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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률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중독은 충동적 사용, 내성, 금단증상 등 중독의 메카니즘을 고려한 치료형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중

독의 고위험군에게 기숙형치료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치료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으로부터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11박 12일동안 기숙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한 내용은 규칙적인 일상생활, 개인상담3회기, 집단상담8회기, 부모상

담 및 교육 3회기, 다양한 대안활동(신체활동, 미술활동, 창작활동, 심신수련, 자치활동)등이었다. 대기자집단을 

통제집단으로 하고 사전 사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인터넷중독신념, 자기통제력에서 유의

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고위험군에게 본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중고생 

모두 인터넷중독신념과 자기통제력에서 3개월 추수 후에도 치료효과가 유지됨이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심각한 

인터넷중독군을 대상으로 치료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기숙형치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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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1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97.3%가 하루 1회 이상 인

터넷을 사용하며 주 평균 이용시간은 12.4 시간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11). 이 사용률은 

OECD 국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IT산업은 부시게 발 해 왔으나 청소년

보호차원에서의 논의는 사실상 미흡하여 왔다. IT산업 계부처나 련 산업체에서는 인터넷

독이 아직까지 정신질환으로 등록되지 않아 질병이 아니며 무 과도하게 이슈화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어왔었다(김재경 국회의원 국회세미나, 2010). 다행히 최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

간 인터넷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법제사법 원회를 통과하면서(한국경제, 2011), 

청소년의 인터넷 독의 폐해와 심각성에 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2013년에 개정될 미

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는 인터넷 독이 정식으로 독질환으로 분류되어(http://www.dsm5.org), 

인터넷 독의 한 치료에 한 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는 Goldberg(1996)에 의해 인터넷 과다사용의 결과가 “ 독”의 진단 기

과 거의 일치되는 면을 지 하면서 처음 언 되었다. 한, Young(1999)이 DSM-IV의 ‘병  도

박’의 진단기 과 일치하는 인터넷 독의 특성으로 인터넷에 한 강박 인 사고, 내성과 단, 

의도 이상의 인터넷 사용 의존과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부정  결

과들에 한 무시 등을 설명하면서 공식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재 ‘인터넷 독’이라는 진단

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장애, 

내성, 단, 일탈행동, 인터넷에 해 자동화된 독  사고, 가상  인 계 지향성, 실구분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김청택, 김동일, 박 규, 이수진, 2002)’라고 합의되고 있다. 

재 보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독률은 8.5%로 약 200만명이 인터넷 독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성인의 경우는 6.4%의 독률을 보이지

만 청소년의 독률은 12.8%로 약 93만8천명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은 청소년의 인터넷 독이 심각한 험수 를 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 험군 청소년들은 

매년 증가하여 2006년에는 14만 8천명, 2008년에는 16만 8천명, 2009년에는 18만 7천명에 이르고 

있어(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고 험군이 방치될 경우 미래에 어떠한 부정 인 결과들이 나타

날지 아무도 측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 증거들로써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인터넷 게임에 빠진 학생이 등학생인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앙일보, 2001), 인터

넷 게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죽인 상 에게 복수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찔러 상을 입

힌 사건( 앙일보, 2005), 부산의 10  소년이 게임 사용을 나무라는 모친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연합뉴스, 2010) 등 폭력  사건들이 지속 으로 보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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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고 험군에 한 개입이 매우 시 한 실정이다. 

Ⅱ. 이론적 배경

청소년의 인터넷 독 상은 성인보다 독성이 훨씬 더 심하고 신체 , 심리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이창욱, 김 진, 박이진, 조근호, 채숙희, 박재우, 이희미 & 주아네스, 2009). 인터넷

독 청소년들은 특정 행동에 과도하게 탐닉하게 됨에 따라 시간 으로나 경제 으로 생활의 균

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한 역기능이 해져 자기조 의 실패를 래한다(김교헌, 최훈석, 

2008). 한 폭력성, 고립감  우울감 유발, 공격성, 충동성, 자아정체성의 상실, 가족  친구들

의 인 계 악화, 학교생활의 낮은 응력 등의 문제를 보인다(김정효, 박성혜, 2001; 박 호, 

김미경, 2003; 송숙자, 심희옥, 2003; 안혜숙, 이종승, 2002; 정윤주, 2005). 한 청소년기의 인터

넷 독 문제는 성인기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 될 가능성이 높다(김주연, 2002; 

Brenner, 1997).

그러나 발달단계상 매우 요한 청소년시기의 인터넷 독에 한 치료  개입 연구는 재 

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 독과 련된 국내의 연구는 2000년 이후 학회지에서 게재되

기 시작하 으며(류진아, 2008), 인터넷 독과 련된 변인 연구(65.7%), 인터넷 독의 실태

(17.3%), 인터넷 독 방  개입방안(12.9%), 인터넷 독 과정(1.5%), 인터넷 독 척도 개발

(1.3%), 인터넷 독의 하 유형 분류(1.1%)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지만(박승민, 김창 , 천명재, 

2005), 명확한 진단 거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되고 있으며 인터넷 독의 양상에 한 기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한 한 치료 로그램 한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박 독과 알코올 

독의 인지행동  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로그램을 구성하여 왔다(곽미숙, 김정남, 천성문, 

2005). 청소년의 인터넷 독에 한 주요한 근으로는 인지행동치료 근(Young & Rogers, 

1998; 복지와 사람들, 2000; 이형 , 2001), 자기통제  시간 리 근(권희경, 권정혜, 2002), 

실치료 근(신 명, 2001), 통합 술치료 근(정여주, 고 삼, 이은실, 2007), 가족상담 근(박경

애, 이화자, 김옥희, 김희수, 고 삼, 이은실, 2007), 의사소통  근(정경자, 김정희, 김동원, 

2009) 등이 있어 왔다. 박승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독 집단상담 로그램의 

효과에 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과크기가 충  근, 실치료, 인지행동치료, 기타 

근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상은 주로 인터넷

독 경향을 보이는 잠재 험군과 일반군이 부분 이었다. 한 근내용도 주로 인터넷사용의 

충동을 통제하는 데에 을 맞추고 있다. 즉, 독의 큰 특징  하나인 단과 내성 증상에 

한 근이 포함되지 않아 인터넷 독 고 험군에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잠재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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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일반군을 상으로 한 인터넷 독 방과 개입도 요하지만, 심각한 인터넷 독문제로 인

해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작 의 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 독 고 험군 개입에 한 

연구는 매우 시 하고도 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 독 고 험군의 치료는 쉽지 않으며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국가청소년 원회, 2006; 김재원, 2007; 한국정보화문화진흥원, 2002; Block, 2007; Davis, 

2001).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충동성, 단증상과 내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독자들의 치료에 

한 동기가 매우 낮아 문제가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에 있다(이창욱 외 2009; 

조선미, 김 수, 신윤미, 2007)). 독은 진행되면서 자기조 과 실패사이를 반복하며 갈등이 심

해지고, 주 의 압력이나 생활 스트 스 등이 독을 더욱 강화시키는 독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어(김교헌, 최훈석, 2008) 치료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독의 기단계에는 “부정 인 결과

에 한 고려 없이 하고 무계획 으로 반응하는 경향성”(Hollander & Allen, 2006)으로 정의

되는 ‘충동성(impulsivity)'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이때에는 조 의 문제가 치료의 건이 되지

만(이형 , 2001; 신 명, 2001), 독이 심각해지는 단계에 들어서면 내성과 단증상이 발달하

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이창욱 외, 2009; Young,1996). 종 과 같은 만족을 경험하려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내성(tolerance)이 나타나 보다 자극 인 게임을 추구하며, 더 많은 시간

을 보내게 된다(성윤숙, 2004; Young, 1996; Block, 2007; Brown & Merritt, 2002). 한 자극이 

단되었을 때 불유쾌한 신체  심리  증상을 보이는 단증상(withdrawal symptom)이 발달

하여 노 처럼 얽매이게 되는 단계로 발 하게 된다(이창욱 외, 2009; 김교헌, 최훈석, 2008, 한국

정보화진흥원, 2006). 즉, 쾌락과 만족의 추구가 아니라 불안이나 고통을 이기 해서 도피행

동을 반복하는 “강박  사용”이 문제가 된다(APA, 2000, Hollander & Allen, 2006).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조하며 과민해지고 우울해지지만 속하는 순

간 이러한 불쾌감과 고통스러움이 사라지게 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국가청소년 원회, 

2007; Ko, Yen, Chen, Chen & Yen, 2005b; Yaoguo, Linyan, Fenglin, 2006). 따라서 독을 치료

하기 해서는 무계획 으로 반응하는 충동  사용에 한 통제 뿐 아니라 내성과 단증상으

로 인한 강박  사용을 제지할 수 있는 극 이고 집 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2005년 서울 병원, 한양 병원, 연세 병원, 앙 병원 등 우리나라 주요 4

개 병원을 심으로 인터넷 독 치료재활모델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국가청소년 원회, 2006). 

여기에서는 단과 내성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요하는 심각한 독상태의 청소년이 의뢰된 청소

년의 20%로 확인된 바 있었다(국가청소년 원회, 2006). 이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독 경

우, 공존질환률이 높아 공존질환여부에 따른 합한 치료형태가 필요하다는 것과 가족치료, 집

단  개별치료, 약물치료 등 복합 인 근을 고려한 고 험군의 치료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 다. 한 2박3일간의 캠 의 운 를 통해 인터넷 독의 치료에 부모가 참여하는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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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치료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으며 보다 장기간의 치료  캠 개입이 효과 일 것으

로 측하고 있었다. Young(2000)역시 독의 특성인 ‘내성’과 ‘ 단’을 효과 으로 다루기 한 

방법으로서 기숙형태의 치료방법을 제안하 으며 성인의 경우 4에서 6주의 기숙형태가 바람직

하다고 보았다. Young에 의하면 부분의 게임 독자들은 우울증상이 심해지고, 직장을 잃고, 

학교를 단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까지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

정한 장소에서 체류하면서 규칙 으로 치료받는 기숙형의 치료형태가 효과 이라고 보았다. 

Block(2007)은 인터넷 독자를 실의 계 속으로 통합시키는 치료를 해서는 컴퓨터로부터

의 단 된 환경이 필요하며 동시에 단 로 인해 생기는 독자의 원  감정들의 배출을 받아

만한 치료환경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이러한 배출구가 없을 경우 이러한 원  감정들은 

갑작스럽고 험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터

넷으로부터의 단 이 매우 어렵고 인터넷 독은 어떤 형태든 컴퓨터에 노출되기만 하면 재발하

는 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단 된 인  치료  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Block은 

통원치료로는 매우 제한  도움만  뿐이므로 30일 정도의 입원과 유사한 보호치료(retreat)를 

제안하 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터넷 독 치료를 한 기숙형 보호치료형태에 한 실제 효과성

에 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미국 폴시티에서 인터넷 독을 한 45일의 기숙 형태

의 로그램이 민간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성인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효과검증에 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www.netaaddictionrecovery.com).

기숙형 보호치료의 효과가 보고된 것은 알코올 독자를 상으로 한 Meyer(1986), 

Mirin(1991) 등의 연구이다. 그들에 따르면 함께 기숙하는 형태의 치료세 은 집 인 치료

로그램을 통해 행동패턴을 차단하며, 같은 문제를 가진 동료들의 면과 지지를 제공해  수 있

으며, 독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고, 독 물질과 차단된 안 한 공

간에서 집 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이와 련하여 네덜란드의 Bakker(2007)나 타이완의 

Ko, Yen, Chen, Chen과 Yen(2005b)등은 인터넷 독의 증상이 약물 독이나 알코올 독의 증상

과 유사함을 보고하면서 약물 독과 유사한 치료 근을 제안하 다. 즉, 행동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인터넷 독자들이 인터넷을 끊었을 때 약물의존환자와 유사한 단증상을 보이므

로 약물 독과 같이 물질에 한 단 (해독)과 함께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치료사로 구성된 

그룹 치료 방식을 사용하며 이들이 ‘ 실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도구를 제공하

며 단 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도록 하는 형태를 인터넷 독에 용할 것을 

제안하 다(Bakker, 2007; Block, 2007). 즉, 인터넷환경과 단 된 인 이고 안 한 치료 환경

이 인터넷 독의 단증상을 해독하는 것으로써 필수 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련하여 문제 있는 환경으로부터 치료  목 을 가진 환경으로 이동시키는 거주형 치

료 로그램들의 장 에 해서는 일 이 Rawson(1973)이 제안한 바 있다. Rawson(1973)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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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 로그램이 청소년의 환경  요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실패가 일어난

다는 을 지 하면서 거주형 치료캠핑에 해 지지  결과들을 보고하 다. 같은 맥락에서 최

근 기청소년을 상으로 기숙형태 치료를 용한 들이 증가하고 있다(Blackman, Eustace 

& Chowdhury, 1991; DeAntonio, 2000; Leichtman, 2006; Leichtman, Leichtman, Barber,& 

Neese, 2001; Moore, Moretti, & Hollard, 1998; Pazaratz, 2000; Powell, 2000). 한 거주기간과 

련하여 이들 연구자들은 7일에서 6개월의 다양한 거주기간을 용하 는데 Hirschberg, 

Horgan과 Douglas(1997)은 7일에서 45일까지의 비교에서 평균 10일에서 최  14일간의 기숙 치

료형태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과 이라고 하 다. Hirschberg, Horgan과 Douglas(1997)는 단

기기숙치료학교 로그램(Acute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ART)를 용한 157명의 로

그램 참가자  148명, 94%가 행동의 안정화를 가져왔고, 모든 부모와 의뢰기 으로부터 참가 

청소년의 행동이 개선되었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이들은 기간이 많이 소

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심리 인 거부감이 많은 병원치료보다는 14일 간의 단기기숙형 형태

의 치료방법이 효과 임을 보고하고 있다(Hirschberg, Horgan과 Douglas, 1997). 거주기간에 

하여 Rawson(1973)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 장기 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분리자체가 분리불

안과 같은 심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면서 환경  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의 구조화를 제안하 다. Rawson은 11-14세의 사회화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상으로 10일간의 24시간 집 치료  캠핑의 효과를 보고하 다. 한편 박상규, 강성군, 김교헌, 

서경 , 신성만, 이형 , 민(2009)에 따르면 독의 경우, 단증상으로 인해 자발 으로 

독행동을 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 된 환경이 필요하며 최소 2주간의 단 이 필요

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 연구들을 토 로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을 해서는 

최소한 10일에서 14일간의 안 한 거주형 치료 환경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안 한 치료환경과 련하여 Rawson(1973)은 800에이커의 산림과 기숙사, 캠핑장, 운동장, 부

속기  등이 있어 외부활동경험(outdoor experience)이 가능한 센터를 활용하 고 매우 성공

인 결과를 보고하 다. 비행청소년에게 효과를 보인 모험기반 상담(Adventure-Based 

Counseling) (Glass & Myers, 2001), 기청소년을 상으로 외부모험 로그램(Outdoor 

Adventure Program)을 용하여 재범율을 효과 으로 낮춘 West와 Crompton(1999), 

Beker(2001) 등 역시 자연친화  캠핑환경에서의 성공을 보고 하 다. 이들이 공통 으로 보고

한 바에 따르면, 자연 친화  환경과 활동 인 로그램은 기 청소년에게 심리  정화와 자유

롭게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다(Glass & Myers, 2001; West & Crompton, 1999; Beker, 

2001). 한 활동경험을 통해 자기 통제감의 효과, 그동안 감소되었던 활동에 한 흥미와 흥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은 본질 으로 치료 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Fletcher

와 Smith(1999)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자연환경에서의 캠핑 로그램들은 통 인 상담기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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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효과 이며(Wood & Gillis, 1979; Romi & Kohan, 2004),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야외활동과 모험은 신체  활동과 건강수 의 증가, 건강한 두뇌활성

화, 심리  진정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Travlou, 2006). 일상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방어

자세를 감소시키고 성인 지도자들과의 계를 변화시키고 안 한 구역(comfort zone)을 넘어서 

자신들의 문제와 두려움에 직면하도록 격려시킨다(Davis-Berman & Berman, 1995). 자연 속에

서의 다앙햔 활동은 인터넷 독의 내성으로 인해 더욱 더 자극 이고 폭력 인 인터넷게임으로 

치닫던 고 험군에게 자극으로 지나치게 활성화되었던 뇌에 평온하고 안정 인 경험을 제공하

며 심리  안정화와 통제감을  것으로 보인다. 

West와 Crompton(1999)는 효과 인 모험기반 상담 로그램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 

몇 가지 유용한 제안하고 있었다: 남자 비행청소년 등 동질  집단으로 한정할 것, 도시에서 멀

리 떨어진 곳으로 강이나 산이 가까운 곳으로 치하여 도망갈 기회를 최소화하며 활동에 집

할 수 있도록 할 것, 카운슬러가 상주하며 캠퍼간의 비율은 1  1에서 1  8을 유지할 것, (비율

이 낮을수록 한 상호작용과 멘토쉽이 일어나고 안 하고 확실히 통제됨), 참여자들은 1조에 

5명에서 8명으로 구성하고 성인 상담가가 슈퍼바이 로 참여하며 1명 는 2명의 카운슬러가 

각 집단에 할당 될 것 등이다. Rawson(1973)은 6명의 청소년에게 남자와 여자 교사치료자

(teacher-therapist)를 각각 1명씩 배정하여 각 성별이 가족 안에서 바람직한 모델링을 보여  수 

있도록 가족형태의 상황을 모의구성 하 으며 개별화된 모듈과 동  참여모듈, 집단활동 학습

모듈에 노출되도록 하 다. 이들이 시사하는 바, 효과 인 인터넷 독 치료를 해서는 치료

상을 좀 더 동질 으로 표 화하고 자연환경 속에서 효과 인 외부경험 활동들과 내면을 탐색

하는 상담활동이 병행되도록 하며 개별 로그램과 집단 로그램, 교육 로그램이 하게 구

성된 치료  환경개입을 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와 한 비율의 지도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독의 경우 공존질환이 상되므로 정신과의사와 임상심리

문가, 상담 문가, 수련활동 문가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청소년 원회 2006; 이

창욱 외 2009), 공존질환에 한 공통 인 가이드 라인과 약물 투약지침, 응 상황에 한 매뉴

얼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참여하는 지도자 활동에 한 구체 인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지도

자들의 역할이 명확히 숙지되어 안 하고 효과 이고 일 성 있는 치유  환경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고 보여진다. 한 국내 인터넷 독 환자의 입원  방문 비율 조사에서 학교 이상의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체 인터넷 독 청소년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창욱 외(2009)

과 안동 (2007)의 보고에 따라 치료 상을 남자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으로 표 화하여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시사된다.

Leichtman(2006)은 한 기숙형 치료 형태에서 요한 요인으로써 ‘환경요법(Milieu 

Therapy)’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요법은 한정된 치료시간 이외에 자고 먹고 씻고 입는 등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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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같이 하면서 일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 인 기술을 청소년들이 배우고 연습하도

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처음에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여러 날을 함께 하면서 

축 이 되면 결국에는 상당한 변화를 개인에게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숙형 치료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즉각 으로 배울 수 있으며 같은 문제에 

해서 일 인 방법으로 상담자의 지속 인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삶에 한 리를 배울 수 있

다. 이는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에게 매우 요한데 이들의 일상생활은 인터넷 의존  행

동으로 망가져 있으며 본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창욱 외, 2009; 

Block, 2007; Ran, 2007). 집단활동 속에서 일상 인 생활습 이 자리 잡도록 성인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동안 규칙 인 생활습 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구조화된 삶의 경험과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기숙형 치료형태는 청소년들에게 래와 성인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

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데 매우 유용하다(Glass & Benshoff, 2002; Stockton, Rohde & 

Hatghey, 1992). 다양한 외부활동과 모험활동은 집단응집력을 진하며 동료들과의 신뢰와 공

동체 안에서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Glass & Benshoff, 2002). 한 인 계에서 래집단

을 형성하며 사회화를 진하게 된다(Travlou, 2006). Corder(2007)는 집단치료의 형태가 청소년

의 정체성 문제, 래 간의 피드백 주고 받기를 통하여 ‘나 자신이 이 에 몰랐던 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통찰력을 기르고 정 혹은 부정 인 감정을 표 함

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인터넷 독 청소년들은 고립감과 인 계 악화 

경험과 인 계에서 오는 스트 스를 매우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직  해결하기보다는 

인터넷에 의존하여 회피 인 안을 추구한다(윤재희, 1998; 청소년보호 원회 2000; 이형 , 

2002a). 이창욱 외(2009)에 의하면 이들의 31%가 집단따돌림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사회  

기술과 경험은 빈약하고 정 이지 않았다(청소년보호 원회, 2000). Glass와 Myers(2001)은 

모험기반상담에서 요한 핵심은 ‘격려(encouragement)'라고 보았다. Glass 와 Benshoff(2002) 

역시 캠 의 지도자와 참여자들 간의 격려를 통해 집단의 일부가 되며 래에게 수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보았다. Beker(2001)는 거주형 치료환경으로서 따뜻함의 느낌을 달하는 성인

-청소년 계의 요성을 지 하 다. 따라서 수용 이고 지지 인 지도자의 태도와 지지 인 

집단활동과 집단상담은 이들의 사회화 에서의 부정 인 경험을 재경험하게 하고 사회  

심과 풍부하고 건강한 인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이들의 자기 수용, 정  인 계, 환경 통제

력 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정  인경험이 가정 안에서도 유지되도록 가정 

내 효과 인 의사소통과 양육태도에 한 부모교육과 상담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터넷

독 청소년의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박상규 외(2009)나 국의 Xi Zhenfang과 Zhang 

Xiaoyang(2005)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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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단증상을 버티면서 그 공백 

시간 동안 일어나는 감정들을 받아주고 그 공백에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재미와 

성취감,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 요한 개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상규 외, 2009; 이창

욱 외 2009; Block, 2007; Ko et al, 2005b). Ko(2007)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자는 내담자가 

게임에 해서 이야기 하려는 것을 막지 않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욕구가 좌 된 부분을 충분

히 이야기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인터넷 독의 폐해를 잘 인식하여 조 동기를 높이며

(이형 , 2001), 여가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안활동들을 체험해보면서 자기 흥미와 자기 실 의 

욕구를 추구하게 하는 것(Ko et al, 2005b, Bakker, 2007; Block, 2007)이 필요하다 단 증상으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과 행동을 상담자가 함께 버텨주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의 흥미에 맞으

면서 일상에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련활동체험을 통한 안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박상규 외, 2009; Block, 2007; Ko, 2007). 이러한 상담자의 역할은 캠 가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캠  밖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사

용할 수 있는 유혹  인터넷환경이므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해서는 지속 인 사후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부모와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후 리 서비스의 요성을 언 한 

Whittacker와 Maluccio(1989)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캠  이후 사후 리서비스로는 개인상담, 

가족상담, 학교상담, 멘토 로그램 등이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Hirschberg, Horgan & Douglas, 

1997).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11박 12일의 기숙형 치료 로그램 안을 

마련하 다. 상은 남자 청소년으로 한정하 다. 정신과의사 1인, 청소년, 인터넷 독 련 

문가로서 임상심리학 박사1인, 인터넷 독 로그램 개발  운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 

1인, 인터넷 독  경험이 풍부한 NGO단체 실무자 2인 등 총 5명의 자문을 받아 본 로그

램을 구성하 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산을 받아 로그램을 운 하 다. 1회의 시범운 을 

통해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캠 에 참여한 정

신과의사 1인, 상담 문가 4인, 멘토 8인, 임상심리학자 1인의 2차 자문을 받아 로그램과 지도

자 매뉴얼, 교구재를 수정하여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따로 모집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려워 한 기수의 상자들을 기자 집단으로 운 하여 3차례 운

을 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에게 개발

된 기숙형 치료캠  로그램을 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기자 집단 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 기숙형치료 로그램이 종료된 후 3개월의 사후 리를 통해 이들

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즉,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된 인터

넷 독 기숙형 치료학교 로그램은 인터넷 독 고 험군에게 효과가 있는가? 2. 로그램 종료 

후 3개월의 사후 리가 인터넷 독 고 험군의 효과를 유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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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 인 인터넷 독 고 험군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상자  고 험

군으로 평가되어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남자청소년 57명을 상으로 하 다. 인터넷 독 고

험군 기숙형치료학교에 참여한 총 57명 에서 사 ․사후․추수검사  한 시기라도 검사를 빠뜨

린 9명, 무응답 반응과 반응 오류가 있는 경우 8명을 제외하여 총 40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분석의 상이 되었다. 연구문제 1을 해 실험집단에 배치된 학생 11명과 통제집단에 배치된 

학생 1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4.9세 다. 통제집단은 기자 집단으

로 구성되었으며 기자 집단은 사 검사 실시 후 2주 간격으로 동일한 검사를 하도록 하 다. 

한 연구문제 2를 해서는 사후 리에 참여한 학생 11명과 고등학생 13명의 자료가 분석되

었다. 이들 학생의 평균 연령은 14. 7세 고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6.9세 다. 이들은 사 , 

사후, 3개월 추수 검사를 받았으며 이들의 부모들 역시 사 -3개월 추수 검사를 받았다. 

2. 모집절차

연구 상자 모집은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정신보건

센터, 교육청을 통하여 모집되었다. 고 험군을 별하기 하여 인터넷 독 진단검사(K척도) 

본인용과 찰자용, K-WISC III, MMPI, SCT 등을 실시하여 임상심리 문가  정신과 문의

의 평가를 실시하 다. 한 단체생활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품행장애, 사고장애, 정신지체 등의 

공존질환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여 탈락하도록 하 으며 ADHD, 기분장애 등의 공존질환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나 문가에 의해 경미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 다. 고

험군으로 별되어 참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부모, 본인, 학교 측의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 다. 신청자  인터넷 독 고 험군에 해당하며 단체생활이 가

능하며 참여의사가 확인된 청소년은 최종 60명 이었다. 이  3명이 로그램을 종료하지 못하

고 탈락되어 57명의 청소년이 연구 상에 선정되었다. 

3. 측정도구

1) 인터넷 독 척도(본인  보호자용)

인터넷 독 수 을 평가하기 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 독척도(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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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용) 척도를 사용하 다. 총 20문항, 4  Likert척도로 일상생활장애 6문항, 정  기  

1문항, 단 4문항, 가상  인 계 지향성 3문항, 일탈행동 2문항, 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피검자 자기 자신의 인터넷 독 수 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 총  47  

이하인 경우는 일반 사용자군, 48  이상 52  이하인 경우는 주의사용자군, 53  이상인 경우는 

고 험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 험군(53  이상)을 선발하기 해 사용하 으

며 로그램 종료 이후 3개월 후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 다. 선행연구의 신

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며 본 연구에서는 57명을 상으로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보

호자에 의한 찰자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만으로는 인터넷 독을 선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 아니오의 형식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찰자 수가 

0-2 인 경우는 일반사용자군, 3-9 인 경우는 잠재 험군, 10  이상인 경우는 고 험 사용자

군으로 분류한다(김동일, 김동민, 고 삼, 엄나래, 2008).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으며 추수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용하 다.

2) 인터넷 사용에 한 신념 척도 

인터넷 사용에 한 신념 척도는 20문항으로 Wright(1993)가 개발한 ‘물질 사용에 한 신념’ 

척도를 채규만과 박 규(2002)가 번안한 것으로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한 일반 인 믿음을 측정한다. 총 범 는 20 ~100 이며 60  이상인 경우 인터넷 사용에 

한 비합리 인 정  기 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용되었다. 채규만, 박 규(2002)이 보고한 신뢰도는(Cronbach α)는 .87이며 본 연구에서는 .93

로 나타났다. 

3) 자기통제력 척도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개념  내용에 근거를 두고 Gramsmick 

등(1993)이 제작한 것을 정혜승(1996)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했다. 6개 요인(충동성, 단순과제 선

호, 험추구성, 육체활동 선호, 자기 심성, 화내는 기질)이 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5  

Likert식이다. 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의 수 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로그램 효과를 측정

하기 해 사용되었다. 정혜승(1996)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80이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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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  안녕감

심리  안녕감은 Ruff(1989)에 의해 개발된 심리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류정희, 이명자(2007)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

하 다. PWBS는 6개의 요인이며, 자기 수용 6문항, 정  인 계 7문항, 자율성 6문항, 환경 

통제력 3문항, 삶의 목  3문항, 개인  성장 3문항의 총 28문항,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심리  안녕감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해 사

용되었다. 류정희, 이명자(2007)가 보고한 신뢰도(Cronbach α)는 .81이며 본 연구에서는 .62로 

나타났다. 

4. 기숙형 치료학교 프로그램 '인터넷 레스큐스쿨'

본 로그램은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이 독행동을 스스로 단할 수 없는 특징을 고

려하여 인터넷과의 단 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숙형 형태의 치료 인 근을 실시하 다. 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를 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필수조건으로 실시하 으며 학생  학원생 멘

토와 11박 12일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인 개입이 가능하

도록 하 다. 한, 개인의 심리  요인과 환경을 탐색하며 개인별 변화요인을 찾는 개인상담 

로그램, 래 간 상호작용을 진하고 인터넷 독 문제를 효과 으로 통찰할 수 있는 집단상

담 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인 내 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 다. 흥미진진한 아웃도어 로그

램과 멘토쉽을 통해 단으로 인한 증상과 공백을 버틸 수 있도록 하 으며 래와의 동  

모험기반 로그램을 통해 감소된 활동에 한 흥미와 도 , 동을 통한 인 계 향상을 제공

하고자 하 다. 한 미술, 음악, 스, 구기활동, 요리, 연극, 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능력과 안  활동을 개발하도록 하 다. 자연환경 속에서 산책과 명상, 숲체험

을 통해 강한 인터넷자극에 노출되었던 심신에 휴식과 안정감을 주도록 하 다. 

로그램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참여에 동의하 지만 자발 인 동기가 매우 하된 고 험

군 특성을 반 하여 로그램 기 3일은 흥미진진한 아웃도어 로그램과 인터넷에 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화 단계 다. 이후 2일간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 보는 작업단계가 진행되었다. 독 폐해에 한 동 상과 자신에게 나타난 독양상과 

인터넷사용스토리 등 문제를 본격 으로 돌아보도록 하 다. 로그램 6, 7일 째에는 기숙형태

에서 벗어나 야외 캠 를 통해 로그램 반기를 돌아보도록 하 으며 래 간 의사소통이 원

활하도록 하 다. 한 직  요리를 하거나 보드게임과 같은 안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여 보

다 자유로운 분 기에서 주말을 맞이하는 휴식단계를 가졌다. 로그램 8일째부터는 보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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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내 용

환경

인터넷사용 환경을 단

절시키고

안전하고 규칙적인 생

활을 관리

- 4인 1조: 청소년 4명, 멘토 2명, 상담자 1명으로 조를 구성하여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

- 수련활동전문가 다수와 정신과전문의 4인의 면담 및 활동지도: 공

존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응급지침, 수련활동지침 제공

① 규칙적인 일상생활 활동: 7시 기상, 10시 취침, 하루 세끼의 규칙

적인 식사, 2회 간식 등

② 인터넷, 휴대폰, TV 기타 전자매체 사용 절제

③ 모든 활동 참여시 1)스티커 2)칭찬, 미소 등 사회적 강화, 3)매일 

칭찬합시다 코너 운영, 4)스티커는 사회적 강화와 동시적용가능하

며 일정량의 스티커는 강화물과 교환가능

상

담

개

인

인터넷 중독문제를 인식

하고 관련문제를 해결

3회기(1회기: 50분)

별도 상담신청시 상담가능토록 함

집

단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

화, 인터넷사용의 폐해

8회기(1회기: 2시간)

오전 10-12시 학교 수업과 유사한 규칙적 시간을 적용 

된 작업단계로서 일상생활에서 선택이 가능한 안활동을 체험하도록 하고 래자치활동시간 

참여자들의 의견으로 선정된 사체험이나 문화체험을 직  주도 으로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하 다. 한 독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는 스트 스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할극

을 통해 처방법을 터득하고 나 도록 하 다. 10일, 11일째에는 마무리 단계로서 자신의 변화

를 살펴보고 결심과 계획을 세워보면서 이를 ‘나 다큐멘터리’라는 동 상 촬 을 통해 변화를 

공고히 하 으며, 가족과 지도자들을 해 발표회, 캠 이어와 수료식을 가졌다. 부모교육

과 상담은 로그램 1일째와 마지막 10일째에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의 특징과 변화, 효과 인 

의사소통과 양육방식이 다루어졌다. 

스탭은 운 리자로서 캠  운 경험이 있으며 상담경력 10년이상인 상담심리학 박사 1인, 

석사이자 상담경력 3년 이상인 3인이 체 운 을 총 하 으며 석사 과정 2인이 보조 운 자로 

참여하 다. 지도자로는 련학과 학졸업자  학원생을 멘토로 선발하 으며 참여 청소년 

2명 당 1명의 멘토가 24시간 함께 활동 하도록 하 다. 상담자는 상담경력 5년 이상의 상담심리

문가로서 상주하면서 참여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응하도록 하고 기본 으로 짜여진 상담활

동 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 상담이 가능하며 멘토들의 활동에 하여 수퍼비 을 제공하

다. 한 정신과 문의 4인이 로그램 첫날과 마지막날 참여하여 참여자들의 상태와 변화를 

찰하고 부모면담을 통해 정신과 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 으며 응 상황 발생시 운 진

과 이메일과 화로 수시 연락을 취하도록 하 다. 모든 스탭들은 사  워크삽을 통해 내담자들

의 로 일과 로그램을 숙지하고 지지 으로 근하며 강화물을 효과 으로 다루도록 훈련

을 받았다.

<표 1> 치료 로그램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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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심각성 인식, 자신

의 인터넷사용패턴 지

각, 대인 관계 증진, 미

래계획 수립

고위험군이 활동하기 힘든 시간임을 고려, 흥미있게 전개하며 소집단

과 대집단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

부

모

교

육

인터넷중독의 이해 및 가

정에서의 대처방안 마련

① 인터넷중독 증상과 원인에 대한 교육

(1회: 2시간)

② 인터넷중독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가족 의사소통과 실천계획

(1회: 2시간)

상

담

인터넷중독 자녀 및 양

육방식에 대한 이해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부모태도 확인 및 자녀의 새로운 모

습 인식(1회: 1시간)

수련

활동

대인관계 협동성과 자

기표현촉진

아이스브레이킹, 공동체활동, 조별 퀴즈, 모둠북, 

도예, 공연, 나다큐 동영상제작, 음악, 미술, 댄스

신체활동성 및 흥미증

진, 대안활동개발

모험기반: 암벽등반, 나이트 오리엔티어링, 레프팅 

일상기반: 스테이크보드, 축구, 배구, 수영, 보드게임 등

감정정화 및 자기탐색 자연공작, 명상, 아침 산책, 요가, 숲체험, 천체관측, 봉사체험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 효과 사후관리 3개월간(주1회) 청소년동반자 상담 및 연계활동

5.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spss 15.0로 산출하 다. 연구문제 1의 기숙형치료학교 로그램의 경

험 여부가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별 t검증(paired-samples t test)를 실시하 다. 연구문제 2를 해서는 학생과 고등

학생에게 기숙형 치료학교 로그램과 3개월의 사후 리를 용한 후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의 사 , 사후, 추수 시기별 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구획분할 교차요인설계(Split-plot Factorial Design)를 실시하 다. 

Ⅳ. 결과 

1. 기숙형 치료학교의 효과

인터넷 독 기숙형 치료학교 로그램이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동질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체지능, K척도, K 찰자척도, 인터넷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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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 수 평균차이 검증결과 

시점
실험집단 통제집단

t
M SD N M SD N

언어성지능 99.63 17.39 11 94.18 10.60 16 -.676

동작성지능 96.89 11.83 11 94.00 13.08 16 -.687

전체지능 96.73 13.39 11 93.12 9.97 16 -.890

K척도 사전 44.22 14.06 11 42.37 10.95 16 -.423

K관찰자 척도 사전 14.83 5.59 11 11.12 3.91 16 -2.211

인터넷사용에 

대한 신념
사전 50.94 13.66 11 47.43 16.20 16 -685

자기통제력 사전 73.66 12.01 11 68.00 10.28 16 -1.467

심리적안녕감 사전 84.83 7.64 11 86.37 6.07 16 .645

인터넷 독 기숙형치료학교 로그램의 경험 여부가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

리  안녕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사 -사후 평균차 검증(paired t-test)를 실

시하 다. 먼  통제집단에서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 사 -사후 검

사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 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에서는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의 사 -사후 검사간의 평

균 차이 검증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t=3.472, P<.01]과 자기통제력

[t=2.257,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표 3> 통제집단의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에 한 사 -사후 평균비교

사전검사(N=16) 사후검사(N=16) t

인터넷사용에 

대한 신념
47.43(16.20) 48.81(13.39) -.494

자기통제력 68.00(10.28) 69.18(9.08) -.566

심리적안녕감 86.37(6.07) 88.18(5.9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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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집단의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에 한 사 -사후 평균비교

사전검사(N=16) 사후검사(N=16) t

인터넷사용에 

대한 신념
50.94(13.66) 39.72(11.16) 3.472**

자기통제력 73.66(12.01) 67.50(14.90) 2.257*

심리적안녕감 84.83(7.64) 85.50(9.28) -.218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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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에 한 집단별 사 -사후 평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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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기통제력에 한 집단별 사 -사후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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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인터넷사용에 

대한 신념

학교급별(A) 1835.32 1 1835.32 4.40*

피험자(B|A) 9182.56 22 417.39

시기별(Z) 3139.00 2 1569.50 11.72*** 

사전-사후시기 715.36 1 715.36 5.34*

2. 추수 효과

다음으로 연구문제 2 즉, 기숙형 치료학교 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3개월의 사후 리를 통해 

이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구획분할 교차요인설계(Split-plot Factorial Design)를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반복 측정되는 피험자변인을 둥지튼 요인(nested 

factors)으로 설정하고 로그램 회차를 교차요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표 6>

의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에서는 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4.40, 

P<.05] 시기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11.72, P<.05]. 인터네사용에 한 신념은 사 -사

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F=6.56, P<.05] 사후-추수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F=5.34, P<.05]. 한 자기통제력도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F=7.16, P<.001] 사후-추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6.73, P<.05]. 이는 기숙형 치료학교 로그램과 3개월의 사후

리 로그램이 인터넷 독 고 험군 남자 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의 인터넷사용신념과 자기

통제력에 있어서 효과 이며 로그램 종료 이후의 사후 리에서 보다 개선된 변화를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학생, 고등학생집단의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의 시기별 평균  표 편차

중학생 고등학생

M SD N M SD N

인터넷사용에 

대한 신념

사전 50.94 13.66 11 57.40 21.07 13

사후 39.47 10.90 11 46.82 18.25 13

추후 33.08 7.41 11 43.06 13.66 13

자기통제력

사전 73.66 12.01 11 80.26 13.43 13

사후 67.26 14.52 11 70.11 12.42 13

추후 64.58 13.01 11 68.93 13.89 13

심리적안녕감

사전 84.83 7.64 11 79.53 10.24 13

사후 86.52 10.07 11 82.64 18.38 13

추후 85.58 6.90 11 83.66 12.05 13

<표 6>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 차이 한 

구획분할 이원 교차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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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추수시기 878.41 1 878.41 6.56*

(A)(Z) 192.64 2 96.32 0.72

(B|A)(Z) 5890.36 44 133.87

전체 20239.87 71 285.07

자기통제력

학교급별(A) 783.79 1 783.79 2.08

피험자(B|A) 8283.16 22 376.51

시기별(Z) 1224.53 2 612.26 7.16***

사전-사후시기 63.26 1 63.26 0.74

사후-추수시기 575.81 1 575.81 6.73*

(A)(Z) 24.63 2 12.32 0.14

(B|A)(Z) 3764.17 44 85.55

전체 14035.28 71 197.68

심리적

안녕감

학교급별(A) 395.13 1 395.13 2.30

피험자(B|A) 3772.85 22 171.49

시기별(Z) 132.03 2 66.01 0.56

(A)(Z) 7.28 2 3.64 0.03

(B|A)(Z) 5209.36 44 118.39

전체 9516.65 71 134.04

*P<.05, ***P<.001 

인터넷 독 기숙형치료학교 로그램의 경험 여부가 부모의 찰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하여 부모의 K 찰자척도를 로그램 사 과 3개월 후에 실시하여 사 -사후 평균차 

검증(paired t-test)를 실시하 다. 먼  학생 집단에서 K 찰자 척도의 사 -3개월 후 검사 간

의 평균차이를 검증 한 결과, <표7>에서와 같이 K 찰자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t=4.882, P<.01]. K 찰자 척도 하 변인을 살펴보면 표문항[t=3.546, P<.01], 일상생활장애

[t=3.296, P<.01], 정  기 [t=7.266, P<.001], 단[t=3.924, P<.01], 일탈행동[t=4.605, P<.01], 내

성[t=2.94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K 찰자 

척도의 사 - 3개월 후 검사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8>에서와 같이 K 찰자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t=2.487, P<.05]. 하 변인의 경우 일상생활장애[t=5.196, P<.001], 실

구분장애[t=2.920, P<.05], 단[t=2.621, P<.05], 일탈행동[t=2.856,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즉, 인터넷 독 고 험군에 한 부모의 찰 수에서 로그램 사 과 사후 리 로

그램이 모두 종료된 3개월 후를 비교하 을 때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남자 학생과 고

등학생에서 부모 찰 수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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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생참여집단의 부모 찰자 척도의 평균 표 편차 비교

사전검사(N=12) 사후검사(N=11) t

K관찰자 척도 15.50(6.69) 4.75(4.23) 4.882**

하

위

문

항 

대표문항 .75(.62) .083(.28) 3.546**

일상생활장애 3.36(1.50) 1.45(1.43) 3.296**

현실구분장애 .90(1.30) .27(.46) 1.472

긍정적기대 2.66(.65) .66(.98) 7.266***

금단 2.41(.99) 1.25(.86) 3.924**

가상성대인관계지향성 .58(.51) .25(.45) 1.773

일탈행동 2.72(1.27) .81(.98) 4.605**

내성 1.70(1.41) .30(.48) 2.941*

*P<.05, **P<.01, ***P<.001 

<표 8> 고등학생 참여집단의 부모 찰자 척도의 평균 표 편차 비교

사전검사(N=12) 사후검사(N=11) t

K관찰자 척도 13.88(3.40) 9.66(5.89) 2.487*

하

위

문

항 

 

대표문항 .66(.49) .66(.49) .000

일상생활장애 3.15(.68) 2.00(1.15) 5.196***

현실구분장애 1.15(.68) .46(.66) 2.920*

긍정적기대 2.5(.75) 2.07(.99) 1.312

금단 2.28(.82) 1.5(1.01) 2.621*

가상성대인관계지향성 .57(.51) .50(.51) .434

일탈행동 1.92(1.03) 1.07(1.25) 2.856*

내성 1.69(1.18) 1.15(1.06) 1.849

Ⅴ. 논의

본 연구는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에게 기숙형 치료학교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에 한 치료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

터와 정신보건센터, 교육청을 심으로 국에서 인터넷 독 고 험군을 모집하 으며 참여를 

신청한 상자 에서 심리평가, 문가 평가, 부모와 본인 동의 등의 차를 거쳐 선발하 다. 

로그램은 11박 12일 기숙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으로는 규칙 인 일상생활, 개인상

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교육, 다양한 안활동(신체활동, 미술활동, 창작활동, 심신수련, 자치

활동)등이 포함 되었다.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기자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하고 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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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동일한 간격에 맞추어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 다. 

한 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3개월의 추수 리를 통해 인터넷 독 문제가 개선되는지를 검증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로그램에 참여한 인터넷 독 고 험군 학생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에게 추수 리를 용하고 참여자의 측정치와 부모의 찰측정치에 한 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로그램이 고 험군 청소년에게 효과 인지를 검증하고자 실험-통제 집단 비교를 실시

하 다. 실험 통제 집단의 사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지능과 K척도, K 찰자 척도, 인터넷사용 

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에서 차이가 나지 않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즉 이들은 지능이

나 인터넷 독 고 험수 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로그램 처치 사 -사후 인터넷

독 사용신념, 자기통제력, 심리  안녕감에 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은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집단은 인터넷 독 사용신념과 자기 통제력의 사  사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이 로그램이 종료된 후 3개월의 청소년동반자 사후 리를 받은 

학생과 고등학생집단의 효과검증에서 인터넷 독 신념과 자기통제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

며 종료 직후 보다 3개월 추수 리 이후 더욱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화

는 부모의 찰척도에서도 확인되었다. 한 요컨 , 기숙형 치료학교 로그램은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들에게 효과 이었다. 이 결과는 인터넷 독 고 험군에게 기숙형치료학교 

로그램 형태의 개입이 치료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병원 입원이나 장기 인 치료를 통해

서도 완치가 어려운 인터넷 독에 해서 효과 인 개입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Young(2000)의 

주장에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기숙형치료학교 로그램이 인터넷 독 고 험군에게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단되는 몇 가지를 언 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과 단 된 안 한 환경이 한 기간동안 제공되었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외딴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과 단 된 환경을 제

공하 다. 이는 인터넷의 단 의 요성을 언 한 Bakker(2007)나 Yen 등(2005b)과 일치한

다. 행동을 제어할 능력을 갖지 못한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과 단 된 환경

이 제공되지 않으면 ‘강박  사용’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 으로 인터넷

과 단 되고 이를 안 하고 효과 으로 다룰 수 있는 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 효과 이

었다고 단된다. 한 인터넷 독 고 험군의 경우 공존질환률이 높아 이에 한 약물치료, 개

별치료, 집단  가족개입 등 다양한 개입도 필요하다는 문헌조사 결과에 따라(국가청소년 원

회, 2006; Bakker, 2007), 정신과 문의, 임상심리 문가, 상담심리 문가, 청소년 수련활동 문

가, 멘토 등 다양한 분야의 문가가 함께 워크를 형성하도록 치료  환경을 구성한 것이 안

감과 문성을 제공하 다고 보여진다. 다양한 응 상황이나 참여자에 한 사  숙지, 로그

램에 한 지도자 웍샵, 지도자 역할에 한 지침, 멘토들에 한 수퍼비  등은 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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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수 있는 응 상황이나 참여자 개별 인 특성들을 안 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 다고 

단된다. Rawson(1973)과 박상규 등(2009)이 제안한 최소 10일에서 14일의 단 기간은 본 연구

에서도 검증이 되었다. Young(2000)과 Block(2007)은 청소년에게 합한 단 기간은 제안한 바 

없지만 성인의 경우 30일의 단 기간을 제안하 다. 반면 Rawson은 청소년을 장기간 부모로부

터 분리하는 것은 분리불안과 같은 심리  손상을 일으키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단 기간을 주

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Rawson과 박상규 등의 제안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앞으로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에 한 단 기간에 한 효과 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인터넷 단 로 인한 단증상을 버티면서 그 공백으로 인한 감정을 받아주고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안활동을 제공하 다는 이다. 이는 Ko 등(2005b)와 Bakker(2007) 등이 

효과  개입으로서 제안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

서 단증상으로 인한 정서를 충분히 듣고 함께 버텨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

다. 한 로그램 기에 암벽등반, 래 , 오리엔티어링 등 흥미진진하고 활동성이 높은 모험

기반 로그램을 제공하여 로그램에 한 몰입도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단에 한 주의를 

분산하고자 하 다. 이는 강박  사용패턴을 제지할 수 있는 극  몰입  개입이 필요하다는 

Meyer(1986)의 견해와도 일치하며 단 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는 형태를 용

하라는 Bakker(2007)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찰된 바에 따르면 로그램 5일차까지 고 험군 

청소년들은 단으로 인한 강렬한 정서 즉, 분노, 우울감, 무기력감, 조감, 불안감 등을 표출하

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 다. 특히 녁시간 이후에는 조감이나 분노감, 우울감 등이 많이 

표출되었다. 청소년 부분 녁시간이나 심야시간 에 인터넷을 사용해왔기 때문이었던 것으

로 추측된다. 참가자  1명의 청소년은 불빛을 보고 창문에 날아든 벌 들을 보고 “버그를 죽여

야 한다”고 얼거리고 손으로 어떻게 할  몰라 하기도 하 다. 이러한 단으로 인한 증상들

은 로그램 6일차로 어들면서 가라앉아 7일차부터는 로그램에 안정 으로 몰입하고 참여

하는 양상을 보 다. 로그램에 안정 으로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일상에서 할 수 있

는 안활동을 경험하도록 하 다. 자 거타기, 스네이크보드 타기, 농구, 배구, 수 , 보드게임

과 같은 일상에 기반한 안활동들이 제공되었다. 멘토들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

을 정도의 체력 인 강인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아웃도어 세 은 청소년 특히 기 남자청소

년에게 효과 이다(Glass et al, 2001; West, 1999). Glass와 Benshoff(2002)는 가장 극 인 변화가 

나타난 연령은 14세 집단이라는 결과를 보고하 다. 모험기반과 일상의 아웃도어 로그램은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독 고 험군 남자 청소년들의 단증상을 다루는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

났다. 앞으로 이 부분에 한 반복검증된 연구와 성차나 연령차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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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내성으로 인해  더 폭력 이고 자극 인 것을 추구하는 인터넷 독의 특성을 치료

인 자연환경과 심리  안정을 유도하고 표출하는 개입을 통해 다루었다는 이다. 자연환경 

속에서의 다양한 체험은 심리  정화와 자유로운 감정, 평온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Glass와 

Myers(2001)의 견해나 자연은 본질 으로 치료 이라는 Fletcher 등(1999)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Travlou(2006)는 Pretty의 'green exercise'라는 용어를 재인용하면서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묘사하 다. 그에 따르면 'green exercise'는 활동과 환경 간의 시 지를 진할 뿐 아니

라 경험  놀이가 감소하고 게임문화가 증하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직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야외놀이가 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앞에만 앉아 

있던 고 험군들에게 숲속에서 산책하거나 명상하는 활동, 숲체험 활동 등을 용한 결과 심리

 진정효과, 건강한 두뇌활성화에 효과 인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명상이나 요가가 두엽을 

발달시켜 감정통제가 잘되게 한다는 Adrew Neberg의 보고(http://www.npr.org)와도 맥을 같

이 한다. 로그램 기에 참여자들은 자극 이고 폭력 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 다. 

이들은 벌 를 잡아 죽이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폭력 인 장면, 피흘리거나 헤드샷을 하는 장면

을 그리거나 이에 해 언 을 자주 하 다. 그러나 자연환경 속에서 효과 인 외부활동 경험과 

자신을 탐색하는 활동이 병행될 때 보다 순화된 모습이 찰되었다. 다양한 활동도자기공 나 

자연 속에서의 명상, 화분 만들기, 티셔츠에 그림그리기, 요가나 악기연주 등과 같은 활동들은 

이들에게 평안감이나 섬세한 정서 인 느낌들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찰되었다. 이들의 그림은 

처음에는 어둡고 폭력 인 형태 지만 차 밝은 색감과 섬세하고 다양한 표 들로 자기만의 

세계를 표 하기도 하는 등 순화된 모습이 찰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독에 향을 미

치는 치유  자연환경과 개입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숙형치료학교 로그램이 효과 이었던 이유로는 일상생활을 같이 다루면서 일상생

활요소를 요시 다루고 이를 유지하도록 강화하 던 이다. 이는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일

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 인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Leichtman(2006)의 견해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인터넷 독 고 험군 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의 괴가 일어나 

기본 인 일상생활, 학교생활이 무 진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실험집단의 청소년들은 로그램 

기 3, 4일 동안은 규칙 이고 기본 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를 들면 규

칙 인 아침 시간에 일어나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활동하고 휴식취하기 등과 같이 규칙

이고 일상 인 생활은 하기 싫고 고된 일이었다. 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의 경우 로그램 

첫 이틀 동안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 다. 그러나 로그램 기에 신체 활동성이 높은 래  

활동과 수 , 매일 아침 산책 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로그램 3일차부터 식사를 정상 으로 

할 수 있었다. 밤에 자지 않는 숙면 습 을 지닌 몇몇 고 험군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처음 몇일 

동안이 고비 지만, 신체활동성이 높은 로그램과 규칙  일상 시간 용, 지속 인 지지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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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잃어버렸던 일상생활습 을 형성하고 일상생활 리가 주는 삶의 구조  경험들을 

체험하는데 유용하 던 것으로 찰되었다. 특히 강압 인 분 기가 아닌 지지 인 인환경은 

일상생활을 규칙 으로 해나가는 데에 큰 버 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지  인경험을 통한 자기 수용과 래 집단에서의 수용 경험이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르고 사회성과 사회  기술을 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독 

청소년의 부분이 인 계에 한 부정  과거 경험과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빈약한 사회  

기술을 갖고 있다(박상규 외, 2009; 이형 , 2002a, 이창욱 외 2009) 서로 몸으로 부딪히며 하는 

운동이나 놀이, 동심을 발휘하는 빌딩활동, 지지 인 개인상담과 집단상담경험, 수용 이며 

지지 인 지도자 등 래  지도자와의 다양한 인경험을 통해 인 계에 한 정 인 느

낌들을 경험하면서 집단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는 자신을 확인하고 인 계에서의 통제감, 

처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aker(2001)가 언 했듯이 거주형 치료환경으로

서 따뜻함을 달하는 성인과의 새로운 계가 요하 다. 참여자들 몇몇은 처음에는 상 방과 

을 맞추지 않고 상 방의 반응에 무반응을 보이거나 짜증을 내는 등 인 계에서 축되거

나 무 심한 모습, 성난 모습을 보 다. 그러나 지지 인 분 기가 지속되면서 마지막으로 갈수

록 운 진이나 상담자, 멘토들에게 자기 감정을 노출하거나 친 감을 표시하는 행동들(작은 그

림 선물을 다든가, 한번씩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던가 하는)과 정  느낌, 미래에 한 망

들 ‘나는 이곳이 좋다’, ‘나는 심리상담사가 될 것이다’ 같은 표 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지지

인 지도자와 래 역할에 해 보다 상세한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독의 폐해에 해 직 으로 보여주는 동 상이나 이에 한 토의가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로그램에서 뇌의 괴나 다양한 신체  변화(거북이목 증후군, 

손목터 증후군, 안구건조증 등)와 같은 인터넷 독의 폐해에 한 동 상을 보고 토의하는 시

간이 유익하 던 것으로 찰되었다. 2회기에 걸쳐 10-20분씩 련 동 상을 시청하 는데 이후 

로그램 여가 시간에 이에 한 청소년들 간의 논의가 간헐 이지만 지속 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찰되었다. 특히,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신체성장과 뇌의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망가뜨

릴 수 있다는 정확한 인식이 자기보고일지에서 찰되었다. 

일곱째,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한 인터넷 독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은 부모들을 요한 지지자원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찰

되었다. 부모들은 인터넷 독이 유해하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서 근이 단편 이거

나 강압 이었다. 한 자신들의 기분상태에 따라 화를 내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하는 비일

인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상담회기에서 다루어졌고 일 된 인터넷 독에 한 양육방식

과 화기술 에 한 교육과 함께 지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찰되었다. 특히 아버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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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담에 참여한 가족은 진행자나 상담자에게 구체 인 질문을 하는 등 좀 더 변화에 극 인 

것으로 찰되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국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리 효과가 유의하

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 을 때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한 불안감을 표

출하 고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제 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한 청소년들은 이 

곳에서 나가서 혼자서 정상 인 생활을 하는 것에 해 자신감이 없고 지지체계를 잃을 것에 

한 두려움을 표출하 다. 따라서 지속 인 사후 리를 통해 이들의 불안감과 응상의 혼란감

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안활동을 연계하고 지속 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독 기숙형치료학교는 고 험군의 인터넷사용에 한 신념을 변화

시키고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의 추수 리 이후 더욱 유의한 변화

를 나타내었다. 지속 인 리가 자기통제력에 정 인 향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에 

한 비합리 인 사고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합리 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변함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는 Whittacker 와 Maluccio(1989)가 언 한 바와 같이 지역기반의 사후

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추수 리에서 보다 효과 인 개입과 

청소년동반자의 역할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 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상 청소년 선발에 한 것이다. 고 험군에 한 좀 더 간소화되고 문 인 평가도구

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평가와 임상 문가, 정신과의사 등의 평가를 거쳤다. 인

터넷 독을 선별하는 검사로 알려진 K척도는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으면 제 로 선별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독 청소년들을 스

크리닝 할 수 있는 척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상 청소년의 생활상의 문제와 인터넷 독에 한 

상세한 조사가 선행된다면 선발이 보다 용이하며 상담진행  사후 효과성을 검증할 때에도 유

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로그램의 지속 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독의 양상은 다양하며 내향

인 아이들과 외향 인 아이들,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 부모자원이 잘 갖추어

진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장애청소년들의 경우 등 상을 좀 더 세분화

하고 이에 맞는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남자 청소년만을 상으로 하

기에 그 효과를 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상별 특성별로 

다양한 로그램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부모 상 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른 독의 경우에도 가족들의 지지와 심

이 무척 요하지만 인터넷 독은 각별한 부모들의 심과 양육방법이 요하다. 청소년이 인터

넷 독에 빠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부모들의 무 심이나 방임, 비일  통제방식, 일방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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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의 역할 부재 등 가족환경의 요인이 원인이 되거나 인터넷 독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요인을 강조한 Xi Zhenfang과 Zhang Xiaoyang(2005), 

Ko(2007)의 사례, Block의 콜롬바인 고교 총격사건 사례분석(2007)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본 

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인터넷 독의 심각성과 페해에 한 각성, 자신들의 양육방식  

의사소통 방식에 한 검, 효과 인 양육태도에 한 교육 등을 통해 다소의 변화를 경험하

으며 이에 해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 다. 무엇보다 효과 인 의사소통에 한 

상담과 교육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상담시간을 좀 더 할애하여 의사소통훈련 집단

로그램을 운 하거나 사후 지역에서 부모들의 자조모임 형태로 지속 인 교육과 상담이 이루

어진다면 더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넷째로 기숙형치료학교와 같은 형태를 운 하기 해서는 운 진, 멘토, 상담자, 수련활동

문가, 임상 문가 등 다양한 문가들과의 보다 긴 한 의사소통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문

가들의 기능과 역할에 한 이해를 높이며 유기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

다고 보여지며 보다 구체 이고 표 화된 지침이 개발된다면 로그램 용이 보다 안정 일 것

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가족부(2009)에 따르면 재 인터넷 독으로 인한 학습부진·생산력 하 등 직·간

인 사회  손실액이 매년 최  2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독은 국민 74.2%, 학생 72.6%, 학부모 85.3%, 교사 78%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한국정보문화

진흥원, 2010). 한 인터넷 게임에 향 받은 청소년이 모방범죄를 지르는 등 사회불안과 범

죄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실에서 인터넷 독을 한 기숙형치료학교 로그램은 고 험군 

수 의 청소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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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sidential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Severe Internet Addiction 

Oh, HeaYoung*1)

Lee, YunHee**

Kim, KyungMin***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in Korea gives adolescents with the problem of Internet 

addiction and it becomes one of the serious social issues. For the treatment of internet addiction, 

we need to make a consideration about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addiction such as tolerance, 

withdrawal, craving, and etc. This study purposed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ial 

treatment for internet addiction that we had conducted for two weeks for healing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as recruited from the youth counseling centers in 

all over the country. For the participation, the participants and their caregivers' consents was 

mandatory. The program composed of the emphases of a regular daily life, 3 times of individual 

counseling, 8 times of group counseling, 3 times of parents' education, and various kinds of 

alternatives such as physical activities, art activities, meditation, and etc.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 of participants' belief of internet using, and 

self-controllability compared to adolescents in a control group, and this improvement had 

maintained in the test of middle and high school adolescents after 3 months follow-up. This 

result showed the possibility of treatment for adolescent's severe internet addiction. 

Keyword : Severe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 Residenti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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