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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피해가 점

점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1]. 행정안전부의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

터넷 중독자수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7.7%에 해당하며, 이 중 청

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0.4%로서 성인 중독률 6.8%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 특히, 초

등학생 시기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을 형성하

는 중요한 시기로서 호기심은 많은 반면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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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순간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3]. 이러한 우려는 인터

넷 중독 자가진단 평가 결과,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

우가 고등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0.95%인 반면 초등학생은 고등학

생의 2배가 넘는 전체 초등학생의 2.03%라는 보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4].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중독되면 등교거부나 결석이 잦아지고 교

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족과의 대화량이 점점 줄어들고 가

족과의 외식이나 여행에 동행하지 않는 등, 대인관계 기피경향과 같

은 부작용이 나타난다[5].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는 그 

부작용이 더욱 커, 대인관계 기피경향 뿐만 아니라 수면부족, 체력

저하, 우울증, 강박증, 충동조절 장애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건

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따라서, 최근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그 해결책 

모색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위축[4], 낮은 자존감, 사회적 지지 결핍, 외로움과 우

울 및 높은 충동성[6,7], 불안감[8], 낮은 자기조절력 등이 있다. 이 중 

자기조절력은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 비교적 큰 

예측력을 가진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9-11], 그 이유는 자기조

절력이 부족한 경우 인터넷의 계속적인 사용이 나쁜 결과를 가져

올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인터넷

을 하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12]. 따라서, 초등학생과 청소

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 행위를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력을 강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13]. 초등학생에 있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

기조절력을 증진시키고 인터넷 사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

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14]. 이

러한 정보제공에 더하여 대인관계를 증진시켜 주고 바람직한 행동

을 격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면 인터넷 중독 예방 효과는 배

가될 수 있을 것이다[15]. 실제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인지, 행동적 집단요법이 인터넷 중독 예방

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된 바 있어, 이러한 형태의 접근이 초등학생

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16].  

초등학생 대상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인

지, 행동적 측면 및 가족이나 전문가의 지지적 측면이 통합된 접근

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7]. 이에 비해 예방교육과 같은 

하나의 접근법을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자기조절력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신념 및 인터넷 사용시간 

등에 있어 실험,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경우도 있

었다[18]. 국내에서 발표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인지행동적 접근이나 자기조절 및 자기

관리적 접근에 비해 통합적 접근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하

고 있어[19], 인지, 감정, 행동적 접근이 통합된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대상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적용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중

독 예방 및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방법들 중, 이들에게 

적용하기 쉽고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지, 감정 및 행동적 

측면의 방법들을 통합하여 적용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초등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한 연구를 살펴보면 예방교육프로그램,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행동

수정치료, 집단상담 등의 단일 중재를 제공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인지적, 행동적 중재를 통합하여 적용한 연구의 경우도 대상

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드

물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도 프로그램 적용 직후의 사후 조사 

결과만을 사용하여, 효과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드

물었다. 여기에 인터넷 중독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 

증진 효과와 함께 인터넷 사용시간의 실제적 감소 효과를 확인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한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이들의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지식과 인식을 높

이기 위한 정보제공, 자기조절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임파워먼트 중

재, 그리고 인터넷사용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

동수정요법이 포함된 인지, 감정 및 행동적 접근이 통합된 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에 미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자

기조절력,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 및 인터넷 사용시간의 종속

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후 2차에 걸친 사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 정보제공, 임파워먼트 중재 및 행동수정요법과 

같은 인지, 감정 및 행동적 접근이 통합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

램(이하,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자기조절력, 인터

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 인터넷 사용시간에 미치는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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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가설 1.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하, 실

험군)은 프로그램을 제공 받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보다 자기

조절력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가 낮아

질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자기조절력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융통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혹은 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을 위해 

행동을 지연하는 능력, 외부적 제한 없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다[20]. 본 연구에서는 Kendall과 Wilcox[21]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조절력 척도(Self Control Rating 

Scale [SCRS])를 Kwon[22]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2) 인터넷 중독

병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강박적 이용과 집

착, 내성, 금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

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3].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문화진흥

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등학생용 한국

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자가진

단 점수를 말한다.

3) 통합적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초등학생에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올바

른 인터넷 이용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정보제공, 자기조절력 향상

을 위한 임파워먼트 중재 및 인터넷 중독 행위의 수정을 위한 행동

수정요법 등의 인지, 감정 및 행동적 접근이 통합된 프로그램을 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초

등학생들의 자기조절력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을 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K시에 소재한 세 개 초등학교의 4, 5학년 학생으

로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 결과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로, 대상자와 부모가 모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실험처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군

은 학생 수 1,100명 이상 규모의 일개 초등학교에서, 대조군은 학생 

수 500명 이상 규모의 두 개 초등학교에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은 각 학교의 관리자 및 보건교사,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프로그램의 적용과 자료 수집에 대한 학교

의 승인을 얻은 후 이루어졌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터넷 중독 자

가진단 검사는 사전에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

의를 받은 후, 동의서가 첨부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대

상자는 검사 결과, 본 연구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되면서 프로

그램에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중,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으

로 선정하였다. 학부모 동의는 먼저 유선으로 연구 목적과 진행 절

차를 설명하고 학생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학생을 통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부모에게 배부하고 회수함으로써 확인하였다. 표본 

수는 중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임파워먼트 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13]와 Cohen이 제시한 표[23]를 기

초로 하였다. 각 집단별 표본 수는 집단 수 2,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5로 하였을 때 최소 25명이었으며, 탈락률 10%를 예

상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28명씩 배정하였으나 두 군에서 모

두 탈락자가 없어 대상자 전원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자기조절력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척도(Self Control Rating 

Scale [SCRS])[21]를 초등학생 5, 6 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2]

에서 수정·사용하였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기조절, 충동

성의 2개 영역에 포함된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구분되

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총 23개 문항 중 12개 문항은 점수가 역으로 

계산된다. 조사 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자기조절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선행 연구[22]에서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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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등학생용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를 사

용하였다[24]. 도구는 일상생활 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7개 영역에 포함된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4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 구분되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인

터넷 중독 진단 기준은 판별기준 점수에 따라 고위험군, 잠재적 위

험군, 일반군으로 분류된다. 이 중 고위험군은 총점이 94점 이상이

거나, 7개 영역 중 일상생활 장애 21점 이상, 금단 16점 이상, 내성 15

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잠재적 위험군은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으면서 총점 82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 장애 18점 이상, 금단 14

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의 세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선행 연구[23]에서 .96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84였다. 

3) 인터넷 사용시간 

연구자가 만든 한 시간 기준, 하루 24시간 동안의 인터넷 사용 시

간표에 인터넷 사용시간을 대상자 스스로 v로 표기하도록 하여 하

루 평균 사용시간을 구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

원회(IRB No. PIRB12-067-01)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 대상 초등학교

의 학교장,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다. 실험 시작 전에는 연구 대상 학생과 

보호자에게 설명서와 동의서를 배부하여 연구의 목적과 조사내용

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익명보장과 본인이 원할 때 언제

든지 연구에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개인적 정보는 연구 목적

으로만 이용됨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과 보

호자에게는 서면동의를 구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

하였다. 대조군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실험처치와 사후 조사

가 모두 종료된 후에 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계획하여 이들의 인터

넷 중독 예방을 도왔다. 

5.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1) 개발 

(1) 프로그램 초안 구성

프로그램의 초안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력 

향상과 인터넷 중독 개선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

록 인지, 감정 및 행동적 접근에 해당되는 정보제공, 임파워먼트 중

재 및 행동수정요법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초안 구성

을 위해서는 Griffiths[20]의 저서에 제시된 임파워먼트 교육 모델,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개발된 임

파워먼트 교육프로그램[13], 인지행동 적용프로그램[25], 행동수정

의 실제적 기법[26], 행동수정이론에 기초한 행동 지원[15] 등의 관

련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은 관련 문헌과 보건교사

로서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연구자의 경험을 참고

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은 주 2회기씩 4주 간, 총 8회기의 활동으로 구성하

였으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5~6명

으로 구성된 소집단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다루어지게 될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정보제공의 내용

과 중재 기법을 이들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절히 통합함

으로써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활동은 Griffiths[20]의 저서에 제시된 

임파워먼트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세 단계인 경청, 참여적 대화, 행동

반영 단계를 적용하였으며 각 단계에 적합하게 정보제공, 임파워먼

트 전략 및 행동수정요법을 배치하였다. 경청단계는 1, 2회기에 해당

되며 인터넷 바르게 알기, 인터넷으로 인해 변화된 생활 탐색하기의 

주제로 활동이 구성되었다. 참여적 대화 단계는 3~6회기에 해당되

며 자기조절하기, 자기이해하기, 스트레스 다스리기, 마음 가라앉히

기의 주제로 활동이 구성되었다. 행동반영 단계는 7, 8회기에 해당되

며 대인관계 향상하기, 꿈 너머 꿈을 위하여의 주제로 활동이 구성

되었다. 프로그램 초안의 개발을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보건교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

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로 부터 수차례의 자문을 받았다.

(2) 프로그램 초안의 타당성 확인 및 수정

프로그램 초안의 회기별 주제, 정보제공 내용 및 중재 기법의 타

당성과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간호학 

교수 2명과 15년 이상 경력의 초등학교 일반교사 2명 및 초등학교 보

건교사 3명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초안의 

내용 및 구성의 대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평가자

들이 대상자인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정보

제공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였다.  

(3) 수정된 프로그램 초안의 예비 적용 및 프로그램 완성

프로그램 적용 시 문제점 확인과 보완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생 

5명을 대상으로 수정된 프로그램 초안을 예비 적용한 후, 참여했던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참고로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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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어로 수정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과 그림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Table 1). 완성된 프로그램은 총 4주 간, 8회

기로 구성하였으며, 각 회기의 시간은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이 일반

적으로 40분인 점과 프로그램 활동의 대부분이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으로서 이를 위한 여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50분으로 설계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제공 중재의 내용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

정적인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고, 정보제공 방법으로

는 그림, 동영상을 포함한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정보제공

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 인터넷 중독의 폐해, 

인터넷 중독의 특성, 인터넷 중독이 없는 세상을 위한 생활 등이 포

함되었다. 임파워먼트 중재는 5~6명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구성

원들끼리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고자 하는 동기를 강화시켜가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인터

넷 중독 관련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해 가는 과정에

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의사결정 하고 서로를 지지

하게 함으로써, 변화 과정에서 이들의 주도성, 책임감 및 잠재역량

을 강화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향상시키

도록 진행하였다. 

행동수정요법은 욕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

적으로 낮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경향이 강한 초등학생

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적용한 기법으로는 긍정적인 행동

을 지지해 줌으로써 현재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바람직한 습

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제 활용, 목표행동 강화기법, 자기

조절법, 토큰경제 등이 있다. 강화제 활용은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할 때마다 칭찬스티커를 제공하고 스티커에 따라 선물을 주는 방식

으로 적용하였다. 목표행동 강화는 인터넷 사용시간 관리에 있어 

대상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한 후, 인터넷 사용시간 기록지를 점검

하면서 목표 달성 및 유지 시마다 칭찬과 함께 상품을 주는 방식으

로 적용하였다. 자기조절법은 인터넷에 대한 욕구를 낮출 수 있는 

운동, 독서,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을 사용하

여 참여자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토큰경제는 매 회기마다 칭찬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과 여덟 번의 회기를 모두 마칠 때까지 칭찬스티커를 가장 많

이 받은 학생에게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과

정의 진행자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계속함으로써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것을 실생

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행자는 담임교사, 

학부모와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행위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 함으

로써 대상자의 행동변화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2) 적용

프로그램은 방학을 이용하여 총 4주 간 주 2회씩, 화요일과 목요

일 아침시간(08:10~09:00)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중 교

Table 1. The Contents of the Integrated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Time Subject Provision of information Interventions for empowerment Behavioral modification methods

1 Knowing the internet 
correctly

Orientation
Game for self-introduction

Forming teams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exploring 

solutions 

Making an agreement for behavioral change

2 Exploring life change 
from the internet 

The good and bad of the internet
Harmfulness of internet addiction

Making a newspaper about the 
prevention of internet addiction 

Reinforcement with rewards for active participation

3 Doing self-control Methods for prevention of internet 
addiction

Methods of controlling internet use

Making active interaction and support 
in exploring and choosing methods 
for controlling internet use

Setting behavioral goals
Reinforcement with rewards for active participation

4 Doing self 
-understanding

Features of internet addiction Finding strengths of mine
Writing a letter to me

Practice of self-control: Self-observation
Reinforcement with rewards for active participation

5 Controlling stress What is stress?
Stress about using the internet

Finding methods for managing stress Practice of self-control: Relaxation technique
Reinforcement with rewards for active participation

6 Calming one’s self Communication methods
My roles for a society of no internet 

addiction

Communicating emotions effectively Practice of self-control: Relaxation technique
Reinforcement with rewards for active participation

7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mproving on and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actice of self-control: Assertiveness training
Reinforcement with rewards for active participation

8 Challenges for future 
dreams

Making my business card
Interview with future me
Sharing experiences of the program 

with members

Awarding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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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제외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집단은 5~6명을 한 집단으로 하

여 4, 5학년을 함께 섞어 구성하되, 구성원 간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

해 내성적인 학생들과 외향적인 학생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구성하

였다. 참여자의 내성적 또는 외향적 성격특성에 대한 판단에는 최

근 1년 동안 참여자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온 담임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자 중 초등학교 보건교사로서 이

전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가 진행하였으며, 원활한 진행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학교 보건

교사가 연구보조자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교

실과 떨어져 있는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편안한 마

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은 프

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진행 방법 등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부터 시작하였다. 

6. 자료 수집

1) 사전 조사

프로그램 실시 하루 전 실험군은 연구자가, 대조군은 연구 보조

자인 해당 학교 보건교사가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을 위한 자료와 

자기조절력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시

간에 대한 자료는 대상자 선정 후, 프로그램 시작 전 일주일 동안 

대상자가 스스로 기록한 인터넷 사용시간표를 사용하여 수집하되 

자료의 정확성을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 자

가진단 사전 조사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로 대신하

였다. 

2) 사후 조사

프로그램의 효과 및 이월효과를 보기 위해 실험군은 연구자가, 

대조군은 연구 보조자가 자기조절력,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인터

넷 사용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프

로그램 종료 당일에, 2차 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 실시하였

다.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자료는 1차인 경우 사전 조사 후 프로

그램 적용 기간인 4주 간의 자료, 2차 사후 조사인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4주 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후 조사에서도 사전 조사

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한 인터넷 사용 시간표 자료의 

정확성을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확인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K시 소재, 세 개 초등학교에서 2013년 1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루어졌다. 

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

성 검증은 χ2-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수집한 

자료로부터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종속변수의 정규분포에 대한 검증은 Kolmogorov-Smirnov

와 Shapiro-Wilk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군, 대조군의 모든 종

속변수가 정규 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넷째,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시행하

였으며,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는 단순 주효과 분석과 Time Con-

trast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χ2 = 0.10, p= .752), 학년(χ2 =3.46, 

p = .177), 생활수준(χ2 =2.08, p = .352), 주요 여가활동(χ2 =5.55, 

p= .475)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

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관련 특성인 인터

넷을 처음 시작한 시기(χ2 = 4.66, p= .097),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

간(χ2 =1.36, p= .505), 인터넷 사용 장소(χ2 = 0.00, p=1.000)에서도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실험처

치 전 종속변수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자기조절력(t= -0.05, 

p= .958), 인터넷 중독 점수(t= 0.37, p= .711), 인터넷 사용시간(t= 0.36, 

p= .720)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

증되었다(Table 2).

2. 가설 검증

1) 가설 1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자기조절력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적용 전·후 

자기조절력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군의 자기조절력 점수에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17, p= .027). 자기조절력 점수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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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5.00, p< .001), 집단과 측

정시기 간에도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7.68, 

p= .001). 따라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

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조절력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3). 

2) 가설 2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가 낮아질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적용 전·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군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9.39, p< .001). 인

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는 측정시기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F=44.28, p< .001), 집단과 측정시기 간에도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33.88, p< .001). 따라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인터넷 중

독 자가진단 점수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3) 가설 3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 받지 않

은 대조군보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적용 전·후 

Table 2. Homogeneity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8) Cont. (n=28)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22 (78.6)
6 (21.4)

21 (75.0)
7 (25.0)

0.10 .752

Grade 4th Grade
5th Grade

18 (64.3)
10 (35.7)

15 (53.6)
13 (46.4)

3.46 .177

Economic status (self report) Wealthy
Moderate

6 (21.4)
22 (78.6)

3 (10.7)
25 (89.3)

2.08 .352

Activities in spare time Reading
Exercise
Watching TV
Computer (internet) 

1 (3.6)
1 (3.6)
8 (28.6)

18 (64.2)

1 (3.6)
1 (3.6)
6 (21.4)

20 (71.4)

5.55 .475

Age when internet use began (yr) Before 7
7~8
9~10

8 (28.5)
15 (53.6)
5 (17.9)

16 (57.1)
9 (32.1)
3 (10.8)

4.66 .097

Daily hours of internet use Less than 1
1~3
More than 3

8 (28.5)
15 (53.6)
5 (17.9)

9 (32.1)
11 (39.3)
8 (28.6)

1.36 .505

Place where internet is used Home
PC room

23 (82.1)
5 (17.9)

23 (82.1)
5 (17.9)

 0.00 1.000

Self-regulation 72.64±10.23 72.50±9.82 -0.05 .958

Internet addiction score 91.43±10.36 92.43±9.69 0.37 .711

Hours of internet use per day 1.93±0.71 1.96±0.79 0.36 .72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Effect of the Internet-Addiction Prevention Program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Sources F p
M±SD M±SD M±SD

Self-regulation Exp. (n=28)
Con. (n=28)

 72.64±10.23
72.50±9.81

83.50±8.65
 73.96±10.73

80.61±10.04
74.82±10.10

Group
Time
G*T

 5.17
15.00
 7.68

.027
< .001

.001

Internet addiction score Exp. (n=28)
Con. (n=28)

 91.36±10.43
92.43±9.69

 60.57±11.11
 91.07±17.83

63.50±14.36
89.61±18.81

Group
Time
G*T

39.39
44.28
33.88

< .001
< .001
< .001

Hours of internet use per day Exp. (n=28)
Con. (n=28)

 1.93±0.71
 1.96±0.79

 1.54±0.50
 1.89±0.78

1.64±0.55
1.96±0.69

Group
Time
G*T

 1.98
 7.58
 4.29

.165

.001

.01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G*T=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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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군의 인터넷 사용시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98, p= .165). 그러나 인터

넷 사용시간은 측정시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7.58, 

p< .01), 집단과 측정시기 간에도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F= 4.29, p< .05). 따라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적

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인터넷 사용시간이 줄어

들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3). 

3.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 검증

 

자료 수집 시기에 따른 집단별 종속변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 단순 주효과 분석과 실험군과 대조군에 있어 사전 조사-1차 사

후 조사, 1차 사후 조사-2차 사후 조사의 Time Contrast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군은 자료 수집 시기에 따라 자기조절력

(F=29.57, p< .001),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F=85.55, p< .001), 인

터넷 사용시간(F=8.11, p= .001)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나 대조군은 모든 종속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Time 

Contrast 분석 결과에서 실험군은 사전 조사와 1차 사후 조사 시 자

기조절력(F= 47.27, p< .001),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F =115.29, 

p< .001), 인터넷 사용시간(F=13.44, p= .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1차 사후 조사와 2차 사후 조사 결과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대조군은 모든 종속변수에서 사전 조사와 1차 사후 조

사 결과 및 1차 사후 조사와 2차 사후 조사 결과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에게 제공된 프로그램의 효

과가 교육이 종료된 4주 후에 실시한 2차 사후 조사 시점까지 지속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논 의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관리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된 방법들 중,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쉽고,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보제공, 임파워먼트 중재, 행동수정요

법을 통합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한 초등학생에 있어 인터

넷 중독 예방 효과를 자기조절력,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 및 인

Table 4. Simple Main Effects and Time Contrast in Dependent Variables by Measurement Time

Variables Results Groups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

Self-regulation Simple main effects Exp.
Cont.

1,770.31
77.17

2
2

885.16
38.58

29.57
 0.75

< .001
.478

Time contrast Exp. Pre-test vs post-test 1
Error
Post-test 1 vs post-test 2
Error

3,300.57
1,885.43

234.32
966.68

1
27
1

27

3300.57
69.33

234.32
35.80

47.27

6.55

< .001

.016

Cont. Pre-test vs post-test 1
Error
Post-test 1 vs post-test 2
Error

60.04
1,840.96

20.57
3,083.43

1
27
1

27

60.04
68.18
20.57

114.20

0.88

 0.18

.356

.675

Internet addiction 
score

Simple main effects Exp.
Cont.

16,168.67
111.50

2
2

8084.33
55.75

85.55
 0.49

< .001
.615

Time contrast Exp. Pre-test vs post-test 1
Error
Post-test 1 vs post-test 2
Error

26,537.29
6,214.71

240.14
3,675.86

1
27
1

27

2,6537.59
230.18
240.14
136.14

115.29

1.76

< .001

.195

Cont. Pre-test vs post-test 1
Error
Post-test 1 vs post-test 2
Error

51.57
6,788.43

60.04
5,234.97

1
27
1

27

51.57
251.42
60.04

193.89

 0.21

 0.31

.654

.582

Hours of internet 
use per day

Simple main effects Exp.
Cont.

2.31
0.10

2
2

1.16
0.05

8.11
0.79

.001

.457

Time contrast Exp. Pre-test vs post-test 1
Error
Post-test 1 vs post-test 2
Error

4.32
8.68
0.32
4.68

1
27
1

27

4.32
 0.32
0.32
 0.17

13.44

1.86

.001

.184

Cont. Pre-test vs post-test 1
Error
Post-test 1 vs post-test 2
Error

0.14
1.86
0.14
3.86

1
27
1

27

 0.14
0.07
0.14
0.14

2.08

1.00

.161

.326

Exp.=Experimental group (n=28); Cont.=Control group (n=28); SS=Sum of square; MS=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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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력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터넷 사용시간 변화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지, 감정 및 행동적 측면의 접

근을 통합한 것으로서 정보제공은 인지적 측면의 접근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과 지식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중독의 특

성과 폐해,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에 대해 동영상 및 그림을 이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임파워먼트 중재는 감정적 측면의 접

근으로서 대상자들이 상호작용과 상호지지를 통해 인터넷 중독 예

방법 실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행동수

정요법은 행동적 측면의 접근으로서 예방법 실행과 습관화를 위한 

강화제 활용, 목표행동 강화, 자기조절법, 토큰경제 등을 적용하고 있

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적용된 인지 및 행동적 

접근 프로그램이나[17] 집단상담 및 자기관리 통합 프로그램과 비교

할 때[27],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올바

른 인식 및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지식의 형성으로부터 인터넷 

중독 예방행위 수행의 핵심 요소인 자기조절력 향상을 통합하고 있

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한 인터넷 중독 예방행

위의 수행 및 습관화 중재까지 통합하고 있어 이들 중재간의 시너지 

효과가 인터넷 중독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의 검증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조절력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포함하고 있는 인

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인터넷 중독과 그 예방법에 대한 지식 및 인

식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예방에 있어 대상자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임파워먼트 중재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게임 중독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왜곡 수정, 자기통제력 강화 및 대인관계 갈등 해

소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서 자신

의 문제 행동에 대해 스스로의 강화와 처벌을 통한 행동 수정이 효

과를 거둔 선행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25]. 그러나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인 초등학생 20명, 즉 실험, 대조군 각 10명씩

을 대상으로 자기관리이론과 선택이론을 통합하여 자기관리 프로

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력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나타

내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는 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 이외에도 본 프

로그램과 달리 대상자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중재의 부재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17]. 이에 비해 본 프로그램

의 임파워먼트 중재는 적용 대상자가 또래들과의 활동이 많고 행동

에 있어 또래의 영향력이 큰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스

스로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행동으로 옮

기는 과정에서 서로 지지하도록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자

기조절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생 시기는 어느 때보다 학습동기가 강하고 바람직한 방향

으로 변화하려는 성향이 강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15], 본 프

로그램의 이러한 강점은 초등학생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

한 의지와 자기조절력 향상, 나아가 인터넷 중독 예방행동의 수행

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조절력 약화는 인

터넷 중독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28].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사용에 있어 자기조절의 실패는 중독적인 사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조절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고위험군에 속한 초등학생에 있어서는 

이들의 주체적 참여와 주위 사람들의 격려가 통합된 임파워먼트 중

재의 체계적 적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

기조절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수적일 것이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실제 평균 점수는 실험 전 91.36점에서 실

험 후 1차 60.57점, 2차 63.50점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잠

재적 위험군에 해당되는 점수에서 일반군에 해당되는 점수로의 변

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킨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25]. 또한, 현실치료 집단 

상담을 적용한 프로그램도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

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연구보고가 있다[29].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청소년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인지, 행동 치료적 전략의 경우 자

신의 문제와 고민을 동년배들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상호작용이 

잘 적용된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효과임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자에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참여적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동년배들과 함께 모색하여 시행하게 함으

로써 자존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하

였음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6주 간의 인지, 행동 치료적 접근을 적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자기통제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에는 유의한 감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5점 척도를 2점 진위문항의 도구로 수정하여 

사용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그 확실성에 대해서는 도구 

간 타당도 및 신뢰도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밝혀야 할 것이다. 

가설 3의 검증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

리적 교육과 함께 대상자의 자존감 향상 및 자기통제 역량 향상 프

로그램을 통합한 인터넷 사용조절 프로그램과[16] 인지행동요법, 

현실요법 및 동기강화요법 등을 통합하여 구성한 집단상담 통합프

로그램이 있었다[27]. 반면, 중학교 2학년 4개 학급 총 118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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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동영상과 대안활동 

찾기와 같이 교육중심의 인지행동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인터넷 이

용시간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18]. 이와 같은 결

과는 추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서는 인터넷 사용행위와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 자기조

절력, 동기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특정 

대상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집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확인한 결과 실

험군에게 제공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자기조절력,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점수, 인터넷 사용시간의 모든 종속변수에 있어 교육 종료 4주 

후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이러

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 사용행위의 변화를 위한 행동수정요법

과 함께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자와 부

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포함된 임파워먼트 중재를 통합, 적용

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인터넷 사용행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켰기 때문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30].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인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 교정적 측면이 통합된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경우 자율성 추구와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들이 또래집단과 함께 적극적

인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연구수행 후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실험군 인터뷰에서 대

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초기, 인터넷 사용의 통제가 어렵고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의

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인터넷 사용

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사용 조절방안을 찾아보고, 일부 방안들을 함께 실천

해 가면서 심리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시간 통제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사용 시간

표의 기록은 본인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

게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인터넷 중독 위험

군 초등학생에 적합한 인지, 감정 및 행동적 측면의 접근을 통합하

여, 그 효과를 강화시킨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이러한 의의는 

인터넷 중독의 위험군에 속해 있던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위험군에서 벗어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측

면에서는 프로그램을 문헌고찰과 보건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

로 현실성 있게 구성하여 적용가능성, 접근성 및 효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추후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

용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실험군에게 동일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방학기

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인터넷 사용시간이 평소와 다를 수 있었

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 정보제공, 임파워먼트 중재 및 행동수정요법과 같은 인지, 감정 

및 행동적 측면의 접근을 통합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

발·적용하여 대상자의 자기조절력,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점수 및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

구 결과,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자기조절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인터넷 자가진단 점수 

및 인터넷 이용시간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보제공과 임파워먼트 중재 및 행동

수정요법을 통합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인터넷 중독 위험

군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사용시간을 감소

시킴으로써 이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큰 초등학생에 있어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

는 힘을 기르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보제공, 임파워먼트 중재 

및 행동수정요법과 같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법을 통합한 프로

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본 프

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지역 및 환경에서 인터

넷 중독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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