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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참여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G대학의 대학생 9명이며, 일반적인 포토보이스 연구절차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연구 참여자들의 사진촬영
을 통한 자료수집, 사진 선정, 맥락화, 범주화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중독의 의미,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는 주제에 따라 1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 되었다. 인터넷 중독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자기조
절 능력상실’, ‘출구 없는 습관’, ‘세상과의 단절’, ‘나를 잃어버림’, ‘자발적 감옥’이라는 5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5가지 범주로‘건강 악화,‘사회적 고립,‘망가진 일상’, ‘익명으로 인한 폭력성’, ‘나의 발견과 삶의 확장’이었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자기바라보기’, ‘새로운 취미생활’, ‘주변의 도움’, ‘현실속의 만남’, ‘강제적 차단’이 도출되었다.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터넷 중독에 대한 논의와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조력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
언하였다.
핵심용어: 대학생, 인터넷중독 인식, 포토보이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by applying photovoice method, a
participatory research metho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nine university students at G Univers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orientation, photo collection, photo selection, contextualizing and codifying according to the general photo voice research procedure.As a
result, 15 sub-categories were derived based on the meaning of Internet addiction,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life, and how to get
out of Internet addiction. The perception of the meaning of Internet addiction wa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loss of self-regulation’,
‘habit without exit’, ‘disconnection from the world’, ‘loss of me’, and ‘voluntary prison’.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life were 5
categories: ‘health deterioration’, ‘social isolation’, ‘broken daily life’, ‘anonymous violence’ and ‘my discovery and life extension’. In
terms of how to get out of internet addiction, ‘self-looking’, ‘new hobbies’, ‘nearby’, ‘reality meetings’, and ‘forced blocking’ were
derived. It suggested the discussion about Internet addiction viewed by college students and the implications of constructing a counseling
program that can help to use the Internet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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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 사용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보편화 되어있고 편리한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인터넷사용이 가지고
있는 편리와 이점들과 더불어, 최근 COVID-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회의, 온라인 수업등의 언택트 환경은
인터넷 사용 접근성과 의존도를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인터넷 과의존과 중독(addiction)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독은 알콜,
마약류 등에 의존하게 되는 물질중독과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행위중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Ko et al., 2012), 인터넷 중독
은 도박, 쇼핑중독, 일중독, 관계중독, 섹스중독과 같이 행위중독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도박, 인터넷 게임중독을 포함한다.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병리적, 강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어 의존,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화되어 지각과 판단력 등의 문제,
정신운동성 행동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과 같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기능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Goldberg, 1996). 인터넷 중독에 대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중독의 정도에 따른 차이와 중독된 매체에
따라 인터넷 의존, 문제성 인터넷 사용, 가상현실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게임중독, 소셜미디어 중독 등으로도 불린다
(Jung et al., 2019).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NIA, 2016)에 따르면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들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
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중 대학생 15,6%, 중학생 15,4%, 고등학생 13.2% 순으로 인터넷
과의존 상태를 보였고, 대학생 집단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3.1%)을 보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의 취약군으로 대학생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생들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서 학내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므로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고(Kandell, 1998), 이
전 학령 시기와는 달리 인터넷 사용에 대해 가정이나 학교의 통제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으며, 수업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인터넷 접속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에 몰입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Kang and Jun, 2017). 더구나 발달적으로
대학생들은 부모와 독립해서 스스로 많은 것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며, 극심한 경쟁과 취업난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
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갈등과 불안, 스트레스, 낮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을 인터넷에
과의존하게 만들고(Roh, 2010; Lee, 2012), 신체 · 정서상의 기능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수행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 등
대학생활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Kang and Lee, 2015; Kim et al., 2015; Lee, 2012; Han et al., 2006). 이러한 심각성으
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양상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원인규명과 이를 근거로 예방, 대책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Kim and Lee, 2007; Kim, 2007; Park, 2010; Lee, 2012; Seo et al., 2017; Dowd et al., 2010, Kandall, 1998). 그
러나 선행연구들은 인터넷중독 취약군인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인터넷 과사용이 삶에 미치는 영
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주관적 경험
에 대한 이해 없이 그들에게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극복방안
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포토보이스는 개인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주제에 관한 이슈나 문제점, 고민등을 카메라로 직접
사진으로 찍은 후 그들의 경험을 연구자와 공유하며,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사회구조 및 정책 변화
유발을 위한 참여적 연구방법이다(Baker and Wang, 2006). 포토보이스 방법론에서 사진의 활용은 주변화 된 학생들의 삶과
경험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며 교실수업의 간주관적 탐색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
기 한다(Kim, 2016). 대학생들은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인터넷 중독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과 해결방안에 대한 탐색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포
토보이스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인터넷 중독의 의미와 삶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고, 대학생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조력할 수 있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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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방 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 모집을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G대학에서 교
직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관련 연구주제에 대해 홍보한 후, 인터넷 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중에서, 자신이 인
터넷을 과사용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참여자는 강
원도 소재 4년제 G대학의 대학생 9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생별 1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D

Gender

Grade

Major

Internet usage time (1day)

A

Female

2

Korean

6 hour

B

Female

2

Food nutrition

7 hour

C

Male

3

Accounting

15 hour

D

Female

2

Music

8 hour

E

Female

2

Music

6 hour

F

Male

3

Chinese

5 hour

G

Female

2

Food nutrition

4 hour

H

Male

4

Korean

5 hour

I

Female

3

Food nutrition

4 hour

연구대상에 대한 코딩은 참여자별 아이디와 성별,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을 표기하여 결과에 제시하였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일반적인 포토보이스 연구절차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자료수집,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2.2.1 오리엔테이션
연구참여자 주도형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는 사전준비를 통해 참여자 역할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2019년 3월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포토보이스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포토보이스 적용사례
를 통해 포토보이스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사진촬영 방법 및 안전, 인권침해 등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참여자들은 연구참여와 녹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았고, 인터넷
과사용 경험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졌다. 사진촬영 주제인 연구질문은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인터넷중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터넷중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인터넷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로 구성되었다.

2.2.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9년 4월 총 3회의 집단 면접을 통해 이루어 졌다. 집단면접 시간은 회기별 120분에서 150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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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주제별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촬영한 사진중 대표적인 사진을 3개씩 선정하여 사진별 제목
과 선정이유, 찍은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였다. 사진촬영 기간 동안 의문 사항이 있을 때 연구자에게 수시로 연락하도록 하였
고, 피드백을 통해 문제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주제별 일주일 간격으로 집단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개별 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매 회기마다 소감을 나누었다. 집단면접 동안 참여자들의 발표와 토
론 내용은 모두 녹음 후 전사하였다.

2.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는 포토보이스 분석방법(Wang and Burris, 1997)에 따
라 사진선정(selecting), 맥락화(contextualizing), 범주화(codifying)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사진선정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촬
영한 사진 중에 연구주제와 가장 부합되고 공감되는 사진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맥락화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표현한 주제의 사진에 대한 의미와 토론한 내용에 대해 전사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해석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범주화 단계에서는 맥락화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코딩 하였고, 연구주제와 연결하면서 내용의 범주를 도출 하였다. 연구 타당
도를 높이기 위해 포토보이스를 포함한 다수의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내용을 반영하였다.

3. 결 과
포토보이스 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인터넷중독의 의미, 인터넷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
는 방안이라는 주제에 따라 16개의 하위범주가 도출 되었다.

3.1 인터넷 중독의 의미
참여자들이 도출해낸 인터넷 중독의 의미는 자기조절 능력상실, 출구 없는 습관, 세상과의 단절, 나를 잃어버림, 자발적 감
옥이라는 5가지 범주이다.

3.1.1 자기조절 능력 상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주목하며 참여자들은 인터넷 중독의 의미를‘자기조절 능력 상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
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와 안식은 사용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 무엇보다 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마시는 맥주 한 캔은 편안한 안식과 위로가 되곤 한
다. 인터넷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과하면 넘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했던가? (중략)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알코올에 먹히고 인터넷에 먹혀 삶이 피폐해 지게 된다.
<Participant C: M/15T>

Photo 1. Canned b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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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중략)
인터넷 속에서도 얻고자 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조절한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제력을 잃고 눈앞의 즐거움과 이득만을 쫓는다면 중독의 나락으로 떨
어지게 되고, 한 사람의 일생이 무너지게 된다.
<Participant F: M/5T>

Photo 2. Stock

3.1.2 출구 없는 습관
참여자들에게 인터넷 중독이란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출구 없는 습관’이었다.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처음에 이끌렸던 자극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표현하였다.

밝게 빛나는 형광등에 붙어있는 벌레들은 불빛에 끊임 없이 몸을 부딪혀 같은 자리에서 죽
음을 맞이한다. (중략) 사람들은 밝게 빛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뗄 줄 모른다. 인터넷이 주는
밝은 빛과 즐거움에 현혹되어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인터넷 세상에 빠져들어 헤어나
오지 못한다.
<Participant G: F/5T>

Photo 3. Insect on fluorescent lamp

활활 타오르는 불판 위에 치익 소리를 내며 자글자글 익는 그 소리와 고소한 냄새, (중략) 먹
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계속해서 먹게 되는 느낌이 강하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처
음에 인터넷도 고기와 같은 커다란 자극이었을 것이다. 허나 이것이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빠져들어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Participant F: M/5T>

Photo 4. Meat on a grill

3.1.3 세상과의 단절
참여자들은 인터넷 중독을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람 및 주변 환경과 담을 쌓고 혼자만의 공간에 있게 되는‘세상과의 단절’
이라고 하였다.

독서실 책상은 주변으로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주변을 볼 수 없다. 이와 비슷하게 인
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갇힌 공간에 머물러서 혼자만의 공간에서만 활동
한다.
<Participant B: F/7T>

Photo 5. Reading room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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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쌓으면 담 너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로인해 외부와 단절
될 수 밖에 없다. 인터넷 또한 그렇다. 인터넷에 빠져들어 주변과 담을 쌓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외부와 단절된 삶을 보내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은 사회에 담을 쌓은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Participant F: M/5T>

Photo 6. Wall

3.1.4 나를 잃어버림
인터넷 상에서는 현실 속 자신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참여자들은 인터넷 중독이 실제와는 다르게 만들어
진 신기루 같은 이미지를 쫒아 현실속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가 진짜라고 믿게 되고, 현실 속의 자신의 실제 모습
을 외면하기에 이른다. 이는 마치 사막이나 바다의 망망대해와 같은 곳에서 극한상황에 보이
는 신기루와도 같다. 익명의 가면 뒤에서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빠져 현실 속 자기를 잃어버리
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Participant E: F/6T>

Photo 7. Mirage

스위치가 Off 상태라면 아무리 성능 좋고 값 비싼 기계라고 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
는 상태이다. 인터넷 중독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아무리 재능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인
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위치는 Off가 되어있는 상태일
것이다.
<Participant G: F/4T>

Photo 8. Switch OFF

3.1.5 자발적 감옥
참여자들은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세상에 계속 머무르기로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하면서, 인터넷 중독의 의미를 ‘자
발적 감옥’이라고 표현 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발적 감옥과도 같다. 내가 갇힌 곳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곳을 빠져나올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곳을 나올 의지가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의
미를 지닌다. 인터넷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중단할 의지가 부족하거나, 애초에 중단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 세상에 계속 머무르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Participant D:F/8T>

Photo 9. Voluntary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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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시계가 울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사람과 알람을 끄고 다시 잠에 드는 사람으로 나
뉜다. <중략> 이 사람들의 차이는 “본인의 몫” 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선택하여 상황을 만들
어낸 결과인 것이다. 인터넷 중독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는 중독이 아니
었을 것이지만 본인 행동의 결과로 중독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Participant A: F/6T>

Photo 10. Alarm clock

3.2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
참여자들이 도출해낸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망가진 일상, 익명으로 인한 폭력성, 나
의 발견과 삶의 확장이라는 5가지 범주이다.

3.2.1 건강 악화
인터넷 중독이 되면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신체적 균형이 깨지고 시력 저하, 결림, 어깨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
제와 분노, 멍함, 무기력감 같은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된다.

인터넷 중독은 내게 골병을 안겨주었다. 인터넷을 오래 하다 보면 눈이 흐릿해 져서 원래대
로 돌아오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렸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
에 자세가 구부정하기도 하고, 한쪽 팔은 위에 두고 한쪽 팔은 아래에 두면서 몸의 균형이 흐트
러져서 자세가 안 좋아져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
<Participant I: F4T>

Photo 11. Illness

인터넷을 하면서 같은 자세로 오랜시간 앉아 있으면 골반, 허리 등 어깨 결림 현상이 나타나
고, 오래 모니터 주시로 시력은 나빠지게 된다. 게임이 생각같이 잘 되지 않을 때 분노 게이지
가 올라가고, 멍하고, 무기력증도 증가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 그럼
나의 몸과 정신은 점점 망가져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되는 것 같다.
<Participant C: M/15T>

Photo 12. General hospital

3.2.2 사회적 고립
인터넷에 빠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소통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게 되어 결국 고립
되고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각자 스마트폰 하기에 바쁘다. 집에서도 각자 인터넷을 하느라
가족 간 대화가 거의 없다. 인터넷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게 되고 결국 혼자 남게
되어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마치 밤의 텅 빈 운동장처럼 쓸쓸함만 남게 된다. 낮에 아이들이
뛰놀던 해맑음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고독함만 남게 된다.
<Participant D: F/8T>

Photo 13. An empty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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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과하게 하다보면 누구와 약속을 잡거나 술을 마시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등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어 결국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게된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친구를 만든
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터넷상 친구일 뿐 실질적인 친구는 아니다. 결국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
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혼자 남게 된다.
<Participant I: F/4T>

Photo 14. Nothing

3.2.3 망가진 일상
인터넷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일,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성실성까지 빼앗기게 되어 일상이 망
가지게 된다.

이 지저분한 싱크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중략)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사
람은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 일 것이다. 인터넷 중독이 우리 삶에 미
치는 영향 역시 그러하다. 인터넷 중독은 일상을 망가뜨린다.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나아가 사람의 성실성 까지 다 빼앗아가 버린다.
<Participant H: M/5T>

Photo 15. A dirty sink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실을 팽개쳐 놓으면 실은 금방 엉켜버릴 것이다. 엉키는 것을 풀려고
만지다 보면 실은 더 엉켜버릴 것이다. 어디가 처음이고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해야 하
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인터넷을 1분, 10분,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된다.
<Participant B: F7T>

Photo 16. Tangled thread

3.2.4 익명으로 인한 폭력성
참여자들은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익명성으로 폭력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용자들이 많은데, G는 자신의 폭력성에 대해 책임회피가 가능한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였
고, I는 익명으로 더욱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사용과 타인을 비난, 질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익명성을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
터넷을 아무리 건전하게 이용하고 싶어도 영향을 받게된다. 나도 종종 익명성에 기대면 폭력
적 언어사용에 대해 보다 쉽게 책임회피가 가능한 것 같이 느껴진다. 만약 이에 계속 익숙해진
다면 언젠가는 분명 더 폭력적인 인격을 갖게 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Participant G: F/4T>

Photo 17. F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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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우리의 이름, 나이, 얼굴이 아닌 익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나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
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질타를 하기도 한다.
<Participant I:F/4T>

Photo 18. Covered I.D card

3.2.5 나의 발견과 삶의 확장
인터넷에 중독은 삶의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인터넷 과사용으로 갖게 되
는 긍정적 영향력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터넷 세상은 또 다른 활동무대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확장시켜 주고, 현실
에서 몰랐던 자신의 모습과 성격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일상과 다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또 다른 나의 활동무대이다. 이 활동무대는 엄청나게 넓어 내가 현실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 혹은 장소 등을 대신 보여주며 나를 대리만족 하게 한다. 나는 여행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행 유튜버나 여행 블로거들의 영상과 글을 보며 미래의 계획
을 짜거나 여행에 대한 용기를 가지기도 한다.
<Participant H:M5T>

Photo 19. Door

인터넷 세계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제 2의 공간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가족
들에게 보여 지는 나의 모습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 (중략) 인
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는 사람들과 일상과 다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인터넷
은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성격과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Participant G: F/4T>

Photo 20. Another world

3.3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참여자들이 도출해낸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자기바라보기, 새로운 취미생활, 주변의 도움, 현실속의 만
남, 강제적 차단이라는 5가지 범주이다.

3.3.1 자기바라보기
참여자들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H는 현실속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현실의 나와 진실하게 대면하고 수용
하며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회피하여 중독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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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비춰주며 필터도, 보정시스템을 이용하지도 않은 본래의 모
습을 비춰주게 된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며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부
족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 또한, 본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고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Participant E:F/6T>

Photo 21. Mirror

현실의 나의 부족한 면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면은 전부 탈바꿈하여 인터넷 속의 새로운 비
현실적인 나를 만드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울 속의 현실의
나와 진실하게 대면해야 한다.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고자 하는 생각에
들지 못하면 현실의 나는 늪과 같이 아래로 빠져들어갈 뿐이다.
<Participant H: M5T>

Photo 22. Face-to-face with me

3.3.2 새로운 취미생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술 마신 다음날 게워낸 허한 속을 얼큰하게 풀어주며 채워주는 해장국처럼, 그동안 머
물러 있던 인터넷 세상을 대체하여 채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A는 인터넷을 했던 시간에 새롭고 유익하며 현재 자신에게
적합한 취미를 배운다면 인터넷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I는 최근 탁구를 취미로 배우면서 스마트폰을 하
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처음 인터넷을 하지않는 상황일 땐 술 마신 다음날 게워낸 속처럼 허할 것이다. 그 허한 속
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해장국처럼 얼큰하게 속을 풀어줄 음식이어야 한다. 바로 새롭
고 유익하면서 나의 현재 사정에 적합한 취미를 배우는 것이다. 어느새 그 취미에 빠져 인터넷
은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Participant A:F/6T>

Photo 23. Hangover soup

요즈음 탁구 치는 것에 흥미가 생겼는데 스마트폰에 빠져있을 때 보다 훨씬 재미도 있고, 성
취감도 느끼게 되었다. 인터넷 중독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허무하게 버리게 된다. 이에 비
해 건전한 취미를 갖게되면 보람도 느끼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 또한 성취감으로 인해서 일의
능률도 향상될 것이다.
<Participant I: F/4T>

Photo 24. Table tennis

3.3.3 주변인의 도움
참여자들은 중독이라는 것은 이미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며 혼자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도우미 친
구, 전문가 등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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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중독되면 인터넷사용을 중단할 자제력이 부족하다. 인터넷 중독자 스스로 진심으
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1초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게 단잠을 깨워주는 알람처럼 주변에 인터넷 중독자를 일깨워줄 외적 도우미 친구
를 두는 방법이다.
<Participant B: F/7T>

Photo 25. Alarm

관리실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봐 주는 안전요원의 역할처럼, 인터넷 중독자 또한 곁
에서 지켜봐 주고 도움을 주는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중독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
도록 전문적이거나 혹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 곁에서 지켜보고 끊임없이 관심을 준다면, 인터
넷 사용시간을 효과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갈수 있을 것이다.
<Participant G: F/4T>

Photo 26. Management office

3.3.4 현실속의 만남
인터넷 상에서는 익명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익명의 가면을 쓰고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
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더욱 인터넷 세상에 더 빠져들게 되지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알 길이 없다. 참여자들은
현실속의 주변 사람들을 믿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 소속감과 공감 속에서 인터넷 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에 너무 몰두하여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에 소홀해 지면 다시 인터넷에 빠지는 악순
환이 반복 될 수 있다. 인터넷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터넷 속에서의
소통이 아닌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소통, 친구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Participant I: F/4T>

Photo 27. Communication

인터넷속 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얻는다.
때문에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것은 인터넷 속의 사람들
뿐이라는 착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략)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사람들을 믿고 고민
을 공유한다면 충분히 인터넷보다 더 많은 응원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articipant C: M/15T>

Photo 28. Sharing

3.3.5 강제적 차단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강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일 것이
다. 참여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강제적 차단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인터넷 의존에 대한 심
각성을 피부로 느껴 결국 의존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70 ∙ J Korean Soc Disaster Secur Vol. 13, No. 3, September 2020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얽매여 지내는데 강제적으로 접근을 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놓치고 지냈던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중략) 이런 강제적인 방법의 효과는
단시간에 자신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인터넷에 의존하
고 살아왔는지 피부로 느끼게 하고 인터넷의 의존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Participant H: M/4T>

Photo 29. Cut-off

일단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방안이 컴퓨터·노트북 등 인터넷에 접
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끄고 몸으로 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계속
인터넷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서 힘들겠지만 물리적으로 인터넷을 할 수 없다면
점차 적응이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Participant D: F/8T>

Photo 30. Turn off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대학생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고, 대학생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조력할 수 있는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인터넷 중독의
의미,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는 주제에 따른 15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인터넷 중독의 의미를 ‘자기조절 능력상실’, ‘출구 없는 습관’, ‘세상과의 단절’, ‘나를 잃어버림’, ‘자발
적 감옥’이라는 5가지 범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에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줄 수 있는데, 중독이라
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은 자제력과 자기조절 능력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인터넷 과다 사용과
중독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Tangney et al., 2004, Jeong and Park, 2014)이며,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병리적, 강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어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기능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
(Goldberg, 1996)이라는 정의를 확인하는 결과이다. 대학생들은 또한 인터넷이 주는 자극과 매력에 빠져 인터넷 세상에 들
어가지만 나오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하게 되어 습관이 되어버린 상태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인식하였다.
자극에 이끌려 들어가고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습관화 되어 계속하게 된다는 것은 중독이 특정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쾌락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Kim, 2007)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관
점이다. 대학생들은 인터넷 중독을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람 및 주변 환경과 담을 쌓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독의 가능성은 현실에서의 관계성이 저하된 사람일수록 높아진다(Lee,
2012)는 연구는 현실속의 타인 및 환경과 단절된 상태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한다는 대학생들의 인식을 뒷받침한다. 대학생
들은 인터넷에 중독의 의미에 대해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상에 실제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신기루 같은 자신의 이미지
를 쫒아 현실속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존
감 수준이 낮고,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 대응적인 자존감을 갖는다(Young,1998)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현
실 세계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인터넷 속에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를 쫒다보면 결국 현실속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삶
을 살지 못하며 중독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인터넷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내담자를 조력할 때 드
러나는 현상뿐 아니라 현실속의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 자존감 회복이 우선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은 인터넷 중독이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하면서, 인터넷 중독의 의미를 ‘자발적 감옥’이라고 표현 하였다. 이는 본인이 인터넷에 중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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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라는 자각이 있어도 스스로 그 상태를 종료하겠다는 선택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중독 상태에 있는 대학생
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를 조력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망가진 일상’, ‘익명으로
인한 폭력성’, ‘나의 발견과 삶의 확장’이라는 5가지 범주였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대학생들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
함으로써 신체적 균형이 깨지고 시력 저하, 결림, 어깨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와 분노, 멍함, 무기력감 같은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니터 응시로 인해 생기는 안구건조증, 키보드를
사용으로 인한 수근관 증후근(Carpal tunnel syndrome), 낮밤이 바뀌고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한 불면증과 위장 장애,
긴장성 두통, 요통등의 신체적 질환과 불안에, 강박, 우울,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문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
다(Thomsen et al., 2008; Kang and Lee, 2015; Kim and Lee, 2007; Ha and Cheon, 2012). 인터넷 사용이 많은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대학의 상담센터 및 보건 기관의 주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인
터넷에 빠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소통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게 되어 결국 고립되고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낮으며, 소외감을 느
끼며 대인관계 어려움을 보일수록 (Lee, 2012; Park, 2010), 현실세계에서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을 때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연구들(Yang, 2003; Jung et al., 2017)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인터넷에 빠져 인간관계와 교
류가 없어진다는 대학생들의 인식은 인터넷에 빠져드는 주요한 이유가 대인관계 문제라고 할 때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이 반
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일,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성실성까지 빼앗기게 되어 일상이 망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 과사용이 학교에서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대학생활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연구들을 지지한다(Park, 2010; Han et al., 2006). 또한 인터넷 세
상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갖는 익명성은 자신도 몰랐던 폭력성이 드러나게 하여 더욱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사용과 타인을
비난하고 질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결과(Shin and
Beack, 2013; Cho, 2013)를 확인한 것이다. 인터넷에 중독이 되면 삶의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참여자들은 인터넷 과사용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 영향력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삶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인터넷 과사용에 대
한 자각을 하면서도 계속 인터넷 세상에 머물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중요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실세계에서 충족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 자신에 대한 확장, 다양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장(場)이 마
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이 도출해낸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자기바라보기, 새로운 취미생활, 주변의 도움, 현실속의 만
남, 강제적 차단이라는 5가지 범주이다. 인터넷 중독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생활이 어떠한지‘자기 바라보기’를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대학생들은 현실의 나와 진실하게 대면하고 수용하며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회피
하여 중독의 늪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자기 바라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상담 전문가가 촉진하는 상
담프로그램은 자기와의 깊이 있는 만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생활은 인터넷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재미와 효능감을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제공되는 환경
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중독이라는 것은 이미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며 혼자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과사용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향상을 조력
할 수 있는 대학 상담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
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은 가족,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라고 했으며, 가장 일차적 방안으로 강제적으로 인터넷에

72 ∙ J Korean Soc Disaster Secur Vol. 13, No. 3, September 2020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제적 차단을 제시하였다.
참여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통해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인터넷 중독
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내는 과정은 구조화된 집단상담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인터넷에 과의존 되어 있었던 대학생들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들을 자각하였고, 스스로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안을 구축하고 동기를 갖음으로써 상담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가졌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강원지역의 일부학생들을 편의 표
집 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
역을 넓히고, 학년,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한 초
등, 중등, 고등학생 또한 언택트 수업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어 청소년들이 인터넷 환경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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