타난다. 정 방향으로 갈수록 인터넷

독의 증상은 내재화되는 것에 비해, 부 방향으로 갈수록 어도 인터

넷 독 증상이 인간에서 표출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은 청소

년 문제 유형화를 해 일반 으로 많이 용되는 개념인 내 화, 외

화 증상(Cicchetti & Toth, 1991)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외 화 증상은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 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주로 공격 이고 반사

회 으로 나타나게 되고, 반면 내 화 증상은 문제를 내면화시키는 것, 

즉, 스트 스 상황에서 심리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축되고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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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명수 외, 2013; 이정윤, 김유경, 2006). 

따라서, 2차원 축의 정 방향에 있는 증상들은 주로 내 화 증상에 가까

운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어떤 증상들은 잘 감지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내담자의 보고를 통해만 악할 수 있는 주

 증상으로 상담장면에서 질문하고 탐색해가야 하는 증상들이다. 모

든 독 행동은 기본 으로 외 , 내  실에서의 높은 스트 스를 피

하고 독 상의 탐닉을 통해 훨씬 만족스럽게 바  의식 상태를 경험

하기 한 것이다(Derevensky & Gupta, 2004). 이러한 사실이 상담개입

에 시사하는 바는 인터넷 독 청소년을 상담할 때 상담자는 주변의 보고

나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상의 이러한 표

되지 않는 증상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일상에서의 부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고집하면서 행 를 지속

하는 내담자의 깊은 동기와 그들이 채우고 있는 심리  보상 측면을 

악해야 한다. 

세째,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군집을 살펴

보면 ‘인터넷게임 조   실 환(switch)의 어려움’, ‘인터넷게임

으로 인한 이상행동’, ‘ 인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학업  일상

생활의 어려움’, ‘인터넷게임 몰입’으로 나타난다. 이  인터넷게임 

조   실 환(switch)의 어려움’은  1차원의 축인 특정 인터넷 독 

증상과 2차원의 축인 개인내 문제에 해당하는 1 사분면에 치하며 인터

넷게임과 련한 인터넷 매체 고유의 속성과 련있는 진술문들이 분포

되어 있다. 가령,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

다’,‘사이버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실에서 충족되지 못하

는 욕구(자존감, 통제감, 인정의 욕구)를 채운다’,‘가상세계에서 느 던 

강한 자존감, 능력 계가 실에서도 그 로 유지된다고 믿는다’,‘게

임 공간에서는 캐릭터만 존재하지 자신에 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다’등의 증상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독과 구분되는 인터넷 

고유의 속성을 반 해주며 인터넷 독 만의 독특한 증상을 표한다. 이

러한 측면은 인터넷 독이 새로운 임상 상인지 아니면 다른 정신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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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매개체인지(Acier & Kern, 2011)의 논란에서 하나의 구별되는 

임상 상으로서의 인터넷 독의 특징을 설명해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독과 같은 행 독으로 분류되는 도박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성격, 발달과정, 기  원인들과는 계없이 병 도박만의 충분한 질병단

를 고안하기 하여 충분한 행동목록을 종합하고자 하 다(Boudreau, 

Labrie, & Shaffer, 2009; Valleur & Bucher, 2010). 를들면, 집착, 추격

매수, 가족과 친구에게 거짓말, 도박을 이려고 하면 긴장되고 조함, 

기타 자 의 사용, 내성, 도피, 학교 결석, 집에서 도, 돈 문제로 도움 

구하기, 직장  교육 계 험, 집 밖에서 돈 훔치기 등을 들 수 있다

(Derevensky & Gupta, 2000). 한, Johnson과 그의 동료들(1997)이 제작

한 병 도박을 선별하기 한 도구를 살펴보면 병 도박만의 독특한 증

상들을 문항에 반 하고 있는데 첫째 문항은 “ 요한 지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도박했는지 거짓말한 이 있는지?”이고 둘째 문항은 “보다 

많은 돈을 베 할 필요를 느낀 이 있는가”이다. 만약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이러한 청소년 인터넷 독 행동 증상을 나타내주는 문항을 

선별한다면, 2차원의 축의 1사분에 포함되어 있는 증상들이 주로 고려될 

것이며, 가령, 고유한 인터넷의 특징이 반 된 문항으로 ‘사이버세계에

와 실제 실에서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자주 게임 공간에

서 캐릭터가 나를 신하는 것이 실제처럼 느껴지는가?’‘게임 캐릭터

를 키우기 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가?’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될 수 있

을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미 인터넷 독을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로 가정하

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으나(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향후 인터넷 독을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구분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인터넷 독 

만의 고유한 증상의 식별이 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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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의 요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69개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진술문의 평균은 

3.22 에서 4.57  범 로 ‘보통에서 요함’의 수 으로 나타났다. 상

담자들은 개별 진술문  ‘1.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

을 한다’, ‘4.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

응한다’, ‘3.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 안 부 해 한다’‘9. 게임을 하

기 해서 모든 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6. 게임 안에 들어가

서 실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다’순으로 요하다고 평가하 다. 1

번, 4번, 3번, 9번 진술문의 경우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

을 의미하고, 16번의 경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에 들어가서 실  문

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상담자들은 통 으로 

독을 구성하는데 있어 핵심증상  하나인‘ 단’을 의미하는 게임이 

철회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증상들과 게임에 빠져서 실 인 

문제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상태를 요한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증상은 인터넷 독 뿐 만 아니라 모든 독 장애에서 표 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인터넷 독에서의 단 증상은 불안, 조, 강박 인 

사고, 환상이나 백일몽, 의식  는 무의식  자  두드리기 등의 증상

을 들 수 있다(Goldberg, 1995).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상담자들이 인

지하는 단에 해당하는 증상으로는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

격  행동을 한다’,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박거나 바

닥에 찧는 등 자해하는 행동을 보인다’, ‘게임을 하지 않았을때 안

부 해 한다.’,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한다’, ‘자기도 모르게 - 순간 욱해서 기물 손하거나 던진다’ 

가 있다. 이러한 단 증상은 주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공격 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모습과 련있는데 상담자들은 청소년 인터넷 독의 

단 증상을 선행연구에서 언 하는 불안, 우울, 조, 강박 인 사고 등

의 내 화된 형태라기보다는 주로 충동 이고 공격 인 형태로 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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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화된 모습으로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게 상담자가 

인지하는 이유로 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충동 이고 행동 인 청

소년기의 발달특성상(류인균 외, 2000; Derevensky & Gupta, 2004)  주

로 청소년기의 단은 자발 이기 보다는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공격 인 반응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인터

뷰한 상담자의 과반수 이상인 13명이 11박 12일의 기숙형 형태로 운 되

는 로그램에서 인터넷 독 청소년들을 찰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로그램 참가 즉시 인터넷 사용으로 부터 단 이 되는데 상

담자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단 로 인한 공격  행동 표출을 많이 찰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과 함께 주요한 구인 의 하나인 내성 증상의 경우 게임과 련

하여‘오랜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만 빼고 게임 한다’, ‘더하고 싶고 

계속 많이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진술문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증

상이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물질 독에 있어서 내성은 생리학  의존의 

첫 번째 징후로 나타나는 상으로(Capuzzi, & Stauffer, 2008) 내성의 증

가는 독의 가장 요한 특징으로 다루어진다(채규만 외, 2013). 하지만 

인터넷 독에 있어서는 단순히 인터넷을 많은 시간하는 내성의 특성이 

독의 핵심 구성요소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송요셉 외, 2007; 최

원희 외, 2011; Charlton, Danforth, 2005; Young, 2007). 를 들어, 특정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랫동안 그 게임을 해온 사람에 비

해 문제  사용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게임을 할 때 

기 사용시에는 집 으로 몰두하지만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흥미

가 어들고 사용시간이 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Kraut 

et al., 2002). 즉, 물질 독에서는 사  내성1), 약물동태  내성2)이 생

겨서  더 많은 물질을 투입해야하고 독으로 발 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독에서는 독수 과 비례해서  더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

1) 사  내성(metabolic tolerance): 신체가 기분변환 물질을 처리하고 제거하

는데 효율이 높아지는 상(Capuzzi & Stauffer, 2008)

2) 약물동태  내성(pharmacodynamic tolerance): 추신경계가 약물에 의해 상

으로 손상을 덜 입게 되는 상(Capuzzi & Stauff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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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며, 단순히 사용시간이 많다고 해서 독으로 발 하는 것도 아

니라는 것을 뜻한다. Griffiths(2010)의 사례연구에서도 14시간 이상 게임

을 해도 일상생활의 문제가 없으면 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과

도한 행 와 독 인 행 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두 가지 것이라고 제시된다. 본 연구의 상담자들 역시 오랜 시간 

사용하는 내성의 문제보다는 이로 인한 부정 인 향 측면을 주로 인터

넷 독의 증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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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상담이라는 문 역에 있어서 교육 , 발달 , 문제

해결 인 개입에 화된 상담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인터넷 독

의 증상을 도출하고 정리하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상담자들은 청소년 인터넷 독의 원인과 과정상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주

로 주목하고 있다. 이는 상담자들이 인터넷 독 내담자의 내  경험의 

악과 이를 통한 재의 문제해결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 청소년의 인터넷 독 문제에 있어서

는 정상인지 는 비정상인지, 병리인지 는 병리가 아닌지 주목하는 

진단과 평가의 입장보다는 문제해결과 련된 과정  요인에 주목하는 

상담자의 이 실제의 청소년 인터넷 독을 다루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며, 본 연구는 이러한 상담자 의 인터넷 독 증상 내용을 제시하

고 있다. 결과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

은 인터넷 독의 병리 (preaddiction)의 단계에서 교육 , 방 , 발달

으로 개입하는데 있어 청소년 인터넷 독의 결과 지표 뿐 만 아니라 

원인  과정 인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90년  이래 재까지 수많은 인터넷 독과 련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인터넷 독의 정의와 련하여 체 으로 과도

한 인터넷 사용이 해롭고, 장애가 되는 충동 이고, 독 이라는 것에

는 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으나(Griffiths, 1990, Zsolt, Beatrix, Sandor, 

2008) 실제로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에 한 보편 인 동의는 없다. 

한, 인터넷 독에 있어서도 일차  질환인지 이차  질환인지에 한 

논의가 있으나 우선 병리 으로 해석하기 에 실제로 인터넷 독 증상

이 독 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상을 살펴보는 것이 무

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하고 지 까지 인

터넷 독  기존 독 연구에서 제시하여왔던 개념이나 구성요소가 아

니라, 탐색 인 차원에서 ‘ 에서부터 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인터

넷 독 상의 직 이고 근원 인 자료를 수집하 다는데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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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 으로는 인터넷 독의 개념과 진단과

정에서 나타나는 상에 해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수집된 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상담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실제 이고 장 활용성이 높

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69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고 2개의 차원과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69개 증상

들의 목록과 차원과 군집에 한 정보는 상담자가 임상 장에서 인터넷 

독으로 의뢰된 청소년의 문제 특성을 악하고 개입의 방향을 결정하

는데 있어 참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를 들어 내담자가 지  

드러내는 증상이 어떤 차원과 군집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증상이 동시

에 나타나는지 는 특정 증상 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는지, 그래서 

체 으로 내담자의 인터넷 독 증상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른 측면의 증

상은 없는지를 종합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심 인터넷 독 상담자들에게 경력 상담자들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

된 결과는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상담자 훈련  련 로그램 개

발시, 인터넷 독 진단 기   련 척도 개발시에 참조할 수 있는 유

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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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상담자가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탐색

인 차원에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상담자가 인식하는 69개의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 내용이 도출되었다. 추후연구로서 연구결과 도출된 

69개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바탕으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 표

식(index)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본 연구결과 도출된 증상들은 

인지/행동/정서  측면, 주  증상/객  증상 측면, 과정/결과 증상 

측면으로 나 어 설명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 인터넷 독의 

문제 감지와 특성 악을 한 표식을 분류하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상담자의 인식을 토

로 살펴보았다. 상담자들이 상담자들만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바라보는 이 있듯이 의사나 임상 등의 다른 문성을 바탕으로 한 

에서의 독특한 인터넷 독 증상이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로 다른 

정신건강분야, 특히 정신의학  에서의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이 

수행되어 양 문가 집단 사이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할 수 있다면,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상에 한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

탕으로 효과 인 개입 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인식을 토 로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을 조명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

상은 종합된 결과로서 상담자들의 이론  근에 따라서 는 상담자들

의 경력에 따라서 서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세분화할 

수 없었다. 특히, 인터뷰시 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인식의 깊이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구분하지 못하 다. 향

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경력과 이론 인 근 방향을 특정 기 으로 제

한하거나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 독과 같은 행 독으로 분류되면서 상 으로 오랜 

연구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박 연구에서는 문제성 도박자  병 도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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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인 증상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오랫동안 축척

해오고 있다(Deverensky & Gupta, 2000). 병 도박자들을 구별하는 요

한 증상은 집착, 추격매수, 가족과 친구에게 거짓말, 도박을 이려고 하

면 긴장되고 조함, 기타 자 의 사용, 내성, 도피, 학교 결석, 집에서 

도, 돈 문제로 도움 구하기, 직장  교육 계 험, 집 밖에서 돈 훔

치기 순으로 나타난다(Derevensky & Gupta, 2000). 인터넷 독 연구에서

는 재까지 주로 동일한 차원 상에서 임의 인 컷오  수를 기반으로 

고 험, 잠재 험, 일반사용자군 등으로 인터넷 독 정도를 구분하고 있

지만 실제 임상 장에서는 모든 증상이 같이 독  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 도출된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들 한 모두 동일한 비 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청소년 인터넷 독을 구분하는데 있어 인터넷 독자와 일반 사용자, 

는 고 험과 잠재 험군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가 치가 다른 특징 인 

증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상담자의 에서는 ‘ 단’

과 ‘ 실차단’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높은 가 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완하여 다각 인 에서 

병리  인터넷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인 증상에 하여 밝 진

다면 상에 한 이해와 효과 인 상담개입에 한 정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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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매우

그렇지 <--------------> 그렇다 

않다       

1)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①  ②  ③  ④  ⓹

2) 선생님께서 인식하기에, 인터넷 독으로 상담이 의뢰

된 청소년이 보이는  인터넷 독이라 부를 수 있는 증상

은 무엇인가요? 

 ①  ②  ③  ④  ⓹

3) 무엇을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으로 인지 할 수 있

습니까? 상담 장면에서 인터넷 독으로 의뢰되었던 아이

들의 증상을 말 해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⓹

4) 인터넷 사용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만나본 경험 에

서 독증상을 보 던 청소년들을 떠올려주시기 바랍니

다. 이들이 보여  인터넷 독 증상은 어떠했습니까? 추

상 이고 이론 인 응답보다는 가  ‘ 찰가능한 행

동이나 상태’를 자세히 말 해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⓹

문   항
전혀                      매우

그렇지 <--------------> 그렇다 

않다       

1)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①  ②  ③  ④  ⓹

2) 선생님께서 인식하기에, 인터넷 독으로 상담이 의뢰

된 청소년이 보이는  인터넷 독이라 부를 수 있는 증상

은 무엇인가요? 

 ①  ②  ③  ④  ⓹

3) 무엇을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으로 인지 할 수 있

습니까? 상담 장면에서 인터넷 독으로 의뢰되었던 아이

들의 증상을 말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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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평가서

1. 연구제목: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에 한 상담자의 인식

2. 비 질문 목록

1) 성 

기 타:                                                                    

2) 응답의 용이성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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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뷰 안내문

인터뷰 안내문

안녕하세요? 본 연구에 참여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연구의 취지와 목

  이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후군에 한 상담자의 인식을 

살펴 으로써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인터넷 독의 증상을 이해하

고자 함입니다. 최근 2000년  들어 인터넷 독에 한 연구가 

증하 으나 장에서 실제 청소년들이 보이는 인터넷 독 증

상에 한 탐색이 미흡하 고 따라서 상담 장에 계시는 문가

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이 정리가 된다면 향후 

효과 인 청소년 인터넷 독 상담의 방향 제시 뿐 만 아니라 인

터넷 독의 진단 기  수립의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요성에 기반하 습니다.  

인터뷰 질문

 인터뷰시 응답해주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식하는 청소년 인터넷 독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직  만나셨던 인터넷 독 청소년들의 증상들을 생각나시는 로 

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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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IRB No. 1310/001-007         유효기간: 2014년 10월 6일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청소년 인터넷 독 증후군에 한 상담자의 인식

연구 책임자명 : 이윤희(서울 학교 사범 학 교육학과, 박사수료)

이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독 증후군에 한 상담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입

니다. 귀하는 인터넷 독 상담 문가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

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 학교 소속의 이윤희(T: 010-****-****)가 귀

하에게 이 연구에 해 설명해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 으로 참여 의사

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련 있는지 이

해하는 것이 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 은 청소년 인터넷 독 증후군에 한 상담자의 인식을 살펴

으로서 실제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인터넷 독의 증상을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청소년 인터넷 독 상담 경험이 있는 문가 20명이 참여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연구의 승인이후로 2013년 2학기까지 연구자와 만나서 심층면담(인터뷰)을 1

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유선 인터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

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기 의 여건에 따라 개인 면담이 가능한 조용한 

공간을 섭외하여 진행될 정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참여의사를 밝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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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구 참여자의 자격기 과 련하여 간단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의사

를 확인하고 연구에 하다고 단되는 경우에 본 연구의 참여자로 상정되

어 본 인터뷰  인터뷰 자료의 녹음이 실시됩니다. 녹음 자료는 연구자에 의

해 사( 로 기록)되고 분석되어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의 하에 연구물로 

정리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 단기간 참여시 다음과 같이 기재

  :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2) 장기간 참여시 다음과 같이 기재

   : 해당사항 없음

5. 참여 도  그만두어도 됩니까?

,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 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 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상됩니다. 귀하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 해 주

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 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장기

으로 장에서 인터넷 독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

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 리책임자는 서울 학교의 김동일 교수 (02-***-***)입니다. 희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132-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

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모니터 요원, 검 요원, 생

명윤리심의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한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

고 련규정이 정하는 범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해 연구 결과를 직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하여 사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

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 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회기 당 1만원 정도의 작은 기념품이 증정

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윤 희                                화번호: 01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SNUIRB)         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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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No. 1310/001-007         유효기간: 2014년 10월 6일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하여 의논하 습니다. 

2. 나는 험과 이득에 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하여 자발 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한 정보를 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 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임 받은 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리를 하

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 하겠습니다. 

8. 나는 이 연구과정 에 녹음이나 녹화가 실시되고 자료가 분석되는 것을 확

인하 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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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진술문

일치도

1 2 3

1 게임을 막으니까 폭발 으로 공격 행동을 한다

2 게임을 막으니까 욕을 막한다

3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박거나 바닥에 찧는 등 자해하는 행
동을 보인다

4 게임을 하지 않았을때 안 부 하거나 안정 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

5 게임을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한다

6
게임 스토리가 칼이나 총으로 상 편을 죽이고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
격 행동을 쉽게 따라한다

7
갈등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공격 인 성향으로 표출하나 타인들에게는 잘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공격성을 표출한다

8 자기도 모르게-순간 욱해서 기물 손하거나 던진다

9
다른 건 시큰둥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데 게임에 해서는 감정도 느끼고,
생각을 한다.

10 일상 으로 있을 때도 게임화면이 떠다닌다거나 계속 그 생각만 한다

11 게임을 하기 해서 모든 거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2
게임을 하느라 일상 인 생리 욕구충족을 한 행동이 우선순 에서
려난다

13 화 내용이 다 게임 이야기 이다

14 게임 외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다

15 게임캐릭터에 돈을 쓰는 것에 굉장히 하다

16 게임공간에서는 캐릭터만 존재하지 나에 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17 가상과 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18 리셋이 가능한 가상을 실처럼 믿고 행동화한다

19 게임 안에 들어가서 실 문제로 부터 차단되어 있다

20 사람들이 게임캐릭터로 돌아다니는 것 처럼 느껴진다

21 사이버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22 게임에서 말도 못할 성취감을 느낀다

23 실에서 충족되기 못하는 욕구(자존감,통제감,인정의욕구)를 채운다

24 게임할 때는 게임에 확 빠져가지고 열 인 에 지가 뿜어져 나온다

25 밥을 잘 안먹고 한꺼번에 폭식한다

26 자는 것은 아침에 하는 밤낮이 바 생활을 한다

 부록 4. 진술문 내용에 한 참여자 검토

1. <표 1>은 인터넷 독 청소년이 보이는 증상에 한 진술문입니다. 진

술문의 내용을 보시고 선생님의 의견을 잘 반 하고 있는지 일치하는 

정도를 3  척도(1: 별로 일치하지 않음, 2: 어느 정도 일치함, 3: 매우 

일치함)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표 1> 진술문의 의견 반 정도에 한 멤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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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상태,외모에 신경쓰지 않는다

28 게임과 련된 가족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29 집밖에 안나온다

30 학습에 흥미없다

31 제때 학교 가지 않고 안간다

32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잔다

33 학생으로 해야할 일(숙제 등)을 하지 못한다

34 성 이 안좋다

35 목,허리, ,척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36 실에서는 멍하다

37 의 이 없어보이고 뭔가 취해있는 느낌을 다

38 게임을 하기 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거짓말 한다

39 게임을 하기 해 돈이 필요하면 훔친다

40 게임으로 인해 사기를 친다던가 경찰 련된 문제가 생긴다

41 필요할 때 하게 자기를 잘 표 하지 못한다

42 사람과 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43 계에서 상 방이 먼 와서 해주는 것에 익숙하다

44 게임을 한 계를 추구, 계가 깊이 없이 피상 이다

45 공감능력이 떨어진다

46 내가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 의 반응을 신경쓰지 않는다

47 계에서 상 에 해 반응이 없거나 느리다

48 타인의 의도를 부정 으로 왜곡한다

49 함께 있어도 벽처럼(감정있는 생생한 사람으로)함께 있지 않는 느낌이다

50 래(다른 사람과)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구체 인 방법을 모
르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1 학교에서 혼자 있는다.

52 사람에 한 심이 없다

53
사회 장면에서 무 나서거나 무 뒤에 있어 항상 방해꾼의 느낌을
다

54 가상세계에서느 던 강한 자존감,능력,계가 실에서도 그 로 유지된다
고 믿는다

55 사람들을 만났을때 긴장감이 크다

56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 의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다

57 가상으로 지어진 이야기,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58 이야기하는데 집 을 못한다

59 10분,20분 화하거나 말을 길게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60 무기력하고 축되어 있다

61 bipola처럼 어쩔때는 툭툭 튀다가 어쩔 때는 가라앉는다

62 생생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63 나는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게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64 실인지능력이 떨어진다

65 실 인 문제(시험,부모님)가 어떻게 되든 상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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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의 감각이 없다

67 내가 이 게 행동했을때 결과가 이럴것이다는 연계가 안된다

68 학교에 있는 시간만 빼고 게임만 한다

69 더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만족스럽지 않다

70 게임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알지만 조 이 안된다

71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겠다는 인식없다

72 감정통제가 안된다

73 동년배끼리 소통못하고 나보다 어린아이들과 친하려고 한다

74 오랫동안 지속해서 했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75 인터넷을 빼면 신 뭐할지 안이 없어 생활이 무 진 느낌이다

76 한군데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한다

77 집 력을 요하는 과제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78 게임에서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빠른 피드백,긴장감을 추구한다

79 즉각즉각 보상이 주어지니까 지연되는 것을 못참는다

80 게임을 갈수록 더 자극 이고 센거를 하게 된다

81 즉각 인 것이 아닌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한다

82 게임외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83
스트 스상황이되면상황에 한감정이나의식과정없이기계 이고자동 으로
게임을한다

84 게임에 회의 이고 하기 힘들어 끄고 싶어 하면서도 계속하게 된다

85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2. 의 진술문에 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비슷해서 빠져도 될 진술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2) 이해가 어려운 진술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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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진술문들은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을 잘 반 하고 있는지요?

4) 의 진술문에 표 된 내용이외에 청소년 인터넷 독 증상으로 추

가되어야 할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4)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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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컨셉매핑 연구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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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ince 20th century, the Internet has brought revolutionized changes 

and development for human life. Although diffusion of the Internet has 

made the life of mankind more convenient, it has also led to serious 

malfunctional problems in today’s society. Since a notion of internet 

addiction about excessive internet use introduced by Goldberg, Young, 

and other colleagues in the beginning of 1990s many researchers have 

paid attention to negative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Internet and put efforts to define this phenomenon.

Problems of the Internet use refer to various terms such as internet 

addiction disorder, pathological internet use, problematic internet use, 

excessive internet use, compulsive internet use, cyberspace addiction, 

high internet dependency, or virtual addiction. Diverse uses of scholarly 

definitions imply that scholars hold different points of view when it 

comes to problems of the Internet use. Nonetheless,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whether or not these terms indicate same phenomenon or 

different phenomena. Despite the absence of operationalized definition 

of use of the Internet, there are two aspects of this phenomenon in 

common. Fist, there is a failure to control obsessive and excessive 

Internet use. Second, by spending a lot of time on the Internet, it leads 

to negative impacts on physical, interpersonal,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aspects (Spada, 2014). In other words, more attention is 

needed for the problems of the Internet use in that psychopathological 

phenomenon associate with the Internet use exists regardless of how 

the definition of problems of the Internet use (Acier & Kern, 2011).

Many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lack of research investigating 

how the Internet addiction appears in clinical settings.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eline data for the Internet addiction 

research and its applications in clinical settings. From a counselor’s 

perspectiv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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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amine counselors’ perceived levels and groups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and to test counselors’ perceived levels of the 

importance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The study’s 

findings can be utilized as the baseline data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DSM’s Internet gaming disorder, the measure of excessive use of 

the Internet for adolescents, or counseling or educational program for 

excessive use of the Internet.

Research questions

The present study poses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perceived by 

counselors?

2. What are the levels and groups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perceived by counselors?

3. What are the levels of importance on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perceived by counselors? 

Method

Participants

Twenty counselors involving i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participated in interviews for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interview professional counselors who have experience in adolescent 

counseling and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13 counselors were 

recruited from national youth consultation support centers for Internet 

addiction established since 2007, which offers 11 nights, 12 days 

boarding-style remedy school for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ls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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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ors working at public and private counseling centers for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were included for the interview. The researcher 

recruited all of the interview participants individually.

Procedure

To identify factors and types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perceived by counselor, The present study was proceed as 

follow. Kane and Trochim’s (2006) research method was used and 

modified by including additional procedure when needed. 

First, when preparing for counselors’ perception study, interview 

questions were created to explore counselors’ perceptions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Based on expert’s review and preliminary 

interview, final interview questions were developed and research 

announcement and reference materials were prepared. Also, in order to 

bring up more ideas about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 

counselors who has experience of adolescent counseling and internet 

addiction counseling were recruited. 

Second, in the stage of producing ideas, individual interviews using 

the developed question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20 interview 

participants to explore their perceptions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During this process, all of the interviews were 

audio recorded and documented for the summary counseling forms.

Third, in the stage of statement structure, statement production 

about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was conducted. 

According to Kane and Trochim’s (2007)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dure, contents of summary counseling form was analyzed. Key 

words were first extracted from statements including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and next, similar key words were 

categorized, and examined the relevance. During this process, four 

experts including the researcher examined and agreed th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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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a total of 120 statements were extracted. Next, 84 

statements were chosen through the process of summary, revision, and 

synthesis, based on experts’ and interview participants’ feedbacks, 

and finally 69 statements were determined. 

Fourth, using the final 69 statements identified by perception 

analysis, 23 counselors were asked to examine the grouping of 

statements based on the similarity and the levels of importance on 

whether each statement well repres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Based on the analysis, multi-dimensional measure and 

clustering analysis were conducted and counselors’ perceptions of 

factors and dimensions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five stage of perception interpretation extradited 

dimensions and groups were explained and importance of each 

statement was examined.         

Results

Internet Addiction Symptoms of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perceived by counselors. Prior to the 

individual interviews, preliminary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focused interview questions and to preform preliminary interviews. 

Throughout this process, the focused interview questions were 

sophisticated and the potential need for additional questions were 

recognized depending on participating counselors and further prepared. 

The focus of interview was “what is your perception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The interview contents 

were documented in counseling summary forms, 4 researchers extracted 

a total of 120 statements. Next,  by arranging statements based on key 

words, a total of 69 statements were finalized throughout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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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Statement

Importance

M SD

1. Difficulty 

of Control 

Game and 

Switch

7. When it comes to game, I feel my eyes get  

 sparkling, have emotion and think about it 

although I am not so interested in   other 

stuff 

3.91 0.95

8. I feel the game screen is in my head or 

keep   thinking about game in daily life
4.13 0.92

9. To play game, I would go through fire and 

water
4.52 0.67

11. I talk abut game all the time 3.74 0.92

14. I don’t think myself exists in the game 

zone but characters   
4.13 0.92

15. I cannot distinguish between the virtual 

world and   the reality. 
3.96 1.22

16. I immerse myself in the game and become 

isolated   from the realistic problems 
4.52 0.67

17. I feel people walk around as they were 

game   characters
3.74 1.10

18. I have high self-efficacy in the cyber 

world
3.96 0.71

19. Game satisfies my needs that I could not 

feel   fulfilled in reality (self-esteem, 

self-control, and a sense of   

acknowledgement) 

4.26 0.75

43. I believe that my high sense of 

self-esteem and   ability, and relationship in 

the virtual world remain consistent in the real  

 world  

3.91 0.85

50. I see myself as one who never get away 

from game   and thus has no choice but play 
4.04 0.71

of summary, revision, and synthesis. During this process, one clinical 

psychologist and one counseling physiologist participated in clarifying 

the meaning of statements and participating interviewees were also 

asked to review the statement contents. Table 1 presents the final 69 

statements.

<Table 1> Contents, Grouping, and Importance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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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52. I have no feelings of how long I play 

game
4.39 0.66

53. I don’t se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y   behavior and its consequence
3.87 0.63

55. I cannot control although I recognize I 

play a lot   of game
4.30 0.93

59. I seek out fast feedbacks and tension from 

game   that I don’t have in the daily life
4.00 0.79

60. I cannot wait because I know there are 

instant   rewards  
4.26 0.75

61. I tend to play game that is more 

simulative and aggressive
4.26 0.81

64. I play game when I get stressed regardless 

of how   I feel or think about the situation
4.00 0.95

65. I keep playing game although I feel 

skeptical and   want to turn it off
4.22 0.90

66. I don’t have any motivation to control 

the use of the   Internet
4.13 0.87

68. I deny my problems of the internet use 3.87 0.63

69. I don’t feel satisfied and want to play 

more even   if I paly a lot of game 
4.35 0.78

2. Abnormal  

 Behaviors 

caused by 

playing 

internet 

game

1. I behave aggressively because I am 

prohibited from   playing game
4.57 0.51

2. I tend to hurt myself such as hitting my 

head   against the wall or against the floor 

when I am not allowed to play game

3.91 1.16

3. I become restless when I don’t play game 4.52 0.79

4. I feel extremely sensitive and react sharply 

when   I am not allowed to play game 
4.57 0.66

67. I destroy or throw stuff out in a fit of 

rage   unconsciously 
4.04 0.93

5. I tend to imitate aggressive behaviors 

because   game story is to beat up or kill the 

other persons with a knife or gun

3.91 1.00

45. I talk about stories that are fake or 

non-sense
3.70 1.18

3.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38. I don’t react to other people or am slow 

to react   to other people
3.65 0.93

44. I feel nervous when meeting with other 

people
3.78 0.85



-148-

36. My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for game 

so it is   not strong but superficial
3.65 0.88

41. Despite my desire to get along well with 

peers, I   don’t know specific ways or I use 

the wrong ways to interact with others

3.74 0.75

35. I am not good at maintaining eye contacts 

with   others
3.52 0.99

39. I distort others’ intentions negatively 3.22 1.00

42. I am not interested in others 3.35 1.07

37. I talk about what I want to talk about but 

I don’t   care about how others react
3.65 0.88

40. I feel they are not human beings like the 

wall   (person who has emotion and is lively) 

when I am with other people

3.74 1.10

47. I have difficulty to continue conversations 

longer   than 10 or 20 minutes
3.78 0.85

34. I cannot express myself clearly and 

adequately   when needed
3.57 0.96

46. I cannot pay attention to conversations 3.70 0.88

6. I tend to express my aggressiveness to 

myself   rather than expressing to others
3.78 1.00

48. I feel helpless and feel not confident 3.74 0.92

49. I feel up and down like bipolar disorder 3.87 0.81

62. I feel tired of thinking a lot 3.87 0.81

20. I binge on food at a time, instead of 

eating a   regular meal
3.91 0.95

4. Difficulty  

 in Daily 

Life

21. I sleep in the morning and wake up in the 

evening
4.43 0.66

26. I go to school late or skip the school 4.30 0.63

30. I have physical symptoms with my neck, 

eyes, back,   and spine
4.17 0.83

33. When needed, I steal money to play game 4.17 0.58

28. I cannot complete tasks as a student (e.g., 

homework)
4.35 0.78

29. My grade is not good 3.91 1.00

25. I am not interested in studying at all 4.09 0.73

27. I daydream or take a nap during the class 

time
4.09 0.90

22. I don’t care about my sanitary condition 

or beauty
4.00 0.90

23. I don’t come out of my house 4.30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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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 lay to my parents or teachers in order 

to play   game
4.13 0.87

32. Family conflicts rise consistently due to 

game
4.43 0.66

5. Internet 

game    

Immersion

10.Due to playing game, my behaviors to meet  

 physiological needs are not considered as a 

priority

4.39 0.66

12. I don’t have any interest but game 3.87 1.14

13. I am generous about spending money for 

game   character
3.83 0.89

31. My mind is not clear in the real world 4.00 0.90

51. I don’t care about realistic problems 

(test, parents)
4.09 0.67

54. I spend lots of time in playing game, 

except being   at school
4.48 0.67

56. I feel lost because when I stop game, I 

don’t have   any alternatives to do 
4.30 0.70

57. I have difficulty in maintaining in the 

same seat   (besides playing game)
3.91 1.00

58. My performance goes down when dealing 

with the   task that requires my concentration 

(besides playing game)

4.09 0.85

63. I don’t remember things because I don’t 

pay   attention to things and let it goes, 

except game

4.00 0.67

       

Perceived dimensions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In order to investigate counselors’ perceived dimensions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a total of 23 including 14 

interview participants and 9 counselors who have experience of 

counseling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were asked to examine the 

similarity of statements. By utilizing concept mapping program 

developed by Korea Youth Counseling Center, each counselor was 

asked to examine 69 statements describing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and group statements that they perceived as similar. 

A matrix of similarity was first produced as a result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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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next,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e was performed by 

transforming a matrix of similarity to a matrix of non-similar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e is that while the raw data are mostly reflected, visualization takes 

place with the number of the lowest dimension in a simple space (Park, 

2000). When determining the number of dimensions, the value of stres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Table 2 presents the value 

of stress and the value of R-squared depending on dimensions as a 

result of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e.

<Table 2> Multidimensional Stress and R-Squared Value 

Number   of 

Dimensions
Stress R2 Increase   of 

R2

1   Dimension .51 .27 -

2   Dimension .29 .56 .29

3   Dimension .19 .73 .17

4   Dimension .13 .83 .10

5   Dimension .10 .87 .4

6   Dimension .08 .91 .4

     

   

Table 2 presents that the decrease of stress occurs from 1 

dimension to 2 dimension and stress plot presenting the value of stress 

in relation to dimensionality also shows such decrease. Also, parsimony 

and interpretability (Fitzgerald & Hurbert, 1987; Gnanadesikan & Wilk, 

1969) as important criteria to interpret the number of dimension and its 

meaning confirm that 2 dimension is well fitted. Figure 1 shows 

visualization of each statement demonstrating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in 2 dimension using ALSCAL technique employing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e. 

When it comes to meanings of each dimension, orthodromic direction 

of 1 dimension represents the overall syndrome for the Internet. That, 



-151-

is, a majority of syndrome are problematic syndrome associated with 

Internet games, whereas the rest symptoms associated general problems 

in the incorrect direction. In other words,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including imitating aggressive behaviors portrayed by 

Internet games, playing more aggressive games, high levels of 

self-efficacy on cyber worlds, which is not found in other types of 

addiction symptoms, appear in the orthodromic direction, whereas 

general problematic symptoms including problems of school attendance, 

grades, and student responsibility and school assignment, which can 

take place during the period of adolescence, occur in the incorrect 

direction. Therefore, the title of 1dimensionis named as internet games 

pecified symptoms-internet game unspecified symptoms. Next, when it 

comes to statement location and its meaning in 2 dimension, the 

orthodromic direction of 2 dimension displays that internet addiction 

leads to prioritize game as the most important thing by influencing 

adolescents’ individual psychological and becoming more distant from 

the external reality due to the focus of adolescents’ interest and 

attention on games.

On the other hand, the incorrect direction shows that internet 

addiction exerts external impacts on adolescents, which consequently 

leads to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t is, as 

the impact of internet addiction moves to the incorrect direction, it 

shows problematic symptom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ereas as the impact of internet addiction moves to the orthodromic 

direction, it presents isolation from the reality by penetrating individual 

psychology. Therefore, the title of 2 dimensions is named as 

intrapsychic problems – interpers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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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e (1 dimension * 2 

dimension)  

Groups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Clustering analysis in two way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how counselors perceive 69 statements about internet addiction 

syndrome and group the statements. First, based on values of 2 

dimension as a result of ALSCAL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e 

examining a matrix of non-similarity of 69 statements, Ward analysis 

method (Borgen & Barnett, 1987) as one type of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s employed. The result dendogram presents visualization of a 

total of 6 groups demonstrating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Next, average linkage method (Borgen & Barnett, 1987; 

Elliott, 1985) as another type of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lso 

confirms that 6 group is statistically valid. Figure 2 presents concept 

map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The process of 

naming the groups that best represents characteristics of 6 groups was 

based on counselors’ feedbacks and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game orientated-life”, “failure to control game and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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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 behaviors when adolescent cannot play the games”,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fficulty in daily life”, 

and “psychological immersion and desire”.        

[Figure 2] Concept Map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Importance of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The present study examined 23 counselors’ perceived importance of 

69 statements about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yndrome using 

measures of 5 point Likert scale. Table 1 present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mportance of internet addition syndrome of adolescents. 

With regard to importance of groups, “difficulty in daily life” from 

group 4 showed the highest means. Counselors evaluated syndrome 

including irregular school participation, delinquency in school activity 

and study, misconduct, physical influences, which impedes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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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erformance during this developmental period, as most important. 

By contrary,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rom group 3 

indicated the lowest means, meaning that counselors perceived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the less important 

symptom of internet addiction than “difficulty in daily life”. The 

importance of means were followed by “abnormal behaviors when 

adolescent cannot play the games” from group 2, “failure to control 

game and switch” from group 1, “game orientated-life” from group 

1, “internet game immersion” from group 5, and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rom group 3. 

 

Discussion and Implication

The present study shows implications as following.

First, since 1990s there has been numerous studies examining 

negative influences of the Internet use. Although many scholars have 

agreed that when it comes to definition of the internet addiction, 

excessive internet use is harmful and impulsive and addictive, which 

can be detrimental for adolescents’ development, there is not a such 

universal agreement of what consists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Thus, in an effort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internet addiction, more attention is needed to consequences resulting 

from problematic internet us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appeared from a perspective 

of counselors who provides counseling to internet-addictive adolescents 

in clinical settings. To explore how so called “internet addiction” 

phenomenon occurs and what it happens to problematic users of the 

Internet, it is needed to shed light on internet addiction syndrome from 

the multifaceted perspective. In the present study,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was examined based on counselors’ 

perspective who play a big part for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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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ddictive adolescents. The study’s findings will be used as 

baseline data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Second, the present study shows practical implications by providing 

specific information for counseling and training from the counselors’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present study’s findings, 69 statements 

about internet addiction syndrome were grouped by 2 dimensions and 6 

groups. With regard to the dimension, internet game specified 

symptoms-internet game unspecified symptoms and intrapsychic 

problems–interpersonal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erms of grouping, 

“game orientated-life”, “failure to control game and switch”, 

“abnormal behaviors when adolescent cannot play the games”,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fficulty in daily life”, 

and “psychological immersion and desire” were identified.  These 

findings about information and structure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will be used as a standard criteria for counselors in clinical settings 

providing therapeutic intervention to adolescents who are addictive to 

the Internet use. For example,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to check 

what kinds of symptoms are apparent for clients and whether there are 

other aspects of symptoms or not. Especially, it is worthy to deliver 

knowledge that “is gained by experience and is influential for actual 

behaviors, yet is difficult to explain” (Stenberg, 1949) to inexperienced 

internet addiction counselors. Moreover, the present study’s findings 

will be utilized as useful data for developing counselor training and 

counseling programs about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ird, internet addiction syndrome of adolescents, as a result of the 

present study’s findings, can be used as reference for diagnosis 

criteria of internet addiction syndrome and development of measures 

relevant to internet addiction syndrome. According to recent revision of 

DSM-5, it is suggested that internet addiction is not categorized as 

pathological gambling because there is a lack of data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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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 and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 this line of 

research. In comparison with the stranded suggested by DSM-5, the 

extracted groups in this study include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normal behaviors when adolescent cannot play the 

games”, “difficulty in daily life”, and “psychological immersion and 

desire”, which corresponds to DSM-5 standard. However, uniqu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ion such as “game orientated-life” 

and “failure to control game and swith” were not reflected in 

DSM-5. When determining internet addiction syndrome and standard 

criteria, it is possible to compare what aspects are reflected and what 

aspects are not reflected and it provides information on what needs to 

be more serious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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