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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 Group Counseling Integration Program for students with a tendency to internet addic-
tion were examined. Methods: Thirty-seven students who were in a vocational high school in G city participated in a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12 to November 12, 2009. To test the effects of the Group Counseling Integration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18) and a control group (19). The research design used 
in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pre-posttest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 The re-
search tools included a self-determination scale and an internet addiction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t-
test, and ANCOVA with the SPSS/WIN 14.0 program.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elf-determination scores 
and internet addiction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F=5.99, p=.020) (t=-2.53, p=.016).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Group Counseling Integration Programs ar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improv-
ing self-determination and decreasing internet addiction in students with a tendency to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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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2008년 6월말 광통신망 가입자 수가 인구 100명당 12.2명

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Korea Communications Com-

mission, 2009)할 정도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게임, 이메일, 

음악 감상, 영화 ∙  만화보기, 정보검색 및 채팅 등을 통해 인터넷에 

의한 생활의 편리함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기능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터넷중독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KADO], 2008b)에서 실시한 2008년 인터넷이용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중독률은 8.8% (약 200만 명)로 인

터넷중독 고위험사용자군은 1.6%,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7.2%로 나

타났다. 이 중 9-19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률이 14.3%로 20-39세 성

인의 6.3%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력별에서 중 ∙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률이 모두 14.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

고, 그 다음이 초등학생, 대학생 순이었다. 또한, Hong (2009)이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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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8,1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고

위험사용자군이 4.3%, 잠재적위험사용자군 8.2%로 인문계 남자고

등학생의 고위험사용자군 2.6%, 잠재적위험사용자군 6.9% 보다 높

게 나타나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Kim, Choi와 Yoo (2010)의 연구에서도 학교별로는 실

업계 고등학교인 경우에 인터넷중독이 높게 나타났으며, Jeong, Kim

과 Yoo (2006)는 실업계 남자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학업성취도가 

인문계학생들보다 낮아 학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함으로써 인터넷

을 지식과 정보획득의 도구로 이용하기 보다는 오락과 자극을 추구

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컴퓨터게임중독

에 쉽게 빠져든다고 하였다. 

인터넷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고 

그 표면적인 익명성으로 인해 좌절감과 공격적 충동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ler, 2004). 특히 우울증, 양

극성장애, 불안, 낮은 자존감, 중독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Kim, Choi, & Kang, 2000),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은 지지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

타날 수 있으며, 부족한 지지적 경험을 사이버 공간에서 얻게 되면 

더더욱 인터넷에 의존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불안정 

및 반항심, 그리고 충동적 경향이 농후해지고 정체성의 위기와 혼

란을 겪기 쉬운 시기이므로(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5), 충동적이고 자아 불안정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정보, 오락 

및 소통과 같은 욕구 이외에도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및 

외로움 등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터넷중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존감, 자기효능감 및 자

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쉽게 인터넷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Hahn & Kim, 2006; Ju, 2008; Yeo & Lee, 2007). 특히 그 

중에서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

으로 나타났다. Kim, Lee, Kim과 Kim (2006)은 자기통제력과 유사하

지만 좀 더 내재적 동기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개념인 

자기결정성이 온라인게임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고, 

따라서 자율적인 사람은 스스로 게임을 통제하면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온라인게임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얻

게 된다고 하였다. 인터넷중독과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아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Trash와 Elliot (2002)은 자기

결정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낮은 학습자들에 비해 성취동기, 유능감 

및 흥미가 높은 편이라고 하였으며, Deci와 Ryan (2002)은 학생들이 

자기결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개념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충분히 경험한다고 스스로 지각해야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터넷의 유혹

에서 벗어나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흥미와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으로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도 있지만 자신에 

대해 긍정성과 흥미를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 방향으로 스스로 나아

가도록 하는 개념인 자기결정성도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Kwon과 Kwon (2002)은 인

터넷중독 고위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한 집

단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게임시간이 감소되고 자기

통제력은 증진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와 An (2002)도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한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 중학생들의 자기통

제감, 충동성, 불안감, 외로움 및 게임 이용시간 등에서 유의미한 효

과가 있었다고 보고했고, Kim과 Kim (2006)은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 고등학생의 중독 수준과 자기효

능감, 내적통제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Sohn

과 Hong (2009)은 인터넷중독 고위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

독 청소년 신경언어프로그래밍(Neurolinguistic Programming)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통제력과 스트레스 대처변인 향상

과 우울과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고위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

그램들이 실시되어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효과를 보았

지만 자기결정성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자

발적인 동기가 부족한 인터넷중독 경향성이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

성을 높여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성격

에서의 장점을 알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왜곡된 인지변화와 행

동 수정에 초점을 맞춘 접근과 함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를 스스로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며, 외적인 

통제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통합적 관점의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부적응

적인 행동양상을 포괄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활용

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요

구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방과 후에 시간이 많아 여가활동으로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져 인터넷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재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상

담통합프로그램을 인터넷중독경향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실시하

여 자기결정성과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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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간호중재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 경

향이 있는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경향 고

등학생의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경향 고

등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결정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인터넷중독 점수가 낮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인터넷중독 경향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s with a  

    Tendency to Internet Addiction) 

인터넷중독 경향이란 절대적이거나 병리적인 중독 상태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의존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 인터넷 사용시간 통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Kim et al., 2000). 본 연구에

서는 일개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KADO (2008a)에서 개

발한 한국형 인터넷중독 간략형 청소년자가진단 검사결과에서 고

위험 및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을 말한다. 

2)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자기결정성은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

한다(Deci & Ryan, 2002). 본 연구에서는 Lee와 Kim (2008)이 개발한 

자기결정성 기본심리욕구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학업적, 직업적, 가정 및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

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현상이다(KADO, 2008a). 본 연

구에서는 KADO (2008a)가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중독 간략형 청소

년 자기진단(KS 척도; Korean scale)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경

향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둔 유사실험연구로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이다(Figure 1).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G시 소재 일개 실업계 남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인 학생들로 한국형 인터넷중독 간략형 청소년자기진단 검사결과

에서 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으로 선별되었다.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의 수는 G Power 프로그램으로 유의수준 α = .05, 효

과 크기 .80, power 1-β = .70을 기준으로 단측 독립 t-검증에 필요한 

표본크기가 각 집단에 16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인터넷중독 검사에

서 중독경향성이 있는 학생 43명 중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40명

을 대상으로 난수표를 이용하여 홀수는 실험군, 짝수는 대조군으

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전학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등으로 중도탈

락자가 3명 발생함으로써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18명, 대조군 19명

으로 총 37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Lee와 Kim (2008)이 자기결정성 이론

을 바탕으로 중 ∙  고등학생용으로 개발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를 

Figure 1. Research design.

Group Pre-test Post-test Pre-test
Interven-

tion
Post-test

Experimental group O3 X O4

Control group O1 O2

O1, O3=Pre test (Self-determination, Internet addiction, URICA); X=Group 
counseling integration program; O2, O4=Post test (Self-determination, In-
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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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 M. (2009)이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

이며, 하위영역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으로 각각 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연구 시작 전 도구 개발자에게 이메일로 연구목적을 밝히고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았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자율성 

.70, 유능성 .75, 관계성 .7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87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자율성 .82, 유능성 .80, 관계성 .84이었다. 

2) 한국형 인터넷중독 간략형 청소년자기진단 척도(Korean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Short Form: Self Report)

KADO (2008a)가 만 10-18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좀 더 간편 정

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총 40문항으로 구성

된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KADO, 2003)를 총 20문항으

로 축소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총점은 20-80점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일

상생활장애(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긍정적 기대(Addic-

tive Automatic Thought), 금단(Withdrawal),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일탈행동(Deviate Behavior), 내성

(Tolerance)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형 인터넷중독 간략형 청소년자기

진단 검사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사용자군은 총점이 53점 

이상이거나 1요인(일상생활장애) 17점 이상, 3요인(금단) 11점 이상, 

6요인(내성) 13점 이상으로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잠재적 위

험사용자군은 총점이 48-52점이거나 1요인 15점 이상, 3요인 10점 이

상, 6요인 12점 이상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사용자군은 총점이 47점 이하로 정상적인 인터넷사용자를 말

한다. KADO (2008a)와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모두 .90이었다. 

3)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한 메타분석(Park, S. M., 2009)에서 절충적 접근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현실치료, 인지행동치료, 기타 접근의 순이었

던 점을 참고로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2인과 정신간호학교수 1인

의 자문을 얻어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KADO (2003)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기

초로 인터넷중독 경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신 및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시켜 주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를 활용하고, 인지적 왜곡을 찾아내어 확인한 후 사고와 행동을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지행동요법을 통해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

며, 현실요법에서 자신의 want를 찾아내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측면과 함께 적극적인 신체활동

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Park, S. M. (2009)의 연구에서 회기는 10회

기 이상인 경우가 짧은 회기보다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참고로 10회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에게 본 연구자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2인의 보조진행자가 주  

2회, 50분씩 총 5주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

였고, 특별히 3회기는 MBTI 전문강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그램과 자기소개, 자신의 인터넷사용습관과 문제점 알

아보기, MBTI성격유형 이해를 통해 긍정적 자기 및 타인 탐색하기, 

과거와 미래 인생 곡선 그리기, 자신의 현재욕구를 찾아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자신의 want를 이루기 위한 중 ∙  장기 인생목표와 

대안활동 계획세우기, 산 오르기, 영화감상, 역할극 등의 문화체험

활동 실천하기, 변화된 자신의 모습 찾기로 구성되었다(Table 1).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일개 실업계 남자고등학교를 직접 방

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학교장에게 프로그램 장

소와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과 동의를 받았으며, 보건교사의 협조를 

받아 설문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숙지하게 한 후 2009년 8월 24일

부터 8월 28일 사이에 1학년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인터넷

중독 간략형 청소년자기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에서 인

터넷중독 경향인 고위험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에 선별된 43명에

게 연구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고 비밀보장을 약속한 후 서면동의

서를 받았으며 보호자에게는 전화를 걸어 구두동의를 받았다. 하

지만 보호자는 구두동의 하였으나 학생이 서면동의를 하지 않은 3

명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실업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거나 같은 반에 있는 경우도 있어 처치의 확산을 막

기 위해 먼저 대조군에게 2009년 9월 7일과 10월 5일에 구조화된 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군

은 10명씩 2개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2009년 10월 12일에서 11월 12일

까지 월, 목 주 2회, 50분씩 총 10회기를 학교의 협조를 얻어 한 장소

에서 5, 6교시에 연구자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인 2인의 보조진

행자가 함께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

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종결하는 날 사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에 대한 중재가 끝난 이후 윤리적 고

려를 위해 희망하는 대조군 19명에게 연구 종료 후 8회기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으며, 국립 B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 cord 

number: 1-004)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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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점수

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²-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인터넷중독 집

단상담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검정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두 군 간의 중재 전후의 차이값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모두 동질하였으나 변화준비도 단계에서 실험군과 대

조군의 분포의 차이가 인터넷중독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태도의 차

이로 중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어 사전 변화준비도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사후 값을 ANCOVA로 분석하였다. 도구들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18명, 대조군 19명으로 총 37명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맞벌이인 경우가 실험군이 55.5%, 대조군이 57.9%로 

가장 많았고, 대화상대로는 어머니인 경우가 실험군이 61.1%, 대조

군이 63.1%로 가장 많았다. 문제발생시 의사결정에 있어 부모가 결

정하는 경우가 실험군이 66.7%, 대조군이 89.5%로 혼자 결정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인터넷사용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부정적인 경우

가 실험군이 72.2%, 대조군이 63.1%이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

소로는 집인 경우가 실험군이 77.8%, 대조군이 89.5%이었다. 주중 인

터넷이용일수는 실험군이 7일 72.2%, 4-6일 16.7% 이었고, 대조군이 

7일 47.4%, 4-6일 26.3%이었으며, 하루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1-3시간 이용인 경우 실험군이 55.6%, 대조군이 73.7%로 많았다. 인터

넷에서 이용하는 분야는 인터넷게임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50.0%, 

61.5%로 많았고, 학교생활만족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만

족하다가 61.6%, 52.6%로 많았다. 대상자의 변화준비도는 실험군에

서 숙고단계 50%, 전숙고단계 33.3%순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숙고단

계 57.9%, 전숙고단계와 행동단계가 각각 15.8%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사전검사 점수의 동질성 검정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자기결정성은 

실험군이 평균 59.89점, 대조군 평균은 58.16점으로 두 집단 간에는 

Table 1. The Group Counseling Integration Program

Session Goals Contents Expected effect

1 Establish supportive group environment • Pre-test & MBTI test
• Orientation of program
• Making group rules & agreements
• Self-introduction 

Enhance self-determination

2 Understand Internet addiction • Watching multivision 
• Knowing the problem of internet addiction 
• Understanding the habit of internet usage 

Increase knowledge 
about internet addiction

3

4

5

Recognize self-strength
Positive self-evaluation

• Understanding self personality type
• Understanding sixteen of MBTI types
• Knowing the difference in each other
• Drawing past & future life cycle 
• Planning alternative for overcoming the internet addiction 
• Knowing what you want 
• Encouraging the positive part 

Enhance self-determination
Decrease internet addiction

6

7

8

9

Problem-focused solving training • Making goals for short & long life cycles
• Making goals for alternative activities
• Doing alternative activities 
• Group activity & discussion 
• Watching multivision 
• What do I want to be? 
• Making efforts toward the dream 
• Doing alternative activity through role play 
• Learning to regulate Internet usage 

Enhance self-determination
Decrease internet addiction

10 Program summary 
Total evaluation

• Finding the changed image in one’s own appearance
• Evaluation program 
• Post-test

Enhance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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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인 자율성은 실험군이 20.39점, 대

조군은 20.63점이었고, 유능성은 실험군이 18.28점, 대조군이 17.68

점이었으며, 관계성은 실험군이 21.22점, 대조군이 19.84점으로 하위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독은 실험군이 평균 39.89점, 대조군이 40.11점으로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n=18) Control (n=19)

  χ²   p
n (%) n (%)

Parents holding a job Both Parents 
Father
Mother

10 (55.5)
3 (16.7)
5 (27.8)

11 (57.9)
5 (26.3)
3 (15.8)

1.02 .600

Communication with Father
Mother
Others 

2 (11.1)
11 (61.1)
5 (27.8)

3 (15.8)
12 (63.1)
4 (21.1)

0.32 .849

Decision making when a problems
   occurs (with)

Parents 
Alone

12 (66.7)
6 (33.3)

17 (89.5)
2 (10.5)

2.83 .092

Parents thoughts about using  
   the Internet 
   

Negative
Moderate
Positive

13 (72.2)
5 (27.8)
0 (0.0)

12 (63.1)
6 (31.6)
1 (5.3)

1.10 .576

Place where Internet is used Home
PC room

14 (77.8)
4 (22.2)

17 (89.5)
2 (10.5)

0.93 .335

Number of days using the 
   Internet (/week)

7
4-6
2-3
≤1

13 (72.2)
3 (16.7)
2 (11.1)
0 (0.0)

9 (47.4)
5 (26.3)
4 (21.0)
1 (5.3)

2.86 .412

Number of hours using 
   the Internet (/day)

<1
1-3
≥3

0 (0.0)
10 (55.6)
8 (44.4)

1 (5.3)
14 (73.7)
4 (21.0)

2.97 .226

Type of use (dual answer) Chatting/Messenger
Internet game
Search information
Novel/cartoon/movie
Music download

2 (8.3)
12 (50.0)
3 (12.5)
3 (12.5)
4 (16.7)

2 (7.7)
16 (61.5)
2 (7.7)
2 (7.7)
4 (15.4)

0.89 .926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11 (61.1)
4 (22.2)
3 (16.7)

10 (52.6)
6 (31.6)
3 (15.8)

0.42 .810

URICA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Action
Maintenance

6 (33.3)
9 (50.0)
2 (11.1)
1 (5.6)

3 (15.8)
11 (57.9)
3 (15.8)
2 (10.5)

1.70 .635

URICA=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37)

Variables
Experimental (n=18) Control (n=19)

 t p
M SD M  SD

Self-Determination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Total

 
20.39
18.28
21.22
59.89

 
4.20
2.80
3.28
7.56

 
20.63
17.68
19.84
58.16

 
4.80
3.90
4.73

10.74

 
-0.16
0.53
1.03
0.56

 
.871
.600
.312
.576

Internet Addiction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Addictive automatic thought
   Withdrawal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viate behavior
   Tolerance
   Total 

 
13.17
2.22
7.28
4.72
3.72
8.78

39.89

 
3.54
1.00
3.36
1.90
1.45
2.84

10.13

 
12.37
1.95
8.53
4.89
3.84
8.53

40.11

 
3.98
0.85
2.89
1.60
1.68
2.82
9.95

 
0.64
0.90

-1.21
-0.30
-0.23
0.27

-0.07

 
.524
.373
.233
.766
.818
.788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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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는 실험군 13.17점, 대조군 12.37점이었

고, 긍정적 기대는 실험군 2.22점, 대조군 1.95점이었으며, 금단은 실

험군 7.28점, 대조군 8.53점이었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은 실험

군 4.72점, 대조군 4.89점이었으며, 일탈행동은 실험군 3.72점, 대조

군 3.84점, 내성은 실험군 8.78점, 대조군 8.53점으로 하위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가설 검정 

가설 1.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결정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변화준비도 단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전 변화준비도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사후 값을 ANCOVA로 분

석한 결과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 중재 후 자기결정성 

점수는 실험군이 평균 65.67점으로 대조군의 평균 57.42점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F = 5.99, p = .020). 하위영역에

서는 자율성(F = 4.80, p = .035)과 관계성(F = 6.08, p = .019)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4).  

가설 2.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 참여한 실험군이 참

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인터넷중독 점수가 낮을 것이다.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 중재 전후 실험군의 인터넷

중독은 사전 평균 39.89점에서 사후 평균 36.78점으로 2.64점 감소

된 반면, 대조군은 사전 평균 40.11점에서 사후 평균 41.53점으로 

1.93점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 -2.53, p = .016) 가설 2는 지지되었

다(Table 5). 하위영역별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가상적 대인

관계지향성은 실험군이 4.72점에서 4.33점으로 0.32점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4.89점에서 5.37점으로 0.60점 증가해서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t= -2.12, p = .041), 일탈행동은 실험군이 3.72점

에서 3.28점으로 0.50점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3.84점에서 4.05점으

로 0.47점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 = -2.39, 

p = .023), 내성도 실험군이 8.78점에서 7.78점으로 0.77점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8.53점에서 9.26점으로 0.87점 증가하여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 -2.09, p = .044).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경

향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

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자 선정 시 외생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서 일반적 특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변화단계와 변화과정은 상호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자

의 변화단계를 활용해야 한다(Prochaska & DiClemente, 1992)고 한 

변화준비단계이론에 근거하여 변화준비도에서의 동질성도 고려하

Table 4. Differences of Self-Determination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Adjusted by Covariate (URICA)                                           (N=37)

Variables

Experimental 
(Post test) (n=18)

Control  
(Post test) (n=19) F p

M SD M  SD

Autonomy 23.22 3.26 20.16   4.27 4.80 .035

Competence 20.17 2.79 18.63   2.79 2.22 .146

Relatedness 22.28 3.50 18.63   5.27 6.08 .019

Total 65.67 8.54 57.42 10.48 5.99 .020

Table 5. Differences of Internet Addiction between the Two Groups                                                                                                                (N=37)

Variables            Group
Pre test Post test

Post-Pre
Difference t  p

M (SD) M (SD) M (SD)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Exp. (n=18)
Cont. (n=19)

13.17 (3.54)
12.37 (3.98)

12.44 (3.57)
12.26 (3.36)

-0.64 (1.97)
-0.07 (2.46)

-0.78 .440

Addictive automatic thought Exp. (n=18)
Cont. (n=19)

2.22 (1.00)
1.95 (0.85)

1.94 (0.80)
1.89 (0.99)

-0.18 (0.73)
-0.13 (0.74)

-0.20 .845

Withdrawal Exp. (n=18)
Cont. (n=19)

7.28 (3.36)
8.53 (2.89)

7.00 (2.95)
8.68 (2.87)

-0.23 (1.45)
0.20 (1.74)

-0.81 .422

Virtu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 (n=18)
Cont. (n=19)

4.72 (1.90)
4.89 (1.60)

4.33 (1.57)
5.37 (1.98)

-0.32 (1.25)
0.60 (1.35)

-2.12 .041

Deviate behavior Exp. (n=18)
Cont. (n=19)

3.72 (1.45)
3.84 (1.68)

3.28 (1.27)
4.05 (1.58)

-0.50 (1.30)
0.47 (1.06)

-2.39 .023

Tolerance Exp. (n=18)
Cont. (n=19)

8.78 (2.84)
8.53 (2.82)

7.78 (2.71)
9.26 (2.35)

-0.77 (2.76)
0.87 (1.51)

-2.09 .044

Total Exp. (n=18)
Cont. (n=19)

39.89 (10.13)
40.11 (9.95)

36.78 (9.37)
41.53 (10.10)

-2.64 (5.79)
1.93 (4.73)

-2.53 .01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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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

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결정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인터넷중독 경향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자기결정성의 변화를 본 연구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자기결정성이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인터넷중

독 집단상담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관련있는 변인

인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Kim & Kim, 

2006; Kwon & Kwon, 2002; Sohn & Hong, 2009)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변

화가 없었다(Han, 2007)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이 Park, S. M. (2009)의 메타분석에서 청소년 인터넷중

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은 10회기 이상인 경우가 짧은 회기보다는 더 

좋은 연구결과를 가져온다고 한 제언을 통해 Han (2007)의 6회기보

다 4회기 많은 10회기로 구성되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 것과는 달리, 본 프로

그램의 대상자는 선별검사를 통해 잠재 및 고위험군 인터넷중독군

으로 나타난 학생들이었으며,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갈등상황을 실제 역할극으로 

실시해 보았으며 대안활동을 프로그램 중에 직접 실천해 보도록 한 

점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중독 집단

상담프로그램은 한 가지 기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대

한 메타분석에서 절충적 접근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Park, S. M., 

2009)는 점을 근거로 자신 및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시

켜 주는 MBTI (Kim & Shim, 1990)를 활용하고, 인지적 왜곡을 찾아

내어 확인한 후 사고와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지행동요

법을 통해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며, 현실요법에서 자신의 want를 

찾아내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

는 측면과 함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조합하여 구성한 통합적 관

점의 개입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결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인 자율성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제에 대한 선택권을 가능한 

많이 제공함으로써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Choi (2002)의 보고

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중독 집단상담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인생 곡선을 그려보고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와 생각 바꾸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율적인 

선택의 경험을 가지도록 하고 스스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대상자들

이 내면의 자유감과 성취감, 즐거움을 느끼고 찾는데 도움이 되었

고 따라서 자율성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위영역인 

관계성에서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결

과는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를 향상시켰다는 Lee와 An (2002)의 연구결과와 관계유지 욕구가 

또래들 간의 긍정적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충족

될 수 있다(Choi, 2002)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을 통해 MBTI를 활용

하여 타인을 이해하게 되었고, 매 회기마다 마음열기 놀이와 집단활

동 및 문화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중독경향 고등학

생의 자기결정성 향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의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

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인터넷중독 정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인터넷게임을 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간관리, 대안활동 개발, 스트레스 대처능력 기르기 등의 임파워

먼트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중독 점수가 감소하였

다는 연구결과(Joo & Park, 2010)와 유사하고,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

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바로 알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인터넷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 및 

즐거운 활동과 꿈 찾기 등을 다룸으로써 인터넷중독 정도가 감소

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Yeo & Lee, 2007)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프로그램 구성에 선행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부분과 인터넷게임 대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활동 중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친화적인 야외활동이 인터넷 게임 지향적인 활동을 억제하도록 도

울 것이라는 Hwang과 Du (2011)의 보고를 참고로 자연에서의 야외

활동을 추가하여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본 프로그램

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대체 활동을 체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인터넷중독 하위요인 별로는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일탈

행동과 내성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군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현실구분장애, 금단, 일탈행동, 내성 점수를 감소시켰다는 Kim과 

Jang (2010)의 연구결과와 인터넷중독 잠재적 및 고위험사용자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이 금단, 일탈

행동 및 내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Yeo와 Lee (2007)의 연구결과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 결과는 인터넷중독 경향이 있는 

실업계고등학생들이 MBTI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장점을 찾아봄

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였으며, 역할극을 

통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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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적 대인관계에서 오는 허탈감을 비

교하게 되고, 함께 영화보기와 산 오르기 등 오프라인에서 또래들

과 시간을 가짐으로써 인터넷사용시간은 감소되어 내성도 줄어들

었으며, 따라서 인터넷에 익숙했던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

을 인터넷중독 경향의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한 결과 대상자

들의 자기결정성이 증진되었고 인터넷중독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중재 효과는 단순하게 인터넷사용을 조절 또는 통제하거나 왜곡된 

인지나 행동을 바꿔주려고 하기 보다는 MBTI를 통해 장점을 찾고, 

과거와 미래 인생곡선과 자신의 현재 욕구를 찾아 긍정적인 부분

을 강화하였으며, 중 ∙  장기 인생목표를 세우고, 대안활동을 실천해 

보았으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 찾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통합

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터넷사용을 스스로 줄이고 싶은 동기를 

내재화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앞으로 인터넷중독 

경향의 실업계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을 한층 더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 지역 인터넷중독 경향의 실업계 

남자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인터넷중독 경향의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고, 대

상자의 행동을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를 

변화준비도의 변화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다는 제한점이 있

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심각한 현

재의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함으로서 지역사회정신간호학의 영역확대와 전문화

에 기여하고 정신보건간호사의 역할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갖는다. 

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 경

향의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 증가와 인터넷중독 감소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결과 인터넷중독 집

단상담통합프로그램은 인터넷중독 경향의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 증가와 인터넷중독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인터넷중독 경향이 있는 고등학생들의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는 중재전략 수립 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간호사가 인

터넷중독경향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인터넷중

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을 인터넷중독경향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프로그램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와 인터넷중

독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을 변화준비도의 변화단계에 맞춰 대상

자를 선정하여 효과를 비교하는 정교한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

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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