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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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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상담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발
전적 제안을 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표된 인터넷 중독 논문
80편, 스마트폰 중독 논문 23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효과 크기에서 인터넷 중독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603,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769로 나타났다. 상담이론별로는
인터넷 중독은 해결중심상담이 가장 높게, 게슈탈트 상담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현실치료가 가장 높게,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대상에 따른 분석

․

에서 인터넷 중독은 성인이 가장 높았고, 아동이 가장 낮았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중 고등학
생이 가장 높게, 성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
독에 대한 개입방안과 상담에 대한 함의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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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에 인터넷은 정보의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하며 우리 생
활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의 등장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의 보편화, PC와 유사하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의 대중화로 인터넷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터치 하나로 쉽게 인터넷
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만 6세 이상 인구의 약 85%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 중 20대 이상 40대 이하 성인의 약 99%가 스마트폰을 보유할 정도로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8;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이렇듯 보편화 되
고 일상화된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생활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해주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부정적 현상들을 동반하였다(문의용, 2013).
PC방에서 수일간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채팅에 빠져 가정파탄에 이르는 예도 있

․

․

고(김진화 유귀옥, 2008) 성인을 포함해 초 중고생까지 인터넷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
기도 한 실정이다(박영아, 2007). 이러한 현상들은 인터넷사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과도
한 스마트폰 사용은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틱장애, 사회범죄의

․

․

․

․

․

․

․

․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이효철 홍민하 오창근 심세훈 전연주 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

백혜순 임명호, 2015).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7년에 실시한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이 저연령화되고 심화하고 있다. 만 5세에서 54세 이하 인터넷 사용자
중 91.1%가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터넷 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응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8).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다. 2000년 초기부터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본격화하면서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

․

료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로 발전하고 있다(하지연 신성만, 2016).
집단상담은 집단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여러상황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김영식, 2018; 박준혁, 박현숙, 2017). 또한, 여러 내담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및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노안영, 2011). 이에
따라 학교 및 상담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

․

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준기 강근모, 2015).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프로그램 연구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300여 편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스마트폰 중독 관련 프로그램 연구는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약 100여 편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여러 대상(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과 척도(Young의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척도, 김동일 외의 척도), 다양한 이론적 배경(인지행동치료, 현실치료,

․

해결중심, 동기강화 상담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강민선 이양희, 2015; 권성열, 2006; 권

․

․

희경 권정혜 2002; 김경희, 2008; 최은미 김명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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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한 결과, 종속변인 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하지
만 어느 하나의 성과연구로부터 기존에 시도된 개별 연구결과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화나 타당

․

․

․

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 하지연 신성만, 2016). 따라서 이들 선
행 연구결과의 상호 상대적인 효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김계현, 2000; Cohen, 1988; Heppner, Kivlighan, and Wampold, 1989). 메타분석은 개별연구

․

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분석방법으로써(김동일

․

․

이윤희 강민철 정여주, 2013) 상담의 올바른 실천과 정책 결정을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
합하는 방식으로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최상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Sackett et al., 1997). 그
간 관련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개별연구들을 통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

이어져 왔다(박승민, 2009; 하지연 신성만, 2016; Winkler et al., 2013).
국외에서 수행된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은 총 16편의 논문을 대상
으로 효과 크기를 분석한 바 있다(Winkler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약물적 개입과 심리치료적
개입의 효과 차이검증, 문화별, 비교집단 유무별, 집단원 평균연령, 여성 참가자의 비율별, 인지
행동치료와 그 외 적용이론의 평균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중독감소에 있어서 약물적 개입과 심
리치료적 개입의 효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인터넷 중독감소에 대한 효과 크기
를 살펴본 연구로는 박승민(2009)이 중재변인으로 연령별, 목적별, 회기별, 중독수준별, 적용이론
별, 종속변인별 효과 차이를 검증한 바 있다. 이준기와 강근모(2015)는 학교 급별, 중독수준, 목
적, 운영 기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적용이론별 효과 크기를 검증하였으며, 하지연과 신성만
(2016)은 적용이론, 대상자 특성, 운영특성별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
그램의 과다사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화가 가속화
하는 추세에서 국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들은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터넷 과다사용의 증가, 대상의 저연령화로 인한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개입의 효과분석을 통한
실제 현장의 연구 대상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이형초

․

․

․

안창일, 2002; 임창우 정구철, 2016; 정서림 유형근 남순임,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이
들은 기존의 인터넷 중독 치료 이론과 여러 상담이론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

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강민선 이양희, 2015; 김사라형선, 2017; 박준

․

영, 2016; 이형초 안창일, 2002).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인터넷 중독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증

․

명되었더라도 이것이 스마트폰 중독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김현실

양지훈, 2016).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전자매체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디지
털 매체 전체를 아우르는 매체중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처럼(Bowen and Firestone, 2011), 인
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 3 -

교류분석상담연구
효과에 대한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
용한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어
떠한가?
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3.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조절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수집 및 선정

1) 문헌검색

․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석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은 대학도서관의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원문정보
시스템(KISS), 국내학회지(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회도서관 등
을 통해 수행하였다. 사용한 주요어는 ‘인터넷 중독’,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과몰입’, ‘스마
트폰 중독’, ‘휴대폰 중독’, ‘스마트폰 과몰입’, ‘휴대폰 과다사용’, ‘집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다.
2) 대상 논문 선정과정
분석을 위한 대상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
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논문을 검토하고, 효과 크기를 산출
하는데 필요한 정보(평균, 표준편차, t값, F값, df, P값)가 제시된 논문을 선정하고 정리하였다. 제
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중복된 경우, 다수의 검토를 받은 학술지 논문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학술지 논문에서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 학위논문을 참고하여
학위논문 90편, 학술논문 52편으로 총 142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관련 변인 부재연구 6
편(적합하지 않은 대상 연구), 효과 크기 산출 불가능 연구 26편,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가
없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수집단계에서 선정된 논문은 총 95편이었으며 이중 효과 크기에서 이
상치로 나타난 15편의 연구를 제외하여 학위논문 53편, 학술논문 27편으로 총 80편의 자료를 수
집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검토 단계에서 최종 선정에 이르는 전체과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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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수집
총 142편의 연구, 초록과 제목을 바탕으로 선별
- 석사학위논문: 83편, 박사학위논문: 7편
- 학술논문: 52편
- 관련 변인 부재 연구 2편 제외
- 비공개 연구 4편 제외
원문 가용 연구논문
총 136편의 원문에 접근 가능한 연구 선별
- 석사학위논문: 78편, 박사학위논문: 7편
- 학술논문: 51편

- 학술-학위논문 중복연구 9편 제외
(학위논문 택)
- 통제집단 부재연구 4편 제외
- 연구대상이 맞지 않는 연구 2편 제외(부모)
- 평균-표준편차 부재연구 26편 제외

선정 연구논문
총 95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활용됨
- 석사학위논문: 58편, 박사학위논문: 4편
- 학술논문: 33편

- 이상치인 연구 15편 제외

최종 선정 연구논문
총 80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활용됨
- 석사학위논문: 50편, 박사학위논문: 3편
- 학술논문: 27편
[그림 1] 메타분석을 위한 인터넷 중독 연구 논문 선정 과정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살펴본 후, 최종 38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과정
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논문을 검토하고,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술
논문을 선택하여 학위논문 20편, 학술논문 18편으로 총 38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관련
변인 부재연구 1편(적합하지 않은 대상 연구), 효과 크기 산출 불가능 연구 5편(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가 없는 연구)과 중복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수집단계에서 선정된 논문은 총 25편이었
으며 이중 효과 크기에서 이상치로 나타난 2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학위논문 14편,

- 5 -

교류분석상담연구
학술논문 9편으로 총 23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검토 단계에서 최종자료
선정에 이르는 전체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데이터수집
총 38편의 연구, 초록과 제목을 바탕으로 선별
- 석사학위논문: 18편, 박사학위논문: 2편
- 학술논문: 18편

- 관련 변인 부재 연구 1편 제외
원문 가용 연구논문
총 37편의 원문에 접근 가능한 연구 선별
- 석사학위논문: 18편, 박사학위논문: 2편
- 학술논문: 17편

- 학술-학위논문 중복연구 7편 제외
(학위논문 택)
- 평균-표준편차 부재연구 5편 제외

선정 연구논문
총 25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활용됨
- 석사학위논문: 13편, 박사학위논문: 1편
- 학술논문: 11편

- 이상치인 연구 2편 제외

최종 선정 연구논문
총 23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활용됨
- 석사학위논문: 13편, 박사학위논문: 1편
- 학술논문: 9편
[그림 2] 메타분석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연구 논문 선정 과정

3) 코딩절차
분석자료의 코딩은 Lipsy와 Wilson(2001) 및 Cooper(2010)가 제시한 메타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상담경력 10년 이상의 상담전문가 2명과 교육학 박사 1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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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코딩양식

＃ 일련번호 :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 논문제목 :
1. 논문관련사항

① 저자명, 논문제목, 출처, 발표년도
2. 종속변인

① 인터넷 중독
② 스마트폰 중독
3. 조절변인에 관한 정보

① 논문형태: 학위논문, 학술지
② 측정도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Young, 기타
③ 연구대상 : 유․아동, 중․고등, 대학생/성인
④ 회기수 : 6회 미만, 6~8회, 9회 이상
⑤ 집단원 수 : 10명 이하, 11명~19명 이하, 20명 이상
⑥ 이론적 배경 : 통합이론, 현실치료, 동기강화상담, 인지행동치료, 해결중심상담, 게슈탈트 상담,
아들러 상담, 교류분석,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 이야기치료

⑦ 상담이론 적용 : 상담이론 적용, 상담이론 적용하지 않음
⑧ 위험/보호요인 : 위험요인(우울, 불안, 충동성, 정신병리, 스트레스, 인터넷사용신념, 인터넷 안전
의식, 사회적 회피, 인터넷 보상욕구,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사용 욕구, 공격성, 외로움, 사이버
비행), 보호요인(자존감, 자기통제력, 학교적응, 스트레스 대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심리적 안녕감, 변화동기, 영성, 변화전략, 가족관계, 자기생활관리)

4)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
독 요인이다. 인터넷 중독 요인은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일탈행동, 강박적
집착,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현실구분 장애를 포함하며 스마트폰 중독 요인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을 포함한다.
5) 조절변인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절
변인을 사용하였다. 첫째, 논문형태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 따라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학위논문은 미출판 논문, 학술논문은 출판 논문으로서 이 중에서 한 영역의 연구들만을 연구하

․

․

게 되면 체계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조은실 김영숙 조한익, 2014; Cooper, 2010) 기존의
메타분석에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간에 효과 크기를 다르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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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측정 도구에 따라서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가 달라
질 것으로 보았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국내의 측정 도구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척도로 일상생활장애, 현실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
성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Young(1998)이 개발한 측정 도구는 중독적인 인터
넷사용,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인터넷사용에 수반된 학업적,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 도구 간에 효과 크기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크기가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문제가 전 연령층의

․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금명자 정상

․

화 신다겸, 2016)에 따른 것이다.
넷째, 실험연구들에서 회기별, 훈련 총횟수, 처치 기간은 다양한 실험조건에 속한다(Cooper,
2010).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박승민, 2009;

․

․

오익수 김철, 2009; 하지연 신성만, 2016)에서는 회기 시간, 회기 수를 살펴봄으로써 실험의 효
과가 이들 조절 변인들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조절 변
인들에 따라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의 효과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원수에 따라서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집단원수는 집단원이 상호작용하게 되는 대상의 수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집단크기가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Johnson, Johnson, and Smith, 1998; Slavin, 1987).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통합이론,
현실치료, 동기강화상담, 인지행동치료, 해결중심상담, 아들러 상담, 교류분석, 동기강화인지행동
치료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상담이론으로는 인지행동치료, 동기강
화상담, 현실치료, 통합이론, 이야기치료, 동기강화인지행동상담으로 구분하였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상담이론을
적용한 연구와 적용하지 않은 연구에 따라서 효과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절 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의 개별연구들은 인지 행동적 접근 이외에도 다양한 이
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기통제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치료 및 독자적인 이론 하에서

․

개발된 것도 상당수 있다(오익수 김철, 2009).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이 모두 나름의 효과를 기
대하고 개발되었지만 상호 상대적인 효과 크기에 대해 비교되지 않아 상담이론 적용 유무에 따
라서 효과 크기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여덟째, 위기상황에서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은 실제 상담과 교육적 개

․

입에서 중요하며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태남 강신천, 2009). 연구자
들은 위험요인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초기 예언 인자로 활용하였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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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위험행동을 완화하고 긍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김택호,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에 따라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가 달라질 것
으로 보고 이를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6) 연구자료에서 이상치 검토
메타분석에서는 연구자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적인 이상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Cooper,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인터넷 중독 80편, 스마트폰 중독 23편
의 연구에서 나타난 Hedges의 g값을 가지고 이상치를 검토하였다. 이상치 검토를 적용하면
Hedges의 g값에 대한 사분위수 정상범위는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에서는 -2.87~2.13의 값이 나온
다. 이 값을 Hedges의 g값에 적용하였을 때 김수진(2009)의 인터넷 중독(Hedges의 g=-3.900), 자기
통제력(Hedges의 g=2.302), 송현정(2012)의 인터넷 중독(Hedges의 g=-5.679), 오창홍(2016)의 인터넷
중독(Hedges의 g=-4.500) 등이 이상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
담에서는 Hedges의 g값에 대한 사분위수 정상범위는 -2.81~2.18의 값이 나온다. 이 값을 Hedges
의 g값에 적용하였을 때 김희진(2014)의 스마트폰 중독(Hedges의 g=-3.570), 이승래(2015)의 스마
트폰 중독(Hedges의 g=-6.645), 자기통제력(Hedges의 g=2.811), 정서림 외(2014)의 스마트폰 중독
(Hedges의 g=-3.362) 등이 이상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7) 효과 크기에서 분석단위 이동
본 연구에서는 전체효과 크기와 조절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에서 분석단위의 이동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 효과 크기 단위로 분석을 하면 80편의 연구에서 422개의 효과 크기가 나타나며 효과
크기 간에 상호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의 효과 크기
를 하나의 효과 크기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단일 연구에서 두 개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

․

․

․

․

․

한 경우(강희양, 2008; 성미나 홍성화, 2010; 이은경 장미경 김은영 신효정 이자영 이희

․

․

․

우 장재홍, 2005; 이정화 손정락, 2008; 장재홍 신효정, 2003; 한소은, 2013) 각각의 효과 크기
는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Borenstein et al., 2009). 조절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는 연구단위
가 아닌 효과 크기 단위로 이동하여 분석하였다.
8) 책상 서랍과 출판 편의 문제
메타분석에서 책상 서랍과 출판 편의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전체효과 크기가 과대 추정되어 연
구결과의 타당성이 저해된다(Borenstein et al., 2009; Rosenthal, 19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효
과 크기를 분석하기 전에 연구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책상 서랍의 문제는 Rosenthal
과 Orwin의 Fail-safe N 방법을 사용하였고 출판 편의의 문제는 Egger의 절편검증, 그리고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
과에 관한 메타분석은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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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책상 서랍의 문제와 출판 편의 검토

1)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
연구자가 메타분석으로 논문을 종합할 때 모든 연구를 수집하지 못하고 일부 연구들만을 사
용할 경우 출판 편의의 문제와 미출판 논문에 대한 책상 서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Rosenthal, 197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책상 서랍의 문제와 출판 편의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Rosenthal과 Orwin의 Fail-safe N, Egger의 절편검증,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출판 편의 검토 결과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책상 서랍의 문제 검토

종속변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K
66

Rosenthal Fail-safe N

Orwin Fail-safe N

Z-value

결측연구수

Hedges’s g

criterion

결측연구수

-17.606

5260

-.603

-0.1

332

<표 3>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출판 편의 검토

종속변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K

intercept

SE

66

-1.884

.393

95% CI
Lower

Upper

-2.670

-1.100

df

t(p)

64

4.796(.000)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책상 서랍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Rosenthal의 Fail-safe
N에서 Z값이 0이 되기 위한 연구 수는 5,260개로 나타났다. Orwin의 Fail-safe N에서도 이 값이
무의미한 값인 -0.1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332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료를 보
면 현재 효과 크기가 책상 서랍의 문제없이 안정적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Egger의 절편검
증에서는 절편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출판 편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1.884 p<.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판 편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법으로 효과 크기 분포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Trim and Fill의 방법은 효과 크기의 표준오차 분포가 좌우대칭인지를 확인하고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대칭을 만들기 위해 효과 크기를 삽입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다. 그림에서
과 크기이며

○는 평균효

●는 삽입된(imputed) 평균효과 크기를 의미한다. [그림 3]을 살펴보았을 때 출판 편

의는 의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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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포

2)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책상 서랍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Rosenthal의
Fail-safe N에서 Z값이 0이 되기 위한 연구 수는 624개로 나타났다. Orwin의 Fail-safe N에서도 이
값이 무의미한 값인 -0.1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134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료
를 보면 현재 효과 크기가 책상 서랍의 문제없이 안정적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Egger의 절
편검증에서는 절편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출판 편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표 4>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책상 서랍의 문제 검토

종속변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

K
20

Rosenthal Fail-safe N

Orwin Fail-safe N

Z-value

결측연구수

Hedges’s g

criterion

결측연구수

-11.120

624

-.769

-0.1

134

df

t(p)

18

3.570(.002)

<표 5>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출판 편의 검토

종속변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

K

intercept

SE

20

-4.674

1.310

- 11 -

95% CI
Lower

Upper

-7.4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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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I=-4.674 p<.05).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출판 편의 검토 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출판 편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Duval과 Tweedie의 Trim and Fill의 방
법으로 효과 크기 분포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Trim and Fill의 방법은 효과 크기의 표준오차 분포가 좌우대칭인지를 확인하고 좌우대칭이 아
닌 경우에는 대칭을 만들기 위해 효과 크기를 삽입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다(Duval and Tweedie,
2000). 그림에서

○는 평균효과 크기이며 ●는 삽입된(imputed) 평균효과 크기를 의미한다.

[그림 4]를 살펴보았을 때 출판 편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포

2. 전체효과 크기

1)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전체효과 크기
인터넷 중독에서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효과 크기는 Q값이 237.677(p<.01)로
나타나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효과 크기는 -.603이였고 95% 신뢰구간은 -.678~-.528이었으며, 무선효과 모형에서 효과 크기는
-.840으로 신뢰구간은 -1.002~-.678이었고 출판 편의를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에서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 삽입된 효과 크기를 계산한 결과 Hedges’s g=-.603으로 나타나 원래의 효과 크기
-.603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효과 크기는 -.603으로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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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전체효과 크기

K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66

model

-95% CI

ES

95% CI

Fixed

-.678

-.603

-.528

Random

-1.002

-.840

-.678

Q

Imputed ES

237.677**

-.603

**

p<.01, *p<.05 Imputed ES=삽입된 Hedges’s g

전체효과크기=-.603
실험집단

통제집단

50.00%

72.67%

[그림 5]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전체효과 크기

에서와 같이 통제집단의 평균점수가 분포의 중심인 50.00%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의 평균은 그 분포의 72.67%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2)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전체효과 크기
스마트폰 중독에서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평균효과 크기는 Q값이 79.861(p<.01)
로 나타나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정효과모형에

∼

서 효과 크기는 -.769였고 95% 신뢰구간은 -.921 -.617이였으며 무선효과모형에서 효과 크기는

∼

-.959로 95% 신뢰구간은 -1.282 -.636이었다. 출판 편의를 고려하여 고정효과모형에서 좌우대칭
이 아닌 경우 삽입된 효과 크기를 계산한 결과 Hedges’s g=-.769로 나타나 원래의 효과크기
-.769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 집
<표 7>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전체효과 크기

K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

20

model

-95% CI

ES

95% CI

Fixed

-.921

-.769

-.617

Random

-1.282

-.959

-.636

**

p<.01, *p<.05 Imputed ES=삽입된 Hedges’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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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mputed ES

79.861**

-.769

교류분석상담연구
전체효과크기=-.769
실험집단

통제집단

50.00%

77.90%

[그림 6]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전체효과 크기

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효과 크기는 -.769로 [그림 6]에서와 같이 통제집단의 평균점수가 분포의
중심인 50.00%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평균은 그 분포의 77.90%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3) 조절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평균효과 크기
본 연구에서는 조절 변인(논문형태, 이론적 접근, 상담이론 적용 여부, 집단원수, 회기 수, 위
험/보호요인, 측정 도구, 대상)에 따라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 크기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절 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의 차이는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
였다. 조절 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 차이는 <표 8>과 같다.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59.900, p<.01). 학위논문의 효과 크기(g=-.737)가 학술지의 효과 크기(g=-.410)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론에 따른 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15.082, p<.01).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분석에서는 해결중심 -1.507, 아들러 -1.089, 인지
행동 -.990, 현실치료 -.838, 교류분석 -.716, 통합이론 -.579, 동기강화인지행동 -.515, 동기강화
-.315, 게슈탈트 -.179 순으로 효과 크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결중심 상담이론으로
진행한 집단상담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이론 적용 여부에 따른 평균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상담이론 적용 여부에 따
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56.853, p<.01), 상담이론을 적용한 인터넷 중독 집
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g=-.733)가 상담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
그램(g=-.4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원수에 따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6.494, p<.01). 효과 크기는 10명 이하(g=-.899)가 가장 높고, 11명~19명 이하
(g=-.707)가 높고, 20명 이상(g=-.382)이 가장 낮았다. 회기 수에 관한 효과 크기 또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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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조절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평균효과 크기

조절변인

K

ES

71

-.410

학위

115

-.737

통합이론

26

-.579

현실치료

19

-.838

동기강화

7

-.315

인지행동

28

-.990

해결중심

2

-1.507

게슈탈트

3

-.179

아들러

7

-1.089

교류분석

2

-.716

동기강화인지행동

5

-.515

상담이론

이론적용

99

-.733

적용여부

이론적용 안 함

87

-.413

10명 이하

66

-.899

11명~19명 이하

75

-.707

20명 이상

45

-.382

6회기 미만

14

-.392

6~8회기

92

-.442

9회기 이상

80

-.773

위험요인

72

-.373

보호요인

104

.411

한국정보화진흥원

94

-.696

Young

26

-.764

기타

66

-.402

유 아동

72

-.741

중고등

111

-.440

대학생/성인

3

-.873

논문형태

이론적 접근

집단원수

회기수

위험/보호

측정도구

학술지

․

대상

**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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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
-.806∼-.667
-.713∼-.446
-1.037∼-.638
-.503∼-.126
-1.112∼-.869
-2.184∼.830
-.645∼.286
-1.438∼-.741
-1.354∼-.079
-.878∼-.153
-.803∼-.663
-.458∼-.369
-1.015∼-.784
-.789∼-.625
-.427∼-.337
-.526∼-.258
-.486∼-.398
-.857∼-.689
-.438∼-.308
.354∼.467
-.768∼-.624
-.913∼-.615
-.448∼-.356
-.824∼-.658
-.483∼-.398
-1.356∼-.390
-.454 -.366

df
1

9

1

2

2

1

2

2

Qbetween
59.900**
(.000)

115.082**
(.000)

56.853**
(.000)
96.494**
(.000)

49.640**
(.000)
319.985**
(.000)
57.705**
(.000)

42.246**
(.000)

교류분석상담연구
는 것으로 나타났다(   =49.640, p<.01). 효과 크기는 9회기 이상(g=-.773)이 가장 높고, 6~8회기
(g=-.442), 6회기 미만(g=-.392)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보호요인에 따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9.985, p<.01). 보호 요인의 효과 크기(g=.411)가 위험요인의 효과
크기(g=-.3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에 따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57.705, p<.01). 효과 크기는 Young의 척도(g=-.764), 한국정보화진흥원 척도
(g=-.696), 기타(g=-.402) 순으로 낮아졌다. 대상에 따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

․

타났다(   =42.246, p<.01). 대학생/성인의 효과 크기(g=-.873), 유 아동(g=-.741), 중 고등(-.440)
순으로 나타났다.
4) 조절 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평균효과 크기
조절 변인(논문형태, 이론적 접근, 상담이론 적용 여부, 집단원수, 회기 수, 위험/보호요인, 측
정 도구, 대상)에 따른 효과 크기의 차이는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조절 변인에 따른 스
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 차이는 <표 9>와 같다.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크기는 논문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38, p>.05).
상담이론에 따른 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8.242,

p<.01).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분석에는 현실치료 -2.404가 가장 높은 효과 크기로 나타났으며, 통
합이론 -1.447, 이야기치료 -.904, 동기강화 -.491, 동기강화인지행동 -.432, 인지행동 -.086 순으로
효과 크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담이론 적용 여부에 따른 평균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상담이론 적용 여부에 따
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5.948, p<.05), 상담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g=-.806)가 상담이론을 적용한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
로그램(g=-.6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원수에 따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

∼

로 나타났다(   =24.661, p<.01). 효과 크기는 11명 19명 이하(g=-.999)가 가장 높고, 20명 이상
(g=-.613)이 높고, 10명 이하(g=-.199)가 가장 낮았다. 회기 수에 관한 효과 크기 또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43, p<.01). 효과 크기는 9회기 이상(g=-.825)이 가장 높고, 6회기 미

∼

만(g=-.465), 6 8회기(g=-.378)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보호요인에 따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9.804**, p<.01). 보호 요인의 효과 크기(g=.511)가 위험요인의 효과
크기(g=-.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에 따른 효과 크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5.768, p>.05). 대상에 따라서도 효과 크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47.328, p<.01). 중 고등(g=-.822), 유 아동(g=-.768), 대학생/성인의 효과 크기(g=.2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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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절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평균효과 크기

조절변인
학술지
논문형태

K

ES

31

-.063

학위

38

-.717

통합이론

4

-1.447

현실치료

3

-2.404

동기강화

10

-.491

인지행동

6

-.086

이야기치료

4

-.904

동기강화인지행동

7

-.432

상담이론

이론적용

35

-.613

적용여부

이론적용 안함

34

-.806

10명 이하

5

-.199

11명~19명 이하

33

-.999

20명 이상

31

-.613

6회기 미만

5

-.465

6~8회기

18

-.378

9회기 이상

46

-.825

위험요인

19

-.444

이론적 접근

집단원수

회기수

위험/보호

측정도구

대상

보호요인

43

.511

한국정보화진흥원

58

-.720

Young

5

-1.070

기타

6

-.572

유 아동

33

-.768

27

-.822

9

.210

․
중․고등
대학생/성인

95% CI

∼
-.816∼-.617
-1.858∼-1.036
-2.976∼-1.831
-.630∼-.353
-.414∼.242
-1.329∼-.480
-.754∼-.109
-.721∼-.506
-.918∼-.695
-.61∼.221
-1.146∼-.852
-.707∼-.520
-.680∼-.250
-.571∼-.185
-.917∼-.733
-.630∼-.259

df

-.813 -.566

.414~.609

∼
-1.453∼-.688
-.749∼-.396
-.867∼-.669
-.960∼-.683
-.063∼.484

1

5

1

2

2

1

Qbetween
.738
(.112)

78.242**(.000)

5.948*
(.015)
24.661**
(.000)

22.343**
(.000)
79.804**
(.000)

-.808 -.632

2

2

5.768
(.056)

47.328**
(.000)

**

p<.01, *p<.05

Ⅳ.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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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분석상담연구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 논문들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에 발표된 국내 논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전체효과 크기를 분석
한 결과,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효과 크기인 Hedges의 g값은 -.603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효과 크기인 Hedges의 g값은 -.769로 나타났다. 표준화
평균차에 관한 Cohen(1988)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2는 낮은 효과 크기로 .5는 중간 효과크기
로 .8은 높은 효과 크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볼 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중간효과 크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중간효
과 크기가 있다고 보고한 박승민(2009)의 연구와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효과 크
기를 0.789로 보고한 김현실과 양지훈(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

․

․

독 집단상담이 유 아동, 중 고등, 대학생, 성인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인터넷 중
독과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개입방법으로 효과적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노력이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 크기들을 조절 변인들에 따라 분석한 결
과, 논문형태, 이론적 접근, 상담이론 적용 여부, 집단원수, 회기 수, 위험/보호요인, 측정도구, 대
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의 효과
크기가 학술지의 효과 크기보다 높게 나타나는데(Cooper, 2010), 본 연구에서도 학위논문의 효과
크기가 학술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론적 접근에 따른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해결중심 상
담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아들러, 인지행
동치료, 현실치료, 교류분석, 통합이론,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상담 순으로 나타났고 게
슈탈트 상담이 가장 낮았다. 이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인터넷 하나로 국한하는 중독
에 빠진 사람들(Young, 1999a)에게 집단원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예외상황을 연결하여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다른 이론적 접근에 비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절충적 접근, 현실치료, 인지행동치료의 순으로 효과 크기를 보고한 결과(박

․

승민, 2009), 통합적 접근, 현실치료 접근의 순으로 효과 크기를 보고한 결과(오익수 김철,

․
가장 높게, 현실치료와 절충적 접근 순으로 보고한 결과(이준기․강근모, 2015), 동기강화인지행
2009), 현실치료가 인지행동치료보다 높게 보고한 결과(김희영 조미경, 2015), 인지행동치료를

동치료, 통합이론, 현실요법, 동기강화상담, 기타, 인지행동치료, 해결중심상담의 순으로 보고한

․

결과(하지연 신성만, 2016) 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연구들의 논문
수집과정에서 사용한 기준이 상이한 점, 개별 논문의 실험과정의 차이 등의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수의 자료가 축적되었을 때 재분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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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의 적용 여부에 따른 효과 크기에서는 이론적 접근을 적용하여 구성한 집단상담 프
로그램이 이론적 접근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상담 구성보다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집단상담이 개인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
문적 활동으로서 집단상담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김계현 외, 2002)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원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10명
이하가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였고, 20명 이상이 가장 작은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하지
연과 신성만(201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참여 인원수가 적은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강
진령, 2012)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 인원수가 많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공
동지도자가 함께 진행하거나 집단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로
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회기 수에 따른 효과 크기는 9회기 이상, 6 8회기, 6회기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

․

구들(권은정 장승옥, 2016; 박승민, 2009)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집단상담의 총회기 수는 집단원
들의 행동변화 및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에 따른 효과 크기는 보호 요인이 위험요인보다 큰 효과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 요인이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

(김태남 강신천, 2009) 긍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개념으로서(김택호, 2004)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측정 도구에 따른 효과 크기는 Young(1996)의 척도가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였고 한국정보화
진흥원,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Young(1996)의 척도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내성이나 금단 증상

․

․

․

․

에 기초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박찬정 김형철 고영민 현정석 김
철민, 2010). 중독에 대한 정의나 진단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고위험군이나 잠재적 위험
군으로 판별되거나 인터넷 과다사용이 의심되는 중독수준에 대한 원인 및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닌 척도의 사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척도

․

는 문항이 지나치게 많고, 일부 문항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김동일 김

․

․

동민 고영삼 엄나래, 2008), 향후 KS척도(간략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검사)에 대한 자료가 축
적되었을 때 효과 크기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상에 따른 효과 크기를 단순 비교한 결과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

․

서 유 아동, 중 고등학생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또래상담자가 대학생일 때 초등학

․

생 또래상담자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노성덕 김계현, 2004)와 맥을 같이 한다. 인터넷 중
독에 대한 중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상담에 대한 참여 동기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정 및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특히 청소년은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의 태도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

받게 되므로(정명옥, 김장회, 2017)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개입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관계에 관한 효과 크기들을 조절 변인들에 따라
서 분석한 결과 이론적 접근, 상담적용여부, 집단원수, 회기 수, 위험/보호요인, 대상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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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났다. 이론적 접근에 따른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현실치료가 가장 높은 효과 크
기를 보였고 통합이론, 이야기치료, 동기강화상담,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적이며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변화를 위한 계획과 실천을 중시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춘 현실치료에 기반한 프로그램 구성과 다양한 상담기법을 응용한 프로그램 구성을 특
징으로 한 통합이론이 높은 효과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평균 비교의 결과라는 점에서 추후 연구가 축적되었을 때 효과 크기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상담이론의 적용 여부에 따른 효과 크기는 이론적 접근을 적용하
지 않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론적 접근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효과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과는 상반된 결과로서 원인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상담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상담이론을 적용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별개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 즉,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잘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담장면에서 활용하고 적
용하는 방식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결과는 스마트
폰 중독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효과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

다음으로 집단원수에 따른 효과 크기는 11명 19명이 가장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고 20명 이
상, 10명 이하의 순으로 낮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이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일수
록 집단상담이 교육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집단원의 수가 비교적 많은 집단에서 효과 크기가
크다는 점(김계현 외, 2002)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회기 수에 따른 효과 크기는 9회기 이상이

∼

가장 높고, 6 8회기가 가장 낮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집단상담은 집단원들의 행동 변화와 생
활습관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회기 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루하지 않을 만큼 짧은 기간이어
야 한다(강진령, 2012). 이를 고려하여 집단상담을 구성할 때 총회기 수를 적절하게 구조화할 필
요가 있다. 위험/보호요인에 따른 효과 크기는 보호 요인이 더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역시 보호 요인을 강
화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에 관
한 연구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명확한

․

․

기준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준기 강근모, 2015). 대상에 따른 효과 크기는 중 고등

․

학생이 가장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고 유 아동, 대학생/성인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주변
의 기대에 대한 부흥과 그들만의 새로운 하위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다(장근영, 2012). 또래
집단과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요
구로 인해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급격한 보급
과 청소년 집단의 접근성,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등이 반영된 새로운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결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논문형태, 이론적 접근, 상담이론 적용 여부, 집단원수,

- 20 -

정귀임․김장회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회기수, 위험/보호요인, 측정도구, 대상에 따른 효과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이 전 연
령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구성에 대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독
에 대한 변별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론적 접근을 표방한
논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 접근법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수행하였는지는 보고되지 않은 경
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추후 집단상담 효과 검증 연구는 실험집단에 특정 접근법을 얼마나 전
문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밝힌 메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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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 Analysis on the of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Gwi

Im, Jeong

Jang Hoi,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effect of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through meta analysis and to suggest developmental ideas to this addiction area based on the results. For
this, 80 internet addiction studies and 23 smart-phone addiction studies which published after 2000 year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otal effect size was -.603 in the internet addic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769 in the smart-phone addic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Problem solving
counseling was the first and motivation enforcement counseling was the second in internet addiction.
Reality therapy was the highest and cognitive behavior theory was the lowest in smart-phone addiction. In
analysis by objects, adults were the highest and children the next in internet addiction bu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the highest and adults were the lowest in smart-phone addiction. Base on these
results, intervention methods into internet and smart-phone addition and implications on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Group Counseling, Me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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