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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
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
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
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
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인터넷중독, 정책 딜레마, 형식주의, 비일관성, 가치의 재규정, 비결정, 정책 지연
Abstract  The objective for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a policy dilemma in the 
government’s pursuance of policy aimed at tackling internet addiction among teenagers, as well as analyzing 
responsive strategy. Therefore, within this research and as the model of the dilemma being the analytical frame, 
the aspect of the dilemma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contexts, conditions, policy values,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and every dilemma of ‘transformation of context and 
condition’, ‘policy value and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in processes of policy in 
preventing and resolv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t acted as a decisive cause in forming the general 
dilemma of th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strategy in policy response within the policy dilemma 
conditions turned out to be a duplication of policy, occurrence of contradictions, typical response strategy and 
cyclical choices. Give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shown up as a result. First, as the 
problems in duplication of policy and contradictions occurred within a singl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dilemma in a typical way, which brought about an even more serious dilemma. Second, the government 
put in effort to re-regulate two values (protection of adolescents and promotion of the video game industry), 
which are included in the response policy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s a result, the policy dilemma has weakened with respect to the past. However, it has not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research, taking the results as a background, striv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consistent groundwork, which combines policy values and vision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effective responsive policy o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w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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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체 인구의 82.1%인 약 4,008만 명이 인

터넷을 이용하고[22], 세계 최고수 의 인터넷 인 라를 

보유한 정보화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기거래, 사

이버 왕따(cyber bullying), 작권 침해, 악성댓  등 

증하는 정보화 역기능도 시 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 되고 있다. 이 에서도 특히 인터넷 독은 신체․

심리  문제와 함께 일상생활 장애를 발생시켜 이용자 

개인  가족의 문제를 넘어 도, 폭력,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유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인터넷 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독률은 7.2%로 독자 수는 략 220만 명

으로 추산된다. 그 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독률은 

약 10.7%(약 75만 명)로 유아동(7.3%)과 성인(6.0%)에 

비해 연령별 인구 비 독 수 이 높고, 스마트기기의 

격한 보  등으로 인터넷 독 연령화는 차 가속되

는 추세이다[24].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독은 이용자의 생활환경과 심리상황 등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도한 학업 스트 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 욕구, 

온라인 공간에서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소속감 충족 

욕구, 래 친구들 에서 가장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자 

하는 경쟁 심리 등이 주요한 독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1]. 

인터넷 독은 한 응 없이 방치되거나 지속되면 

거북목․터  증후군  뇌 기능 하 등 신체  이상은 

물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한참 성장

하는 청소년에게 발생하게 된다면 정상  성장이 어려울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들이 인

터넷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독 

방교육과 독 문상담  치료 서비스의 지원은 매우 

요하다[2].

정부는 이러한 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인터넷 독 

문제를 선제 으로 응하고자 지난 2000년  반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왔다[12][13].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  인터넷 독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사회  심

이 증가한 만큼, 련 부처들이 담당하던 각 정책의 범

와 규모도 확 되어 복과 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인터넷 독 방  해소와 련된 앙기

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와 통령 직속기구

인 방송통신 원회가 있다. 그러나 련 정책들은 부처

별 목표, 가치, 내용, 상 등의 립과 복이 존재하는 

딜 마에 빠져있으며, 이는 서비스 수혜자인 학생, 학부

모, 교사 등에게 혼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  

비용 발생과 산낭비를 동반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3]. 

추후 자교과서 활용의 확 , 스마트 미디어 일상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량은 폭발 으로 증가

하고, 이로 인한 인터넷 독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상된다. 때문에 기존 응 정책이 산업 발달  

문명의 이용을 막고 인터넷 독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

하 다면, 앞으로는 련 산업의 발 과 청소년 보호라

는 두 가지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선진  응정책의 추

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10여 년에 걸친 기간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 정책에서의 딜 마 형

성요인과 응과정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

래할 고도의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 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

책  시사 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중독 개념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사회  문제로 두

된 인터넷 독은 컴퓨터 사용  인터넷 이용에 있어 과

도한 집착이나 충동 인 행동을 보이고 이로 인해 사회

활동을 수행함에 다양한 장애가 발생되거나 경우에 따라

서는 우울증, 사회  고립, 충동 조  장애와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1996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골드버그(Ivan 

Goldberg)가 최 로 물질남용 장애의 진단기 을 원용하

여 “인터넷 독 질환(IAD: Internet Addiction Disorder)”

이라는 용어를 고안하 다. 그러나 인터넷 독을 병리

으로 근한 골드버그의 주장은 의료진과 학자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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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후에 인터넷 독을 “병리  

컴퓨터 사용”이라는 용어로 체하여 인터넷 독을 하나

의 독립된 장애로 간주하던 것에서 과도한 컴퓨터 사용

의 일종으로 다소 수정되었다[3]. 

이후 킴벌리 (Kimberly S. Young)은 “인터넷 독이

란 인터넷 사용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독  행동 양상

을 보이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이 병리  도박이나 섭식

장애, 알코올 독 등의 다른 독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학문 ㆍ사회 ㆍ재정 ㆍ직업  생활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하 고, 그리 스

(Griffiths)는 인터넷 독은 ‘ 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회 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집착, 활용 시 정  감정, 

내성, 단, 일상생활의 지장을 진단기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Brenner)는 물질남용 장애의 진단기 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내성, 단증상, 갈망을 인터넷

독의 거로 제시하 다[6][20]. 

인터넷 독을 단편 인 하나의 사회 상이나 사회문

제로 볼 것인가, 개인의 심리  문제로 볼 것인가, 는 

뇌기능 하와 주의력 결핍 등을 동반하는 신체 ㆍ정신

 질병으로 볼 것인가에 한 명확한 기 은 여 히 부

재하다. 이를 바라보는 학계의 이 상이할 뿐만 아니

라, 사실상 인터넷 독 증세는 심리  문제로 비롯되었

다 해도 오랜 시간 지속되면 신체  질병을 동반하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이

를 단일한 기 과 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아직 무리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9]. 

2000년 에 어들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 독과 

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박  외는 인터넷

독은 병  인터넷 사용, 사이버 독, 컴퓨터 독, 인터

넷 독 증후군 등으로도 불리며 “인터넷 사용의 자기조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한 고통과 기능장애를 래

하는 경우, 인터넷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거나 실세

계에서의 인간 계가 가상공간에서의 계로 치되는 

것 등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형태의 독 상”이라고 개

념을 정의하 고, 이숙정 외는 인터넷 독은 단일 차원 

는 다차원 인 개념으로 측정되는데, 다차원 인 개념

으로 측정될지라도 자기 조  결여가 독의 핵심  개

념이라고 정의하 다[10][16]. 

이처럼 다양한 인터넷 독의 개념에 한 논의를 종

합해 보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한 

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

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23]. 그러나 인터넷은 하나의 수단일 뿐 이를 통

한 온라인 게임, 도박, 채 , 음란물, 정보검색, 쇼핑 등 하

독의 문제도 포함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달로 독의 문제가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까지 범

하게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2.1 정책딜레마 이론

사회가 고도로 발 될수록 다양한 가치는 복잡하게 

얽히고,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와 안을 우선순

에 따라 선택하여 정책으로 추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가치( 는 

안)의 립으로 인해 정책결정자의 선택이 제 로 이

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책딜 마 상황이라고 한다[4][5][21]. 

딜 마란 잠정 으로 “두개의 가치(혹은 안)가 선택

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지( 안)가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1]. 다시 말해 두 개의 가치(

안)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18]. 이러한 

딜 마는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의 단 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주체 간 상호작용에 한 설명의 간결

성이나 보편성을 해 체로서 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에는 체  근법을 통한 딜 마의 분석이 활용

된다[14][15].

체  근법은 정책의 비일 성, 결정지연, 형식주

의  집행, 정책의 실패 등의 존재를 먼  인식하고 그것

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딜 마의 존재를 악하고 딜 마

의 응행동 간의 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근은 정책결정자의 이해 계나 인식과는 상 없이 

결정단  체가 딜 마 상황에 처해있고, 그 결정단

는 이에 특정의 응행동을 할 것이라는 제하에 이루

어진다. 

[Fig. 1]은 역사를 포함한 사회  맥락, 선택기회, 안, 

가치, 행 자, 결정자, 응행동 등이 인과과정으로 표

된 딜 마 모형이다[18]. 이 모형에서는 사회  맥락과 

상황의 변화는 딜 마가 발생되는 조건으로 원인군에 해

당되고, 응행동은 딜 마에 한 반응으로 딜 마의 

결과군에 속한다. 이는 사회  맥락이나 상황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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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되는 두 가지의 안, 가치, 행 자를 만들어내고 정

책결정자는 이들의 향을 받아 응행동을 만들어내고, 

결국 정책추진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Fig. 1] Dilemma model and Theoretical Analysis 
Frame

Source: Lee. et el.(1991)

3. 연구방법 및 분석틀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  논의를 토 로 청소

년 인터넷 독 방  해소 정책에서의 딜 마의 형성

요인과 응과정을 분석하 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방

법을 주로 이용하 으며, 부처별 정책 보고서, 보도자료, 

정책 홍보자료, 련 논문, 회의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하

다.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 일환으로 추진

되는 정부기 의 련 정책에 한 기  간 딜 마에 

을 두었기 때문에, 련 이슈에 한 정부의 공식 인 

문서를 근거로 하 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문화 특

성상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한 주 이나 의견을 잘 드

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제공이 매우 제한 이

어서 별도의 면담이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았음을 밝힌

다. 

우선 딜 마의 형성요인에 해서는 련된 사회  

맥락과 상황의 변화에 해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빚어진 정책 가치와 안의 상충, 정책행 자의 립상

황에 해 면 하게 분석하 다. 이어서 정책행 자와 

정책결정자 간의 이해 계와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정

책 응의 상과 문제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분석결

과를 토 로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정책의 딜

마 상 해소를 한 제언과 정책  시사 을 도출하

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해 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 담기  담당자, 시민단체 문가, 기타 정

책 참여자 등을 상으로 사후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는 

다수의 정책참여자의 시각을 통해 분석결과가 정책추진 

상의 특수한 맥락을 잘 반 하고 있는지, 련 딜 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 이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이다. 

3.2 분석틀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정책의 딜 마 분석

을 수행하기 해 앞에서 제시한 딜 마 이론의 내용과 

선행연구의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Fig. 2]와 같이 연

구의 분석틀을 구성하 다[17][19].

[Fig. 2] Analysis Frame
Source: Lee. et el.(1991); Lee Jung Mi(2006)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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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008 2009 2010 2011 2012

Rate Number Rate Number Rate Number Rate Number Rate Number

Total 8.8 1,999 8.5 1,913 8.0 1,743 7.7 2,339 7.2 2,203

Child - - - - - - 7.9 160 7.3 157

Adolescent 14.3 1,035 12.8 938 12.4 877 10.4 677 10.7 754

Adult 6.3 964 6.4 975 5.8 866 6.8 1,501 6.0 1,292

Source: 2012 Internet Addiction Survey(MSIP․NIA, 2013) 

<Table 1> Yearly Internet Addiction Rate and Number of Addicts
(Unit,: %, Thousand)

4. 정책딜레마 분석

4.1 맥락과 상황변화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가 1998년 6월에 고속 인터

넷 서비스를 최 로 시작하여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손

쉽게 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당시에는 지

처럼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아 정보검색, 

채 (메신 ),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1998

년 3월 미국의 블리자드(Blizzard)사가 스타크래 트

(Star-Craft)라는 공상과학 략 시뮬 이션 게임을 발매

하고, 같은 해 9월 국내 토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lineage)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많은 인터넷 사

용자들이 온라인 게임에 몰입하기 시작하여 이로 인한 

PC방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매년 정부가 조사하는 ‘인터넷 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약 65.4%가 인터넷의 주된 사

용목 을 온라임 게임이용이라고 응답하 으며, 특히 청

소년의 인터넷 독률은  연령   가장 높은 10.7%로, 

독자 수는 무려 754천 명으로 조사되었다[24]. 상담ㆍ

치료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한 고 험군의 비율은 2.9%

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독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 히  연령   가장 높은 수 이며, 성장 에 있

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독은 심리ㆍ신체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미칠 수 있어 국가 으로 극 인 해소와 응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과거에는 인터넷 독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신체  

병리 상이나 사용자 사망 등을 일으키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의 단계에 머물 다면, 2000년  후반부터는 살인, 

사기, 폭력 등의 강력한 범죄를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문

제로 여겨지기 시작되었다. 특히 아직 신체ㆍ심리 으로 

성장이 완 하지 못한 청소년이 게임과 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게임 속에서 하듯 실에서 타인을 살해하거나, 

PC방 이용비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을 마련하기 해 

품을 도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말리는 어머니를 살

해하고 자살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 독과 련된 심각한 

사회문제가 빈발하 다.

청소년의 인터넷 독 문제 해결을 해 정부는 2000

년  반부터 인터넷 독 방  해소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청소년 정책은 학교 

장을 심으로 방교육, 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

과 로그램이 추진되었다. 특히 련 사회문제가 빈발

하면서 련 부처들은 각기 문기 을 두어 국단 로 

개인  집단상담, 치료지원 사업, 참여형 로그램, 인식

제고 캠페인을 경쟁 으로 추진하기에 이르 다. 이러한 

련 정책은 추진 기에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 목표와 

가치에 따라 다각 으로 추진되었으나, 각 부처별 정책

이 매년 확 되고, 발 되어 감에 따라 역과 상이 

복되거나 립되는 딜 마 상황이 발생되기에 이르 다. 

이는 정보화로 인한 련 사회문제의 빈발에 따른 사회

 심과 정부의 응의지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정권별 계부처 정책과 사업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7][8].

김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는 산하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에 인터넷 독 방상담센

터(  인터넷 독 응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독’에 

을 두고 련 상담, 방교육, 캠  등을 추진하여왔

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의 련 업무가 행정안

부로 이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

부로 다시 이 되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

년상담복지개발원)을 두어 ‘청소년’에 을 두고 인터

넷 독을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하

나로 인식하여 응하여 왔으며, 주요 사업은 청소년 상

담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하의 정신건강센터와 지역 보건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의 딜레마 연구

2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23-34

6
th
 Government

(1998-2002)

7
th
 Government

(2003-2007)

8
th
 Government

(2008-2012)

9
th
 Government

(2013-2017)

Classification

Main

Policy Target

Main

Policy Field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l Al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eenagers Counselling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eenagers Gam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eenagers

high-risk 

group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Ministry of Education Teenagers Education

-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eenagers Education

<Table 2> Changes of Government Departments

소 등을 통해 병원치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

넷 독의 문제를 ‘정신건강’의 문제해결 차원에서 응하

고 있다. 특히 병원치료가 요구되는 고 험 사용자에 

한 입원  약물치료 지원 등을 심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 부는 다른 부처들과는 달리 ‘ 독’을 ‘과

몰입’, ‘과다사용’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게임산

업의 진흥  발 을 목표로 하는 부처의 성격으로 인해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이 다른 부처와 상이한 것으

로 단된다. 따라서 문화체육 부는 인터넷 독을 인

정하기 보다는 과도한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여가활동

의 일환으로 즐겁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

는데 을 둔다. 련 사업은 주로 건강한 게임문화 정

착을 한 캠페인과 방교육 등이다.

정책추진 반에는 각 부처별로 인터넷 독, 청소년 상

담, 정보화역기능에 의한 정신건강 보호 등 서로 다른 정

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 으나, 인터넷 독 사회

문제가 빈발하면서 시 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  이슈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각 부처는 련 정책을 강화하고 사업 

확 를 통해 타 부처와의 산확보 경쟁에서 선 하고, 정

책 목표의 립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 다.

4.2 정책가치와 대안

련 부처들은 서로 다른 정책 가치와 안을 추구하

여 왔으나, 크게는 (A)청소년 보호와 (B)게임산업 진흥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A)청소년 보호를 추구하는 부

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이

며, (B)게임산업 진흥의 가치를 추구하는 부처는 문화체

육 부와 방송통신 원회이다. 

일반 으로 상충되는 정책가치가 구체 인 안으로 

표 되면 안 간 충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충돌이 

첨 화되어 정책결정자는 딜 마 상황에 처하기 쉽다

[19]. 사실상 미디어에 의한 ‘ 독’의 존재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 문화체육 부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오래하

는 ‘과다사용자’란 게임에 ‘과몰입’된 이용자로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 독’을 인정하는 다른 부처와의 

립으로 하나의 정책추진에 한 정부의 일 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일정 시간 이후에는 게임을 사용할 수 없는 소  

‘셧다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요 사용자인 

게임업체와 주 부서인 문화체육 부의 반발로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 으며, 지 까지도 제도에 한 

첨 한 립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즉, 인터넷

독에 한 두 가지 가치(‘ 독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게임은 여가 는 발 시켜야 할 주요 산업) 상충으로 

인해 정책딜 마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4.3 정책 행위자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정책에 해 찬성하

는 행 자는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며, 반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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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인터넷  게임 업계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청소년의 인터넷 독 문제의 해소를 해 정책결정자가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한 련 사

회문제의 방을 해 사  응의 요구와 사후 치료

에 한 지원의 확 를 요구한다. 

그러나 인터넷 독 방  해소 정책추진에 미온

인 게임업계는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자체를 부분 인

정하지 않는 분 기이다. 이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시

 상일 뿐이며, 본인들이 만드는 게임에는 독 이

거나 혹은 자극 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

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를 방지하기 해 게임사용을 이거나 산업발 을 해

하는 규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

만 과다한 이용이나 몰입을 방지하기 한 건 한 게임 

사용문화의 정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 

이러한 정책행 자들의 견해차와 립은 국가 정책을 

일 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다. 청소년 게

임사용의 문제가 자녀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다고 생

각하는 학부모와 교사 등은 방교육, 인식제고 캠페인, 

주기  진단 등을 통해 사 으로 독의 문제를 방

하는 정책을 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게임

사용을 해하기 때문에 게임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인터넷 독 문제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진

흥’, 두 가지 가치의 상충은 인터넷 독 방  해소 정

책의 딜 마의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4.4 정책 결정자

본 연구에서의 정책결정자는 정부이다. 정부는 각 부

처에서 추진되는 련 정책이 하나의 비 을 공유하고 

하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총 ㆍ조정 역할을 해

야 한다. 재로서는 각 부처의 련 정책의 가치와 안

이 상충하여, 행 자가 립하는 상황에서 제 로 된 정

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간 추진된 각 부

처의 정책은 ‘ 독으로 부터의 이용자 보호’, ‘인터넷 산

업의 진흥’, ‘정보화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1) 행정안전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2011년 보고서에 ‘인터넷중독자’가 무려 194만 명
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
표하는 게임백서에는 ‘게임이용자 하루 평균 60분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이용’한다는 상반된 관점의 조
사결과를 발표함

역량 강화’등의 가치를 가지고 추진되어 왔으나, 각 정책

의 확   발 으로 인해 정책  립과 복이 발생하

고, 정부는 이의 해결을 해 보다 명확한 공동의 정책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Fig. 3] Growth Rate of Total Game Market 
Volume

Source: 2012 Korea Game White Paper

문화체육 부의 입장에서 게임 콘텐츠는 K-POP, 

드라마 등의 다른 콘텐츠보다 더 많은 수출실 을 기록

하 고, 앞으로도 크게 발 시켜야 할 주력산업  하나

이다. 게임 산업은 2012년 재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거

산업이며, 수출은 무려 29억 달러에 이른다[25]. 이러한 

발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발 을 해하는 정책에 한 

게임업체의 반발을 낮추고, 게임 산업의 발 을 진흥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체육 부의 입장에서 인터넷

독 방  해소 정책은 부처의 정책목표와 가치에 상

반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과도한 게임사용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

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스마트폰, 게임 등은 반드시 사용

을 통제하여야 할 유해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여가활동의 기회가 은 한국의 청소년  부분은 온

라인게임을 주요 여가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학

부모들과 교사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지도에 한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극 인 응정책의 추진을 요구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미

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련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정책딜레마 대응과정

5.1 정책대립 및 중복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정책에 한 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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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 Policies for Internet Addic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Dilemma

Cause

Dilemma

Contents

Value: Adolescent User Protection Value: Industry Development

MSIP MOGEF MW MOE KCC MCST

Political

Factors

Policy

Target

Adolescent User 

Protection

Adolescent User 

Protection

User Mental Health 

Protection

Adolescent User 

Protection
ICT Use Encourage

Game Industry

Development

Re la ted
Legis

-lation

N ationa l 
In fo rm azat io n

Fundam en ta l A ct

Ado le scen t 
P ro tec tio n  A ct M en ta l H ea lth  A c t

E lem en tary  and  
Seconda ry  Educa tio n  

A c t

En cou rage  o f 
In fo rm a tio n  N e tw o rk  

System  U se  &  
In fo rm a tio n  

P ro tec tio n  A ct

G am e Indu stry
D eve lopm en t A ct

Major

Regulation

G ree n  In te rn e t  
C e rt if ica t io n Shut-Down System - - - G am e U se  T im e

Se lec tio n  System

Policy

Alternativea

Policy

Value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Solution

(For All ages)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Solution

(For Adolescent)

Mental Health

Protection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Solution

(For Students)

Healthy Digital

Culture Diffusion

Healthy Game Use 

Culture Diffusion

(선성장후 응)

Policy

Decision

Maker

Tendency 

of Policy

Range

Expansion Expansion Expansion Expansion Expansion Expansion

Service

Location
All All All All All All

Main

Contents

Policy Planning, 

Leading Policy 

Agreement,

Internet Addiction 

Scale Research and 

Supply,

Education,

Training for 

Counselors, 

Campaign, Research, 

etc.

Counseling, 

Treatment Support 

for Lower-income 

group, Total 

Inspection for 

students, Training for 

Counselors,

Rescue-School, etc.

Diagnosis, 

Treatment, etc.

School Counseling,

etc.

Education2), 

Campaign,

etc.

Game Addiction 

Scale Research and 

Supply ,

Education, 

etc.

Main

Institution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YCI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Wee Center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Game Over-flow 

Center & Game 

Culture Foundation

Policy

Performer

Policy

Target
All Teenagers All Teenagers All

All

(Teenagers

-focused)

Policy

Delivery

System

Local Government & 

Local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 

Counseling Support 

Center

Mental Health Center 

& Local Health 

Center

All

Wee Center
-

Part of Wee 

Center(Performing 

Education)

는 인터넷 산업이 발달되면서 차 심화되어 왔다. 련 

부처는 부처별 특성과 역할에 따라 련 정책을 독립

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청

소년 보호의 에서, 문화체육 부는 게임 산업의 

, 교육부는 학생 정보윤리 교육의 , 보건복지부

는 정신건강 증진의  등으로 정책을 추진하 다. 그

러나 정보화의 발 에 따라 련 사회문제는 심화되었으

며, 각 부처가 추진해오던 정책들은 개별 으로 진화되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일부로 포함

고 발달하면서 상호 립되거나 복되는 문제가 발생하

기에 이르 다[Fig. 4].

이 에서도 특히 정책 립 상은 ‘게임’분야에, 복 

상은 ‘청소년’부분에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련 사

회문제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책이 요

구됨에 따라 련된 각 부처가 인터넷 독에 한 주도

권(initiatives)을 확보하고, 련 산과 정책 응의 우

선권을 확보하려는 경쟁  노력에서 비롯된 상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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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licy Targets and Range

기 딜 마 상황에서 정부는 ‘인터넷 독’과 ‘IT산업 

활성화’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립되는 가치가 아닌 상

호 독립 인 개념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가치

는 산업의 발 과 인터넷 독 사회문제 심화로 인해 상

호 립되는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 과다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사망,  사기, 가족 는 타인 살해 

등 강력한 사회문제를 동반하는 인터넷 독 문제를 해결

하기 해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다각  방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게임 산업의 발

을 해하는 딜 마에 착하게 된 것이다.

딜 마 상황에서 선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양 안

이 상충되거나 가치들 간에 우선순 를 결정할 수 없으

며 때에 따라서는 한 안을 택할 때 나올 수 있는 미래

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특히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느 안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기회손실

이 크다는 것은 단에 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뜻

하며, 이러한 경우 정책결정자는 문제해결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응행동(reaction)을 취하게 된다. 를 들면 무

작 로 하나를 선택한 뒤 정당화시키거나, 선책을 회피

하고 책임을 가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18].

게임 산업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국내 업계 종사자수 

10만 명, 10조원 규모의 거 산업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병리  실체가 부재한 인터넷 독을 심각한 질병

(disease)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해 이용자의 사

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련 산업의 발달을 해한다는 

이해 계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와 반 로 인터넷 독이 발생시키는 사회 비용이 약 5

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가치의 충돌로 발생된 딜 마는 결국 정부의 선택에 의

해 해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 계와 가

치의 립에 얽  정부는 어느 한 가지 선택을 하지 못한 

채 모든 부처의 입장을 고려하는 형식  정책을 집행하

게 되었다.

5.2 형식주의적 집행

형식 으로 추진된 정책은 각 부처의 정책목표와 가

치 하에 각기 확 ㆍ발 되며 상호 복과 립의 상황

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인터넷 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이슈화 되면

서 부처 간의 역할과 역에 한 구분이 요구되면서 필

요성이 인식되었다.

우선 정책 립의 문제는 ‘청소년 보호’와 ‘IT산업 진

흥’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두 가지 

가치는 재 우리의 실에서 모두 소 하기 때문에 정

부는 둘  하나만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업

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일념으로 일구어 

온 선진  정보화 환경을 이용자 보호를 해 이용을 강

제 으로 제한하고 산업발 을 늦출 것인가? 아니면 인

터넷 독의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기에 

강력하게 응하여 이용자를 독으로부터 보호할 것인

가? 정부는 립되는 두 가지 주요가치가 만들어 낸 딜

마로 인해 결국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 

착하게 되었다. 

이는 최 에는 미미했던 정책 복의 문제를 더욱 확

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가 두 가지 가치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각 부처의 련 정책은 차 

확 되어 가면서 복 역을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반에 상담, 교육, 치료 등 

각자의 정책 목표와 사업 범  내에서 추진하다가 사회

문제의 빈발로 이의 신속한 응을 해 서로 의 없이 

사업을 확  추진하게 되면서 발생한 결과 다. 때문에 

사업 추진 지역, 로그램 내용, 정책 상 등이 복되면

서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혼란을 유발하고, 복사업으로 

인한 산낭비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후에는 ‘청소년 인

터넷 독’은 정책의 드오션(red ocean)으로 정부부처 

간 산확보 경쟁을 한 불필요한 과열 경쟁의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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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 다. 이러한 정책의 립과 복의 딜 마 구조

모형은 [Fig. 5]와 같다.

[Fig. 5] A Dilemma Structure Among Departments

5.3 가치의 재규정

‘가치의 재규정’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시켜서 두 안

의 비 의 균형을 괴한 뒤에 비 이 큰 안을 선택하

는 방법이다[19]. 청소년 인터넷 독에 한 ‘청소년 보

호’와 ‘산업발 ’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첨 한 립을 오랜 기간 지속 해왔으나, 련 사회

문제가 빈발하면서 정책 결정자에 의해 가치가 재규정되

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큰 규모의 산업발달을 해하는 정

책 추진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국가 미래를 담당

할 청소년들이 인터넷 독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방치될 경우 회복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을 고려

했을 때 정책결정자는 애  비교불가능하다고 단된 두 

가지의 가치의 비 이 변화됨을 체감했을 것이다. 한 

사회문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험성을 경고하는 문

가들의 경고, 학부모 혹은 교사의 정책 요구, 련 여론의 

형성은 정책결정자가 가치를 재규정하는 큰 요소로 작용

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첨 하게 립

되던 두 가지 정책가치는 딜 마가 형성되기 이 의 상

황처럼 각 역이 립하지 않고 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책딜 마 에서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정책의 딜 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추진에 한 정부의 정책 응 략의 특성을 규명하 다. 

이를 통해 추후 원활한 련 정책의 추진을 한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부처별 정책 추

진 맥락과 상황의 변화, 정책 가치의 립과 응의 지연, 

‘정책행 자’  ‘정책결정자’ 불일치는 정책딜 마의 결

정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딜 마 상황에서 정

부의 정책 응 략은 크게 형식  응 략과 가치의 

재규정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한 정책 딜 마 과정에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정부는 청소년 인터넷 독 방  해소정책 추진 과

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립 가치에 해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형식 으로 응함으로써 정책 립  

복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부처 간 갈등은 강화

되었고, 이의 해결을 한 사회  비용( 복 정책 추진으

로 인한 조율 노력, 산낭비, 수혜자의 정책 선택에 한 

혼란 등)은 가 되었다. 둘째, 정부는 심화된 정책 딜 마

의 해소를 해 가치를 재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 상

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 다. 그 로 미래창조과학부

(구. 행정안 부 일부 기능)는 2010년부터 인터넷 독 범

부처 정책 의회를 구성·운 하여 부처별 정책 역을 

조율하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 다. 정책

의회의 구성  운 은 정책딜 마의 근본  해결방안은 

될 수 없지만 립되는 두 가지 가치의 우선 순 를 정하

는데 합의(청소년 보호〉 련 산업 진흥)하고, 딜 마를 

완화하는 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 다.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와 안 에 한 가지만을 선택

하는데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에 한 부담은 정책결정

자가 홀로 짊어지기에는 매우 큰 부담이라는 것은 명백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딜 마는 하나를 잃는 

것에 한 부담으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여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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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잃게 되는 더 큰 손해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사

례라고 할 수 있겠다. 

딜 마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가치의 립을 유발하는 

용어의 정의(‘ 독’인가 ‘과몰입’인가)나 부처 이익( 산 

 이니셔티  확보)보다는 독으로부터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딜 마 상황을 완화하

다는 은 매우 인상 이다. 정책의 복 문제는 각 부

처의 핵심 사업을 특화하면서 복 역을 차 해소하

는데 합의하 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 총

로서 성인과 유아를 포함한 인터넷 독을 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독해소 상담, 기숙형 치료학교 

운 , 병원 치료비 지원을, 문화체육 부는 방교육과 

인식제고 캠페인, 보건복지부는 게임 독 련 고 험군 

병원치료 지원 등을 특화하여 정책을 추진 이다.

인터넷은 지 도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인터

넷과 분리되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실이 되었다. 이

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인터넷 독 해소 정책에서의 딜

마는 여 히 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산

업은 여 히 정부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지속  지원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청소년들은 과도

한 인터넷 이용의 폐해로부터 우선 으로 보호받아야 할 

상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립  가치는 시간이 지

난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

에, 정부는 련 부처들 간에 잔존한 정책딜 마의 발생

요소를 지속 으로 찰하고, 간 소통과 력을 강화

하여 효율  정책 추진을 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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