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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악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

로 고찰함으로써 중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인터넷 중독 청소년 관

련 음악중재 문헌을 대상으로 9개의 전자데이터베이스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 관련 용어, 음
악중재 관련 용어, 심리정서변인 관련 용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9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 대상의 연구 비중이 높았고, 중학생을 

남녀 혼합 형태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심리적 변인에서 자기통제력이나 불안을 목표

로 하여 자기표현을 위해 대중가요를 활용한 송라이팅을 집단형태로 시행한 연구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중재 논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적절한 논거를 제시한 연구가 제

한적임을 보여주고 있어 음악중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

중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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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중독은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 명칭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진단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 미국정신의학학회의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에 

의하면 행동중독의 하나로 인터넷 게임 장애가 부록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ICD-11(WHO, 2019)에서는 게임장애가 질병의 하나로 등재되었다.

인터넷 중독의 유형은 진단척도인 K-척도 및 간략형 KS척도를 사용하여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인터넷 중

독이라는 명칭은 2015년부터 인터넷 과의존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위험

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8)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유․아동부터 60대까지 전체 인

터넷 이용자의 19.1%(인구수 8,278명),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 비율은 29.3%(1,445명)로 나

타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 여성(30.7%)이 남성(28.0%)보다 2.7% 높고, 연령

대별 성별의 편차는 청소년들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가 맞벌이인 청소년 자

녀(30.2%)가 부모가 외벌이인 청소년 자녀(28.4%)보다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기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등이 

있으며, 주관적 목표 대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감소하는 상태인 조절실패

(self-control failure)의 경험이 가장 높게 보고되고 있다. 현저성(Salience)은 개인의 삶에서 인

터넷을 사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며, 문

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 신체적 불편함, 가
정․학교 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청소년기의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특히 국내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이용률 자체가 높고 기성세대에 비해 

디지털기술 및 정보, 문화와의 친화력이 강하며, 또래와의 대화나 우애를 다지기 위한 인터넷 

게임 활용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관련 중독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Ryu & Kim, 2004).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

지 못하기 때문에(Lee & Ahn, 2002) 이들이 가지는 심리․정서적인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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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의 저하, 충동성, 학교부적응,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이 

종속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음악치료분야의 경우 심리정서적 접근에 많은 치료적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재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같은 중독 질환을 가진 대상에게 음악이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적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특히 가사 분석, 송라이팅, 즉흥연주, 음악

감상 등의 음악치료 중재방법을 통한 대상군의 긍정적 정서유도, 집단응집력 향상, 치료동기

와 치료에 대한 준비도의 향상 등이 보고되었다(Baker, Gleadhill, & Dingle, 2007; Dingle, 

Gleadhill, & Baker, 2008; Silverman, 2012). 또한 약물 중독과 불안, 분노, 우울 증상을 이중

으로 가진 대상에게 음악치료를 시행한 결과, 분노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불안과 우울 증상이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Gardstrom, Bartkowski, Willenbrink, & Diestelkamp, 2013). 
반면 고찰연구방법을 적용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인터넷중독 청소년들 대

상으로 한 인터넷 사용과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동향분석(Kang, Shin, & Kim, 2015)과 

중독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가 있다(Ju, 2018). 국외의 경우 

음악치료 중재연구의 고찰이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고찰방법을 적용하여 보고되었으며 

(Mays, Clark, & Gordon, 2008; Rinehart, 2015), 쳬계적 문헌고찰의 고유 요소인 비뚤림의 보

고, 문헌의 질평가, 엄격한 선정 및 배제기준 등을 통해 중독 환자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음악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들은 청소

년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밝히는 실험연구와 사례연

구 비중이 높았다(Hwang, 2012).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Lee & Bang, 2012), 특히 집단음악치료에 참여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

들의 정서표현과 사회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09). 이처럼 인터넷 중독 청

소년 대상 음악치료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연구들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중재의 효과성과 적절성, 그리고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음악중재 효과를 각 변인별로 검증하여, 수행된 연구들 간의 심리․정서 변인들에 대한 효과

분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별 

특성과 목표 및 결과, 중재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존하는 연구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치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

소년의 심리․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재효과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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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 중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발표된 2005년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의 문헌을 체

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음악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

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재효과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문헌선정과정

본 연구는 Lee & Choi(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의 핵심질문인 PICOTS- 
SD(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Timing, Setting, Study design)를 기준

으로 문헌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Participants)의 범위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고

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선별된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국내 청소년으로 하였다. 

중재(Intervention)는 음악을 주요 매개체로 사용하여 심리 또는 정서 변인에 관련된 종속변인

을 제시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비교대상(Comparisons)은 단일집단 또는 대조집단이 있는 실험

연구를 포함하였다. 결과(Outcomes)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연구 전문(full-text)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을 선택하였고,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 학회지 논문을 선정하였다. 

시점(Timing)은 중재의 사전, 사후에 검사를 실시한 연구이며, 연구유형(Study design)은 표준

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유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design)와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

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를 선정하였다. 음악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타당

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나 조사연구는 제외하였고, 수량적 통합을 위해 문헌연

구, 질적연구, 사례연구도 제외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선별되거나 진단받았다고 명시되지 않은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종속변수로 심

리․정서 변인을 목표로 하지 않은 연구도 제외하였다.
문헌검색은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체계적 문헌고찰 핸드북(Higgins & 

Green, 2011)에 제시된 문헌선택과정 흐름도(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MA)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시행되었다. 전자데이터베이스는 국

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구글학술검색

(google scholar), 국내 학술검색서비스인 e-article, DBpia, 교보문고스콜라, 뉴논문을 기반으로 

검색하였고,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보고서, 도서 등 회색문헌을 포함하였다. 또한 관련 주제

의 검색단어, 유의어, 대안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검색어는 (“인터넷” OR “게임”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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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검색

Searching the electronic database (n= 1,778)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Ÿ National Assembly Library (n = 67)
Ÿ National Library of Korea (n = 53)
Ÿ RISS (n = 439)    
Ÿ Google scholar (n = 972) 
Ÿ NEWNONMUN (n = 43)

Ÿ KISS (n = 65)
Ÿ e-article (n = 74)
Ÿ SCHOLAR (n = 16) 
Ÿ DBpia (n = 49)

Duplicates and irrelevant
records removed (n= 1,387)

중복 및 관련성 낮은 논문 제외

Screening

선정

Remaining research after removal of duplicate removed (n= 391)

중복 제거 후 남은 문헌 수

Records screened by
title and abstract (n= 206)

제목과 초록 검토에
포함된 문헌 수

Records excluded (n= 185)

1차 제외 논문

Ÿ A review and Survey research (n = 161)
고찰 및 조사 연구

Ÿ Case studies and qualitative research (n = 11)
사례 및 질적 연구

Ÿ Other interventions 기타 중재 (n = 13)

Eligibility

선별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 186)

원문 검토에 포함된 문헌 수

Full-text articles excluded (n= 177)

2차 제외 논문

Ÿ Inadequate data 적합하지 않은 자료 (n = 172)
Ÿ No statistical values 통계 분석 미비 (n = 5)

Included

포함

Studies included in MT (N= 9)

최종 선정 연구

<Figure 1> PRISMA flow diagram

<그림 1> 문헌선택과정 흐름도

“스마트폰” OR “휴대폰” OR “SNS” OR “사이버”) AND (“중독” OR “과몰입” OR “과의존”) 

AND “음악” AND “청소년"을 사용하였다.
총 1,778편이 선정되었고, 중복문헌과 주제와 관련 없는 연구 1,384편을 제외한 391편이 선

별되었다. 제목과 초록만으로 선정된 206편 문헌을 검토한 결과, 문헌연구와 조사연구 161편, 
사례연구와 질적연구 11편, 다른 중재연구 13편은 제외하였다. 연구전문 열람이 가능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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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편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데이터 172편, 통계치가 없는 원문 5편이 추가로 제외되어 최종 

9편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3. 문헌의 질 평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헌은 Chae, Jeon, & Kim(2016)의 중재연구에서 사용한 질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문헌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대상 문헌 중 무작위 대조군 실

험연구의 질평가를 위해서 비뚤림 위험 평가 기준인 RoB(Cochrane’s Risk of Bias) 도구를 사용

하였고, 유사실험연구는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에서 사용하

고 있는 MINORS(Methodological Items for Non Randomized Studies) 평가도구를 이용하였다. 

RoB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에 대한 질 평가 방법으로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배정순서 은폐, 
대상자와 연구자 눈가림, 결과 평가자의 눈가림(blinding), 불완전한 결과의 처리, 선택적 결과보

고, 기타 타당도를 위협하는 잠재적 비뚤림 위험의 6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평가방법은 각 항목에서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연구는 높음, 항목을 포함하나 위험보고

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는 낮음,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는 불명확의 3가지 수준으로 판정된다.
MINORS는 유사실험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내적일관성, 외적타당도, 평가자간 

동의, 검사-재검사법으로 검증된 평가도구이다. 평가는 목적성, 대상자 선정의 연속성, 전향성, 
목적에 대한 결과, 비뚤림의 유무, 추적기간, 탈락률, 연구크기, 적절한 대조군, 대상자 모집, 

동질성, 통계분석의 적절성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대조집단이 없는 비무작위 

연구는 1-8번까지 공통항목만 평가하며, 대조집단이 있는 연구는 9-12번까지 평가한다. 각 문

항은 3점 척도로 0점(not reported), 1점(reported but inadequate), 2점(reported and adequate)으
로 나누어 점수를 측정하여 대조집단이 없는 경우 16점, 대조집단이 있는 경우 24점 총점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질 평가는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시행한 후 불일치하는 부분

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질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두 명의 연구자가 문헌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논의를 통해 합의점

을 찾고 불일치가 있을 경우 재검토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문헌의 

음악중재 방법과 결과변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계적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고, 연구의 특성

과 중재 관련 요인을 검토해 자료를 추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문헌에서 사용된 대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대상과 연구목표의 조작적 정의를 정리

하였다. 연구대상별 조작적 정의와 연구목표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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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범주

Definition

정의

Internet 
addiction

인터넷 중독

Excessive use of internet that results in symptoms of withdrawal and tolerance when internet 
use is taken away, which accordingly causes significant impairment in daily lives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Internet gaming 
disorder

인터넷 게임
중독

Subtype of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n which symptoms of withdrawal and tolerance are 
observed when kept from gaming, which accordingly causes significant impairment in 
physical, mental, and social functions 

인터넷 중독 장애의 하위영역으로 인터넷 게임 사용과 관련하여 금단과 내성을 보이면서 인터넷 게임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Smartphone 
addition 

스마트폰 중독

Preoccupation with smartphones that results in symptoms of withdrawal, tolerance, and 
distress when kept from use, which accordingly causes significant impairment in daily lives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내성과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Participant Variables

<표 1> 연구대상별 조작적 정의

Category

범주

Definition

정의

Psychological 
variable

심리변인

Psychological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self through the needs 
for safety, sense of belonging, self-esteem, and self-actualization. Related variables include 
depression, anxiety, stress,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This study focuses on 
psychological problems that negatively affect emotion and behaviors of individuals.

심리는 안전, 소속감, 자기존중, 자기실현의 욕구를 통해 자신만의 자아를 통합해가는 과정이며(Lee, 
2005), 이 연구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긍정심리 등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다

Emotional 
variable

정서변인

Emotional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state of personal feeling and emotions. This study 
focuses on self-concept, emotional expression, impulsivity, and anger. 

정서는 개인 내적 감정 및 느낌 상태를 의미하며(Park, 2015), 이 연구는 정서 자아개념, 정서표현, 
충동성, 분노표현에 초점을 맞춘다

Relational 
variable

관계변인

Relation variable are related to basic skills required for establish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interaction, and interpersonal engagement.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and relational problems that negatively affect social skills of individuals.

관계성은 대인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및 타인과의 교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하며(Chong, 
2005), 이 연구는 사회성, 사회성 기술에 영향을 주는 사회․관계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Intervention Outcome Variables

<표 2> 연구목표별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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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 가

운데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의 음악치료 중재연구가 게재된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총 

9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음악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정서 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재효과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보았다. 

1.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분석과정에 포함된 각 논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
과 같다. 선정한 연구를 연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유형은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

계가 6편(54%),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 연구가 3편(27%)으로 나타났다. 중재처치 방

법은 단일집단 및 실험집단은 음악치료를 중재하였고, 통제집단은 음악적 중재가 없거나 무

처치하였다.
연구대상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만 9세

부터 만 18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중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

학생과 여학생을 혼합한 연구가 6편(5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남학생만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1편(9%),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9%), 미기재 1편(9%)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 대상 연구가 4편(36%), 인터넷 게임 중

독이 3편(27%), 인터넷 중독이 2편(18%)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헌마다 대상자의 특성 개념

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고 혼용이 많아 체계적인 용어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

자 수는 4-10명이 참여한 연구가 5편(45%)으로 가장 많았으며, 11-20명이 3편(27%), 21-28명
이 1편(9%)으로 나타났다. 10명 이내로 참여한 연구는 대부분 유사실험연구이며, 10명 이상

인 연구는 통제집단이 있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였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중재연구에서 세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세션 형태는 

모두 그룹 세션이 8편(72%)으로, 1편(9%)만이 개별 세션과 그룹 세션의 혼합 형태로 진행되

었다. 이는 그룹 세션에서 다룰 수 없는 음악중재 효과를 개별 세션을 통해 보고자 하였기 때

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션 장소는 치료센터에서 진행한 연구가 3편(27%), 학교가 2편
(18%), 복지관이 1편(9%), 미기재가 3편(27%)으로 나타났다. 세션의 회기 수는 10회기 이상 

실시한 연구가 5편(4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회기를 실시한 연구는 2편(18%), 10회기 이내

로 실시한 연구는 2편(18%)으로 나타났다. 세션 주기는 주 2회가 5편(45%)으로 가장 많았고, 

주 1회가 3편(27%), 주 3회와 미기재가 각각 1편씩(9%)으로 나타났다. 세션 기간은 기재가 

되지 않은 연구가 5편(45%)으로 가장 많았으며, 6주간 실시된 연구는 2편(18%), 5주간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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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실시된 연구가 각각 1편씩(9%)으로 나타났다. 세션 시간은 50분이 4편(36%)으로 가장 

많았고, 60분이 2편(18%), 40분과 70분이 각각 1편씩(9%)이었다.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연구들이 게재된 출판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내석사논문이 4편(36%)

이며, 학회지가 4편(36%), 국내박사논문이 1편(9%)으로 나타났는데, 학술지의 정보가 학위논

문보다 적고, 엄격한 동료심사를 거친 질 높은 학술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질 평가 결과

두 연구자가 질 평가를 시행하여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RoB로 질 평가를 수행한 6편의 질 

평가 결과를 <Figur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는 무작위 배정 순서는 

비뚤림 위험이 낮음 4편, 높음 2편으로 평가되었고, 배정순서 은폐와 참여자․연구자 눈가림

은 적절한 설명이 없어 평가가 불확실하였다. 결과평가에 대한 눈가림은 비뚤림 위험이 높음 

3편, 불확실이 3편으로 평가되었다. 불충분한 결과자료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탈락률을 밝힌 

연구가 많아 비뚤림 위험이 낮음이 4편, 높음이 2편으로 평가되었다. 선택적 보고는 사전에 

정의한 결과변수를 모두 보고하여 비뚤림 위험이 낮았으며, 추가 비뚤림에 대한 위험은 분명

하게 나타나지 않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Random sequence generation (selection bias)
무작위 배정순서 생성 (선택 비뚤림)

Allocation concealment (selection bias)
배정 은폐 (선택 비뚤림)

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 (performance bias)
참여자, 중재자 눈가림 (실행 비뚤림)

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 (detection bias)
결과 평가자 눈가림 (결과 확인 비뚤림)
Incomplete outcome data (attrition bias)

불충분한 결과자료 (탈락 비뚤림)
Selective reporting (reporting bias)

선택적 결과보고 (결과보고 비뚤림)
Other bias

그 외 비뚤림

0% 25% 50% 75% 100%

Low risk of bias
비뚤림 위험 낮음

Unclear risk of bias
비뚤림 위험 불확실

High risk of bias
비뚤림 위험 높음

<Figure 2> Assessment of risk of bios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n = 6)

<그림 2>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 결과(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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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S를 이용한 3편의 유사실험연구에 대한 질 평가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제시하였

다. 총 16점 만점에 평균 11.0점으로 문헌의 방법론적 질 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명한 연구목적 하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

정하였으며,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적절한 결과변수를 선택하였다. 또한 적절한 대조군 확보, 
대상자의 동질성 확보, 적절한 통계분석, 표본의 크기 계산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

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점수가 낮은 항목은 추적기간 항목이었으며, 모든 연구에서 추

적기간에 대한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았다.

no

연번

MINORS Items

MINORS 문항
M± SD

1 A clearly stated aim

목적이 명료하게 기술되었는가?

2.00 ± 0.00

2 Inclusion of consecutive patients

환자가 연속적으로 포함되었는가? 

1.33 ± 0.57

3 Prospective collection of data

데이터가 전향적으로 수집되었는가?

2.00 ± 0.00

4 Endpoints appropriate to the aim of the study

연구 목적에 적절한 결과인가?

1.66 ± 0.57

5 Unbiased assessment of the study endpoint

연구결과가 비뚤림없이 평가되었는가?

2.00 ± 0.00

6 Follow-up period appropriate to the aim of the study

추적기간은 연구 목적에 적절했는가?

0.00 ± 0.00

7 Loss to follow up less than 5%

탈락이 5% 미만인가?

2.00 ± 0.00

8 Prospective calculation of the study size

연구 대상자 수가 전향적으로 계산되었는가?

1.00 ± 0.00

<Table 4> Quality Assessment of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s by MINORS (n = 3)

<표 4> MINORS에 근거한 비무작위 연구의 질 평가(n = 3)

3.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별 목표 및 결과 분석

최종 선정된 9편의 문헌을 연구 대상에 따른 중재목표와 결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은 

<Table 5>와 같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별 목표에 따라 심리변인, 정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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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변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서 불안,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등의 심리변인을 목표로 한 연구는 8편(72%)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중 심리변인만 측정한 논문은 5편(45%)이었고, 충동성, 정서 자아개념, 정서

표현, 분노표현과 같은 정서변인(3편) 혹은 사회성과 같은 관계변인(1편)을 함께 고려한 논문

은 3편(27%)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 대상

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로 한국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K-척도)를 사용한 연구 2편

(18%),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간략형 척도(KS척도) 1편(9%), Kim(2002)이 개발한 게임

중독검사를 사용한 연구 1편(9%)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게임중독 대상으로 사용된 측정도

구는 청소년용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G-척도)로 1편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대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청소년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S-척도)가 4편(36%)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의 결과, 음악치료 중재 후 사후검사에서 인터넷 중

독성 감소와 목표로 하는 종속변인들의 정적 행동이 증가하며, 문제 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방법으로 송라이팅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중독성 점수를 감소시키고 충동성

과 불안을 감소시켰으며, 긍정적 자기인식 변화와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켰다. 집단음악치료는 

자기통제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감소,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행동 음악치료는 스마트폰 중독 청

소년의 중독성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결과

에서는 음악중재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

고 특성불안과 분노표현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별 중재 내용 분석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에서 활동유형은 여러 음악활동이 함께 사용된 경

우 개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송라이팅, 노래부르기, 노래가사토의, 노래만들기 등 노래 중심 

활동이 7편(6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송라이팅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즉흥

연주와 음악감상은 각 5편씩(45%)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악기연주는 3편(27%)으로 확인

되었고, 그 외 음악활동으로 동작, 음악극 등이 1편씩 적용되었다. 연구의 중재자에 따라 분석

한 결과, 음악치료사가 진행한 연구가 5편(45%)이고, 타 분야 전공으로 사회복지사가 진행한 

연구가 1편(9%), 예술치료사 2편(18%), 음악교사가 1편(9%)이었다. 이는 음악으로 훈련받은 

치료사가 진행하는 연구가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체계적인 음악중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치료사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예술치료사, 음악교사가 음악중재를 수

행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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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중음악을 사용한 연구가 6편(54%)이며, 국악이 1편(9%), 미기재가 2편(18%)으로 나타났

다. 음악의 제공방법은 라이브로 제공한 연구가 6편(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라이

브와 음원을 혼합하여 제공한 연구가 2편(18%), 미기재가 1편(9%)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사용된 악곡을 분석한 결과, 곡명이 명시된 연구는 6편(54%)이었고, 명시되지 않은 연구는 3
편(27%)이었다. 선곡된 곡의 주된 음악요소는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대상자의 선호도에 따라 

곡의 익숙한 리듬과 멜로디, 가사를 위주로 곡을 선곡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화성, 셈여림, 
형식, 템포, 목소리, 악기음색 등의 요소에 따라 곡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적 논거를 

살펴본 결과, 회기별 치료적 논거를 제시한 연구는 대부분 음악치료사가 시행한 음악치료 프

로그램이었으며, 활동논거들을 목표와 부합하게 회기별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논거에서는 노

래만들기 활동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내면을 친숙하고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극

적인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반면, 예술치료사나 사회복지사, 음악교사가 시행한 연

구들은 치료적 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Appendix 2> 참조).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중재 연구를 총 

9편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여 연구유형과 연구대

상별 분포와 세션의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중재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중재 연구를 연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중학생 연

령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에서 중학생 연령이 중독 위험군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중학생 연령이 중독 위험군 취약성이 높게 나

타나고,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의 비율이 중학생이 높다는 조사결과(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2)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 노출되어 몰입을 지나 중독되

어가는 과정의 연령이 중학생 연령이며, 해당 연령에 도래하기 전에 적극적인 인터넷 중독 예

방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고위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 연구뿐만 아니라, 연령 폭을 확대하여 초등학생 시기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

해 이들에게 적합한 음악중재를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음악중재 연구에서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보다는 남, 여를 혼합하여 진행한 연구가 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게임 중독을 높게 지각한 연구(Gu, 

2003; Joo & Park, 2005; Kim & Cho, 2003)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몰입과 중독성이 강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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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오락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험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중재 연구에서는 진단, 목표설정, 세션 진행, 평가의 과정에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음악중재 세션형태에서는 개별보다 집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음악이 집단 안에서 각 개인 간의 역할과 상호 역동성을 더욱 강화시키므로, 집단 

형태의 중재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음악적 환경 안에서 치료사와의 관계 및 참여자

들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집단 음악치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Yoon & 

Park, 2018). 실제로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에서는 참여자의 의사결정과 표현, 상호적 교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Krüger & Stige, 2015). 집단으로 경험하는 음악활동에서 안전하게 집단

구성원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간의 격려와 지지를 통한 음악작업이 보

상의 기제로서 작용하여 충만감을 경험하게 하며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

에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에서도 개별보다는 집단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참여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음악적 관계 형성을 도와 중재 효과를 극대화 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인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중재 목표별 변인을 

살펴본 결과, 정서 혹은 관계 변인에 비해 심리 변인을 목표로 설정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청소년 심리, 정신건강을 연구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

면, 인터넷 중독자들은 특히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이

를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어 심리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Young, 1998). 이는 스마트폰을 의존적으로 사용할수록 우울함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불편감과 불안정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Shin, Lee, & Kim, 2011)와 맥

락을 같이 한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은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결국 사

회적인 관계나 학교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Lee & Lee, 2017). 기존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개입이 약물이나 상담에 의존했던 것에 비해 음악은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을 

통해 현실감을 높이고(Park, 2019), 자기조절능력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aarikallio, & Erkkilä, 2007; Yeo, 2012). 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기 대상 음악활동은 적극

적이고 반응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으며(Yun, 2014), 부작용의 위험이 적고(Kadushin, 1980), 

성공적인 경험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Lee & Bang, 2012).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논문의 대부분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변인

을 목표로 하였으나, 향후 관계 변인과 정서 변인을 목표로 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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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실제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Lee & Kang, 2015)에서 대인관계와 또래관계를 포함한 보호요인이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중독 감소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비사교성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의 어려움이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낮추고 사이버에서 관계형성을 추구하여 인터넷 가상세계에 빠져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won & Jang, 2016). Oh, Lee, &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을 위한 

기숙형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상담이 대

상자의 인터넷 중독 신념과 자기통제력이 사후관리를 받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유지됨을 보

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Du, Jiang, & Vance(2010)의 연구에서는 집단 형태로 6개월 동안 인터

넷 중독 청소년에게 관계적, 정서적 변인을 토대로 중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의 감정 상태와 

자기통제능력, 행동 및 자기관리 방식을 향상되고 이러한 효과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Kim & Cho, 2015)에서는 자기조절이나 자기관리 등의 단일 접근 프로그램 적용보다는 예술

치료 등 다양한 접근들을 통합한 집단적 접근이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시

기에 경험하는 급격한 정서적 변화에 대처하는 정서관리 전략과 집단 내에서 상호 역동을 활

용한 관계적 역량을 강화하는 음악중재는, 향후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중재 방법에서는 송라이팅을 활용한 연구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송라이팅은 개인

의 자기 노출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며, 그룹원간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Freed, 1987), 중독 청소년들의 자아존

중감과 자기표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Rim, 2009)와 일치한다. 특

히 송라이팅을 사용한 근거로 구체적인 가사작업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

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게 송라이팅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이

들의 자아인식과 객관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킨다고 하였으며(Lee, 2009),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강화시켜주고 심리적,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Lee, 2005). 실제로, 송라이팅은 자신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는 가사창작과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기 등을 수행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에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스스로 행동, 인지,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음악의 장르는 대중음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청소년 대상 음악선호 설문조

사에서 70% 이상이 대중음악을 선호하고 즐겨 듣는다는 선행연구 결과(Park, 2017)를 지지한

다. 청소년들에게 대중음악은 적응과 또래와의 소속감을 강화하며(Miranda, & Cla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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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전환과 활력을 가져올뿐만 아니라(Suh & Park, 2012), 타인과 공감

하고 교류하는 데에 유용한 매체가 된다(Kim, 2000). 이처럼 음악 활용 비중이 높은 세대인 

청소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대중가요는 또래집단 혹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친숙도

와 반복청취에 영향을 받아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에서 참여자의 음악 선호도는 주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이에 인터넷 중독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 시 대중가요가 가지는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의 인터넷 의존

도를 높이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음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음악중재에서 활동유형은 연주, 감상, 노

래 등을 통합적으로 사용한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 연구에서 음악활동을 구성할 때 음악을 폭넓게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하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춰 명확히 치료의 기전을 밝히는 것만큼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들에게 있어 음악은 분명한 치료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총체적인 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접근으로서 감상, 연주, 노래

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음악 활동을 다양하게 구성

하여 치료적으로 접목한 음악중재 방법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활동에 편중된 

체험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이며 역동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내․외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

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게 시행된 음악중재의 활동근거를 회기별로 제시한 연구는 음악치료

사들이 시행한 연구들이었다. Robb과 Carpenter(2009)는 근거 기반 음악중재의 중요성에 대해 

22편의 소아 대상 음악중재 연구를 분석하여, 근거기반 임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재 보고에 관

한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8개의 영역 즉, 사용된 음악의 질, 
중재자료, 중재요소, 중재일정, 중재자, 중재충실도, 그리고 음악사용 방법에서 문헌마다 기술

된 보고 방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단지 8개의 문헌만이 음악 선곡의 근거를 제시하였으

며, 음악과 중재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체화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치료

적 목표에 부합한 음악의 사용과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논거 기술을 위해 음악

중재 보고의 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의 설계 및 평가 

틀을 살펴본 Campbell 외(2000)의 연구에서도, 건강과 관련한 중재 결과를 평가할 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효과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인

터넷 중독 청소년 대상 음악중재 연구에서도, 음악중재에 대한 치료적 논거를 상세하게 기술

함으로써 중재로 인한 이들의 변화에 대해 타당하고 신뢰로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헌들은 사후검사는 포함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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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중독 요인으로 조절실패가 높게 나타나

는데, 이는 재발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이다. 이
에 추후 연구에서는 사후검사뿐만 아니라 후속검사를 통해 음악중재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로 그 범위를 제한

하였으므로, 향후 국외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를 포함하여 연구하기를 

제안한다. 최근 인터넷 중독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독 대상 연령층 폭이 넓어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음악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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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s of Music 
Interventions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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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interventions on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databases were searched for combinations of terms related to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related disorders, music intervention,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outcomes. A total of 
nine studies that were published between 1995 and 2018 were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Among the included studies, six studies targe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included both males and females. For outcome variables, anxiety and self-control were most 

frequently targeted. The most frequently used genre of music was popular Korean songs. In 
terms of intervention effects, the studies that used songwriting as a therapeutic technique 

showed positive results. Only four studies reported a rationale for their interventions and linked 
interventions to the target goals. This study discusses how music therapy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should be designed to effectively address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ssues of this you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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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분석에 포함된 연구 목록 (연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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