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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독증 문제가 사회 인 문제로 두 되었으나 인터넷 독증에 한 

임상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행태와 인터넷 독증을 악하여 임상연구와 교

육 재  집단상담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터넷 사용 행태와 인터넷 독의 계를 확

인하는 서술  조사 연구로 주 역시 2개의 학교의 1,984명을 상으로 자가 기입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상자의 인터넷 독증은 체 상자의 11.8% 이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증은 성별, 종교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 고, 인터넷 사용 행태와 인터넷 독증과의 계에서는 

인터넷 사용량 시간, 사용 시간 , 사용 장소, 성인 사이트 이용 행태, 사용 목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인터넷 독성의 경 에 따라 의료진에게 정신과 인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거나 인터넷 바로 알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즐거운 활동과 꿈 찾기, 과거와 미래의 인생 곡선과 자신의 재 욕구를 찾아 정 인 부분을 강

화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는 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이고 싶은 동기를 

내재화 시켜 인터넷 게임 지향 인 활동을 억제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속 인 심과 효과

인 교육 로그램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Internet addiction is a social problem occurring by overuse of internet. And internet addiction is associated with pathologic 

personality but clinic study about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s lack.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pattern of internet utilization.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1,984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 -Ju. We questioned about internet addiction, general characteristics, pattern of internet utilization. 11.8% of total number 

were internet addiction. Sex, religion, duration, time, place, obscene sites, most frequent using service is associated with internet 

addiction. Family number, occupation of parents, using internet in home, use of parents isn't associated with internet addiction. We 

show interest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attern of internet utilization about internet addiction. So we council youths about 

internet problem in accordance with this study results. Then internet addiction and other psychologic problem ar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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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독은 Goldberg[1]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

는데 내성과 단증상과 함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요한 사회 , 직업  기능의 손상이 12개월 내에 발

생할 때를 인터넷 독 장애로 본다[2-5]. 한 

Stein[6]은 인터넷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거나 진정

한 실제 계를 피상 인 가상  계로 치시키는 

인터넷 독은 심각한 심리  고통이나 기능  손상

을 동반한다고 하 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체 

인구의 76.3%인 3.619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

며, 세계 으로도 8 의 높은 인터넷 이용자 수를 보

이고 있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 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7]. 청소년은 인터넷 이용의 주목 이 

인터넷 게임이며, 실제 등학생의 94.1%, 학생의 

97.5%, 고등학생의 99.1%가 게임과 오락을 해 인터

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의 주목 은 정보검색이나 커뮤니티 활동보다 게임과 

오락에 집 되어있다[8]. 

청소년기는 정신 이나 신체  측면에서 격한 변

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개인의 향후 발달단계에도 

향을 미치는 시기이며[9], 학교생활 이외의 여가 시간

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나 

입시에 한 정신  불안 등 정상 인 여가활동을 하

는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10]. 그래서 흔히 하

게 되는 폭력 인 인터넷 게임은 정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요한 발달과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래하고 있다. 폭력성 인터

넷 게임에 빠진 학생이 등학생 동생을 흉기로 살

해한 사건, 게임을 지나치게 하다가 생명을 잃은 경

우,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해 한 게임에 필요한 

가상공간의 무기나 물건들을 사기 해 도벽과 같은 

비행을 하는 것을 단 인 로 들 수 있다[11]. 한국

정보화진흥원[8]에서 실시한 2008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독률은 

8.8%(200만 명)로 인터넷 독 고 험사용자군은 

1.6%, 잠재  험사용자군 7.2%로 나타났다. 이  

9-19세 청소년의 인터넷 독률이 14.3%로 20-39세 

성인의 6.3%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

히 학력별에서 · 고등학생의 인터넷 독률이 모두 

14.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

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06년 연구결과에 의하

면 만 6세 이상인구의 74.8%(34,120천명)가 주 평균 

13.7시간, 하루 평균 1.95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8,12],  다른 조사에 따르면 조사 상자의 

17.2%는 하루 평균 7시간 30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

고 있고, 3번의 일상 활동 에서 1번은 인터넷을 통

하여 일을 수행할 만큼 인터넷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

다[13].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과 련된 역기능이 드

러나고 있는데, 표 으로 인터넷 독증이 바로 그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체인구의 

9.2%가 인터넷 독 혹은 과다사용의 고통을 경험하

고 있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14%가 독의 험상태, 

그리고 그 의 2.1%인 26만 여명은 고 험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8,12].

인터넷게임은 컴퓨터 등 기술문명과 친숙해지며 즐

거움과 흥미, 도  정신을 길러 다는 정 인 측면

도 있으나 부정 인 측면이 더욱 두되는 이유는 지

나친 흥미나 오락 주로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  

정서 상태의 장애 래, 개인에게 부여된 일상생활 활

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 독 상 래  건 한 인

격 형성 장애 등을 래하기 때문이다[14-16]. 한 

가족과의 갈등 인 계 부 응, 성 의 하, 비행문

제나 비 실  욕구추구, 충동조 장애 문제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 컴퓨터 독은 청소년에게 신체 으로는 시력

하, 근골격계장애, 소화불량, 운동부족, 흡연 등의 건

강이상을 래할 뿐만 아니라, 한 인터넷 문화의 보

편 인 상인 익명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고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탈학교화 

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이시기에 컴퓨터에 한 탐

닉은 청소년기의 요 과제인 자신에 한 정체감과 

래 계의 형성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17].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개인의 병리 인 

성격  특성, 흡연과 인터넷 독간의 유미한 상

계를 발견 하 다[9,18]. Young[19] 은 병리 인 인터

넷 사용의 결과로 실생활에서의 계가 축 되었고 

컴퓨터 사용시간이 늘수록 사회  고립 수 이 증가

하며, 자각자들은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혼자 

즐기는 일반 게임을 선호하며, 우울 성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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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주 으로 행복하

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경

우에 상 으로 높은 인터넷 독의 개연성을 보

다[20]. 그리고 Orzack를 비롯한 연구자들에 의해 충

동성 정신질환과의 련성 연구에서 인터넷 독과 

ADHD는 상호간에 향을 밝 내고 있다[2],[21-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독증 문제가 사회 인 문제로 두 되었으

나 인터넷 독증에 한 최근 임상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행태와 인터넷 

독증을 악하여 임상 연구와 교육 재  집단상

담 로그램의 기 자료 제공 하고자 시도 되었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인터넷 이용 행태 

정도와 인터넷 독을 악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과

의 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인터넷 사용 행태에 따른 인터넷 

독과의 계를 악한다.

Ⅱ. 본론 :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주 역시 소재 학생을 상으로 인

터넷 사용 행태와 인터넷 독의 계를 확인하는 서

술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1년 12월 17일부터 24일까

지 주 역시 소재 2개의 학교 재학 인  학년 

학생을 상으로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

교장의 동의를 구하고 담당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

부하 으며, 학생들에게 연구 목 을 설명한 후 연구

에 동의를 한 학생들이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조사에 

참여하 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98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한국형 인터넷 독척도

인터넷 독(Internet Addiction)은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

, 정신 , 육체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

이다. 이를 측정하기 해 김청택, 김동일, 박 규, 이

수진[24]의 도구를 사용하 으며, 총 40문항의 7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고 4  척도로 총  160 이다. 이

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7개의 하 역으로 일상생활

장애, 실 구분장애, 정  기 , 단, 가상  인

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평가는 총 이 94  미만이면 일반 집단, 총

이 94  이상이거나 단· 내성의 하  항목에서 14

 이상이면 인터넷 독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96이었다.

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

하 다. 일반  특성, 인터넷 사용 행태와 인터넷 

독증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카이제곱 검증을 이

용하 고, 유의 수 은 P value .05미만으로 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5.7%, 여자가 44.3%이었

으며, 동거 가족의 수는 4명이 59.1%, 5명 34.7%, 3명 

5.0%이고, 종교는 무교 41.5%, 기독교 33.7%, 카톨릭 

12.1%, 불교 9.8%, 기타 2.8% 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46.3%, 문 리직 20.6%, 매직 17.6%, 

생산직 12.9%, 무직 2.6%순 이고 어머니의 직업은 주

부가 47.7%, 사무직 16.9%, 문 리직 11.1% 이었

다. 집에서 인터넷이 사용 가능 하다가 97.1%이며, 부

모님의 인터넷 사용 행태는 일주일에 2～3회가 

37.8%, 사용하지 않는다가 34.5%, 일주일에 4회 이상

이 15.8%, 매일 사용이 11.9%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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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Duration 1hour below 487 (24.5)

 1-2 hour 861 (43.4)

 2～3 hour 416 (21.0)

 3 hour over 220 (11.1)

Time Morning 54 (2.7)

Afternoon 618 (31.1)

Night 1258 (63.4)

Dawn 54 (2.7)

Place House 1757 (88.6)

PC Room 160 (8.1)

School 38 (1.9)

Friend's House 8 (0.4)

etc 21 (1.1)

Obscene site accidentally 726 (36.6)

Some time 918 (49.4)

1 on weeks 165 (8.3)

3-4 on weeks 51 (2.6)

everyday 61 (3.1)

Purpose  Game 672 (33.9)

Community 412 (20.8)

Chatting 409 (20.6)

Data 197 (9.9)

Entertainment 106 (5.3)

Email 95 (4.8)

News 40 (2.0)

Obscene site 11 (0.6)

etc 42 (2.1)

표 1.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84)

Variable Categories N(%)

Sex

Male
1106 
(55.7)

Female
878 
(44.3) 

Family member

1 10 (0.5)

2 13 (0.7)

3 99 (5.0)

4
1173
 (59.1)

5
689 
(34.7)

Religion

No
823 
(41.5)

Christianity
669 
(33.7)

Catholic
241 
(12.1)

Buddhism
195 
(9.8)

etc 56 (2.8)

Occupation of 
father

Office
919 
(46.3)

Profession
409 
(20.6)

Selling
350 
(17.6)

Production
255 
(12.9)

none 51(2.6)

Occupation of 
mother

Housemaid
947
(47.7)

Selling
426 
(21.5)

Office
336 
(16.9)

Profession
220 
(11.1)

Production 55 (2.8)

Home internet
Able

1296
(97.1)

Non-able 58 (2.9)

Parents using 
internet

none
679 
(34.2)

more than 4 on 
weeks

313 
(15.8)

2-3 on weeks
745 
(37.6)

every day
237 
(11.9)

2. 상자의 인터넷 사용 행태 특성

인터넷 사용량 시간은 1～2시간이 43.4%, 1시간 미

만이 24.5%, 2～3시간이 21.0%, 3시간 이상은 11.1% 

이었으며, 인터넷 사용 시간 는 녁(밤을 포함)에 

64.4%로 가장 많았고, 낮 31.1%, 오 과 새벽은 2.7%

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장소는 집이 88.6%, PC방 

8.1%, 학교 1.9%, 기타 1.1%, 친구집 0.4% 순이며, 인

터넷 사용의 주된 목 은 게임 33.9%, 동호회 20.8%, 

화방 20.6%, 자우편 4.8%, 방송/연 인 련 

5.3%, 신문/잡지/뉴스는 2.0%, 성인사이트 련 0.6%

로 나타났다. 성인사이트 이용 행태에서는 우연히 본

이 있다가 49.4%, 본 이 있다가 36.6%, 주 1회씩

은 8.3%, 매일은 3.1%, 주 3～4회씩은 2.6%로 인터넷 

독이 된 상자는 11.8%로 조사되었다(표 2) 

표 2.인터넷 사용의 특성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tilization(N=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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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ddiction

Addiction 234 (11.8)

Normal 1750 (88.2)

Variables Categories

Internet addiction
disorder

P-value*Addiction 
(%)
n=234

Normal 
(%)
n=1750

Duration 1 hour below
28 
(12.0)

459
(26.2)

<0.001

1-2 hour
82 
(35.0)

78 
(44.5)

Variables Categories

Internet addiction 
disorder

P-
value

Addiction 
(%)
n=234

Normal
(%)
n=1750

Sex Male 168 (71.8)
938 
(53.6)

<
0.001

Female 66 (28.2)
812 
(46.4)

Family 
number

1
1
(0.4)

9
(0.5)

.662

2
3 
(1.3)

10
(0.6)

3
14 
(6)

85
(4.9)

4 139 (59.4)
1034 
(59.1)

More 
than 5

77 (32.9)
612 
(35)

Religion no 97 (41.5)
726 
(41.5)

.039

Christiani
ty

75 (32.1)
594 
(33.9)

Buddihism
23
(9.8)

172
(9.8)

Catholic 25 (10.7)
216
(12.3)

etc
14 
(6.0)

42
(2.4)

Occupaton 
of father

None
4 
(1.7)

47
(2.7)

.466

Production 38 (16.2) 217 (12.4)

Selling 40 (17.1) 310 (17.7)

Office 108 (46.2)
811 
(46.4)

Profession 44 (18.8)
364 
(20.8)

Occupation 
of mother

Housemaid 113 (48.3)
834 
(47.7)

.989

Production
7 
(3.0)

48
(2.7)

Selling 49 (20.9)
377 
(21.5)

Office 41 (17.5)
295 
(16.9)

Profession 24 (10.3)
196 
(11.2)

Home 
internet

Able 224 (95.9)
1697 
(97)

.109

Non - able
8 
(3.4)

49
(2.8)

Parents 
using 
internet

none 90 (38.5)
589 
(33.9)

.146

more than 
4 on weeks

29 (12.4)
284 
(16.3)

2-3 on 
weeks

81 (34.6)
664 
(38.2)

every day 34 (14.5)
203 
(11.7)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과

의 계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과의 

계를 보면 성별(p<.001)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 고, 종교(p=.039)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통계 으로 유의

하 다. 동거 가족의 수,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

업, 부모님의 인터넷 사용 행태는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표 3).

표 3. 일반 인 특성과 인터넷 독과의 계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ternet addiction(N=1,984)

 P - value are calculated by chi - square test

4. 상자의 인터넷 사용 행태에 따른 인터넷 

독과의 계

상자의 인터넷 사용 행태에 따른 인터넷 독과

의 계에서는 인터넷 사용량 시간(p<.001), 사용 시

간 (p=.035), 사용 장소(p=.002), 성인 사이트 이용 행

태(p<.001), 사용 목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표 4).

표 4. 인터넷 사용 행태와 인터넷 독과의 계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 of internet 

utilization and internet addiction(N=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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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our
68 
(29.1)

348 
(19.9)

3 hour over
56 
(23.9)

164 
(9.4)

Time Morning
5
(2.1)

49 
(2.8)

0.035

Afternoon
82 
(35.0)

536 
(30.6)

Night
135 
(57.7)

1123 
(64.2)

Dawn
12 
(5.1)

42 
(2.4)

Place House
195 
(83.3)

1561 
(89.3)

0.002

School
1 
(0.4)

37 
(2.1)

PC room
33 
(14.1)

127 
(7.3)

Friend's 
house

1 
(0.4)

7 
(0.4)

etc
4 
(1.7)

17 
(1.0)

Obscene 
sites

Yes
53 
(22.6)

671 
(38.4)

<0.001

Some time
114 
(48.7)

861
 (49.3)

1 on weeks
33 
(14.1)

132 
(7.6)

3-4 on weeks
16 
(6.8)

35 
(2.0)

every day
18 
(7.7)

 48 
(2.7)

Purpose Chatting
48 
(20.5)

361 
(20.6)

0.001

E-mail
5 
(2.1)

90 
(5.1)

Community
45 
(19.2)

367 
(21.0)

Data
12 
(5.1)

185 (10.6)

Game
107 
(45.7)

564 
(32.2)

News
1 
(0.4)

39 
(2.2)

Entertainment
9 
(3.8)

97 
(5.5)

Obscene site
1 
(0.4)

10 
(0.6)

etc
6 
(2.6)

36 
(2.1)

Parents 
using 
internet

none
90 
(38.5)

589
 (33.9)

0.146

more than 4 
on weeks

29 
(12.4)

284
 (16.3)

2-3 on weeks
81 
(34.6)

664
 (38.2)

every day
34 
(14.5)

203
 (11.7)

Total
234 
(100)

1750
 (100)

* P - value are calculated by chi - square test

Ⅳ.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이 청소년 문화의 심으로 두

되고 있는 이 시 에서 인터넷 사용에 한 문제 에 

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건 한 청소년 인터넷 문

화 육성에 기여하며, 임상연구와 교육 재  집단상

담 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자고 

학생을 상으로 일반  특성과 인터넷 사용행태에 

따른 인터넷 독증과의 계를 악하기 해 시도

하 다.

본 연구 결과 상자의 11.8%가 인터넷 독증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6년도 한국 인

터넷 진흥원 조사에서 체인구의 9.2%가 인터넷 

독증이라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인터넷 독증이  더  우리사회에서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한 리

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터넷 독과의 

계에서는 성별, 종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이는 본 연구 결과 성별에서 인터넷 독 비

율이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내어 박소연, 이홍

직, 자 [20,25]등의 연구와 유사하 으며, 이런 결

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기계를 다루는데 두려움이 

고 독성을 래 시킬 수 있는 게임 같은 것을 목

으로 하는 비율이 남성이 더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종교  신념이나 가치체계에 의해서도 인터넷 

독이 조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단순히 인터

넷을 끊는다던지, 부모의 감시등 일회성의 물리 인 

제재 보다는 인성이나 가치  형성을 통한 본질 이

고 행동수정을 할 수 있는 체계 인 인터넷 독 

방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자의 인터넷 사용 행태에 따른 인터넷 독과

의 계에서는 인터넷 사용량 시간, 사용 시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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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장소, 성인 사이트 이용 행태, 사용 목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의 하루 사용량과 인터넷 독

과는 계가 있는 것으로 이숙[26] 연구와 유사한 결

과로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을 지하고 부모와의 

화를 통해서 서로 약속된 사용 시간을 정한 후 자기 

결정성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시간을 수 할 수 있

도록 한다. 한 인터넷 독 학생의 경우 정상 학생

에 비해 새벽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결과

를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생활 패턴으로 인해 학교생

활에 향을  수 있으므로 시간 리의 필요성에 

해서 자기 통제력을 갖도록 해야 될 것으로 단된

다. 그리고 연구 결과 인터넷을 하는 장소와 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김동순, 자 [18, 25]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이는 집보다는 PC방에서 좀 

더 가족의 간섭 없이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다

른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의 공공 심리에 의한 자극 

때문으로 생각되며, 행정 인 련 법규를 통해서 청

소년 PC방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  장

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인터넷 독과 성인 사이

트 이용 행태와의 련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고

태규[2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성인 사이트 

속을 통해서 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 인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고 

생각되며,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자연환경 속에서 이

루어지는 인간 친화 인 야외활동을 통해서 인터넷에

서 느끼는 쾌락보다 실에서 직  체험하는 인간

계의 소 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최근에는 독성이 강한 게임 등이 등장하여 학

업을 도에 포기하거나 실과 게임의 세계를 구별

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래하거나 반사회

인 행동을 하면서 범죄 행 를 지르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독성의 경 에 따라 의

료진에게 정신과 인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거나 인

터넷 바로 알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즐거운 활동과 꿈 

찾기, 과거와 미래의 인생 곡선과 자신의 재 욕구를 

찾아 정 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

습을 찾아보는 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인터

넷 사용을 이고 싶은 동기를 내재화 시켜 인터넷 

게임 지향 인 활동을 억제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속 인 심과 효과 인 교육 로그램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본 연구의 상이 주 역시 2

개 학교로 한정되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므로 후속연구에는 연구 상자 수를 늘리고 연구 

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한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지역을 확 하여 표집 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의 형식으로만 검사하 기 때

문에 인터넷 독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는 부족한 

이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증을 정확하

게 진단하기 해서 자기 보고식 진단은 물론 부모나 

교사와 같은 찰자가 객 으로 평가를 내리는 방법

을 제언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터

넷 독에 한 단  조사와 련된 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인터넷 사용 행태와 인터넷 

독간의 계에 해 연구를 했다는 것이 요한 의

미를 가지며 임상연구와 교육 재  집단상담 로그

램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하 다.

Ⅴ. 결 론

고속통신망을 갖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 화

는 우리의 삶을 많이 달라지게 하 다. 특히 인터넷은 

청소년 문화의 심으로 두되고 있으며 여러 독

으로 인한 부정 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으

로 인터넷 독증의 상자는 약 11.8%로 조 씩 증

가할 것이며 독성이 강한 게임, 성인 사이트 이용 

등을 통해서는 일상생활에 장애  반사회  행동을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바로 알고 유

용하기 이용하기 한 교육  사람과의 소통을 하도

록 하는, 가상보다는 실 인 행동 로그램 등, 문화

체험, 자연환경 체험, 운동체험 등을 개발하여 스스로 

인터넷 독을 억제할 수 있는 자아를 형성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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