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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특성 분석

*

배 주 미

조 영 미†
김 경 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실제로 인터넷중독 청소년과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 11명을 대상으로 포
커스그룹 면접을 수행하였고, 면접자료를 근거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은 ‘우울 및 낮은 자존감’, ‘자기조절력
부족’, ‘대인관계 대처능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들
이 현실의 불만족을 대리충족하고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회피적이고 의존적인 상
담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초기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동기부여’ 개입에 주력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조절능력 함양’을
공통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면서, 인터넷 이용동기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 관점 개발’,
‘사회적 기술 훈련’의 개입을 병행하여 적용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후기 및 추후상담
에서는 재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담자의 중독 문제를 일관적으로 돕기 위한 전략으로 부모상담을 병행한 것이 효과적이었
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상담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의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극복하
기 어려웠던 장애요인으로 변화동기 부족 및 재발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 요인, 가족 돌봄 및 모니
터링 부족을 중심으로 하는 내담자 환경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 상담자 개입, 포커스그룹

본 원고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12년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일
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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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한국정보화
진흥원,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5세부터 49
세까지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중독률은 7.7%이
며, 특히 만 10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0.4%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드
러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중독은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와 학습결손과 낮은
성취, 건강악화, 가족․친구관계의 갈등, 불규칙한
생활, 현실의 구분 곤란 등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강만철, 2005; 박승민, 2005;
한정선, 김세영, 2006).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개인심리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특
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심리적 특성을 살펴보
면, 자아정체감 혼란(장성화, 박영진, 2010; 한혜
경, 김주희, 2007), 우울(김용익, 이동훈, 박원모,
2010; 류은정 외, 2004; 전영자, 서문영, 2006;
Ohayon & Hong, 2006), 외로움(이현덕, 홍혜영,
2011; Turkle, 1996), 사회적 고립감(박선영, 김광웅,
2008; Caplan, Williams & Yee, 2009), 자기통제력
부족(박승민, 송수민, 2010; 신준섭, 이충환, 2010),
문제해결 및 대처능력 부족(조춘범, 송아영, 이순
호, 2007) 등이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사회환경적 특성 관련 연구들
을 살펴보면, 특히 인터넷중독은 부모자녀 관계로
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부모와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김진희, 김경신,
2006), 부모의 거부적․적대적․무관심한 양육태
도(장윤옥, 정서린, 2005; 장재홍, 2004)가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을 높이며, 부모자녀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 정도가 높다는
결과(김영혜 외, 2007)가 보고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특성
은 개인심리적, 사회환경적 특성이 상호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 인터넷중독 사례가 급증하면서 청
소년 및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많
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이 수행되고 있다. 인
터넷중독이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개입할 수 있는 치료 프로
그램 또한 활발히 개발되어 왔다. 인터넷중독 치
료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제안되고 있는 인지
행동치료 프로그램은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인
터넷 과다사용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가정하고 인
터넷 사용과 관련된 왜곡된 인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주요 변화기제로 삼고 있다(강희양, 손정
락, 2010; 성미나, 홍성화, 2010; 손정락, 이유라,
2009; 이형초, 안창일, 2002; 정은실, 손정락, 2011;
Young, 2011). 또한 인터넷중독 내담자의 동기 수
준이 낮음을 감안해 내담자의 변화 준비도에 따
라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동기강화치료적
기법을 접목시킨 프로그램들도 개발된 바 있다(김
광현, 장재홍, 2010; 현명호 외, 2006; Orzack et al.,
2006). 이 외에도 해결중심치료(문현실, 고영삼, 이
은경, 2011),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 신
경언어프로그래밍) 치료(손우현, 홍혜영, 2009), 현
실치료(Kim, 2008) 등의 원리를 활용한 인터넷중
독 치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고 그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인터넷중독 치
료 프로그램들은 이론적 접근이 가정하는 병리유
발적 요인을 중심으로 인터넷중독을 해석하고 개
입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이론은 상담실제를 근거로 만들
어졌으나 각 상담이론이 인터넷중독 사례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는 상담실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김계현, 2000). 특히 인터넷중독
상담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
는 것은 내담자의 낮은 동기와 재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Miller, 2007). 인터넷중독 내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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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동기는 풀리지 않는 양가감정(ambivalence)으
로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중독 문제를 가진 내담
자들은 자신의 중독 위험성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
독행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터넷중독 내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적응적인 변화행동을 실천하는 단계
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중독행동으로 쉽
게 되돌아가는 재발 문제가 빈빈히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1). 이와 같
은 인터넷중독 상담의 특성상 인터넷중독 상담은
일반 상담이론이 제안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
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중독 상담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
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충분히 정립되
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실제 인터넷중독 상담장
면으로부터 보고되는 경험적 자료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
넷중독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개
입들을 파악하는 것은 상담의 성과를 높이는 과
정을 계획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내담
자의 진전 또는 침체 수준을 좌우할 정도로 상담
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희백, 이현림, 2002; Warwar & Greenberg,
2000). 적절한 상담자 개입이란 내담자 문제의 원
인, 반복적인 갈등요소, 부적응 결과 등의 내담자
사례개념화와 합치되는 개입을 의미한다(장재홍,
권희경, 2002). 이러한 적절한 상담자 개입은 내담
자의 체험수준 증가, 치료동맹 증가, 저항의 감소
등, 상담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담의 성
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금명자,
1995; 장재홍, 권희경, 2002). 앞서 언급된 현존하
는 집단상담 형식의 인터넷중독 치료 프로그램들
에서도 계획된 개입들이 일정 수준 인터넷중독

개선 효과를 거두었음이 밝혀져 왔다. 하지만 인
터넷중독 내담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Douglas et al., 2008). 즉, 인터넷
중독 내담자들은 인터넷 조절 문제를 제외하고는
충동성/ADHD(노석준 외, 2011; 전혜연, 현명호,
전영민, 2011; 표현정, 이민규, 2009), 우울(김종범,
한종철, 2001; 박경애 외, 2009; 박승민, 송수민,
2010; 서승연, 이영호, 2007), 낮은 자존감(김종범,
한종철, 2001; 김진희, 김경신, 2006; Douglas et al.,
2008; Smahel & Brown, 2012), 낮은 자기 주도성
(Montag et al., 2011), 대인관계 문제(김진희, 김경
신, 2006; 박경애 외, 2009) 등의 이질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반되는 문제 역시 인터넷중독
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즉,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결과만으로는 이
질적인 인터넷중독 집단의 내담자 개인이 어떠한
개입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중독 상담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실
제 상담현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인터넷중독 청소
년 특성이 어떠하며, 내담자 특성과 관련시켜 어
떠한 개입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지
속적으로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적 개
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상담자가 이
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의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들이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다
고 인식하는 개입들, 그리고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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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자료수집
포커스그룹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 1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focus
group) 면접을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면접은 같
은 주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집중적인 상호토론 과정을 통해 통찰적인 의
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익섭, 신
은경, 2005).
포커스그룹 참여자는 자원과 추천의 두 가지
절차로 모집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선정시 최소한
의 대상자 선정기준 -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 3
사례, 10회기 이상 진행경험이 있는 상담자 - 에
부합하면서 다양한 전문성과 활동지역의 상담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과정을 거
쳤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지역사
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망을 통해 포커스그룹
의 목적, 내용, 일정, 참여기준을 제시한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였다. 그리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
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포커스그룹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인터넷중
독전문상담센터의 인터넷중독 사업 담당자로부터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는
상담자들을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상담자들 중 본
포커스그룹 참여자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자들에게 개별연락을 취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
고 동의를 얻은 후 최종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포커스그룹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소속별로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센터 상담원
3명과 찾아가는 상담사 1명,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원 5명과 청소년동반자 2명이 참여하였다. 남
자 3명, 여자 8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9.9세(30세∼53세), 활동지역은 서울 4명, 경기 1
명, 강원 1명, 부산 1명, 대구 1명, 경남 1명, 전남
1명, 충북 1명이었다. 모두 상담관련 전공자로 석
사과정 1명, 석사수료 1명, 석사졸업 4명, 박사수
료 3명, 박사졸업 2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상담경
력 년수는 평균 6년 3.5개월(2년 10개월∼12년 2
개월)이었으며, 인터넷중독 청소년상담경력은 평
균 34.36사례, 320.09회기였다. 참여자들의 주요
이론적 접근(중복 응답 가능)은 인지행동적 접근
5명, 해결중심적 접근 1명, 현실치료적 접근 3명,
동기강화적 접근 1명, 가족상담적 접근 2명, 정신
역동적 접근 1명, 대상관계이론적 접근 1명, 교류
분석적 접근 1명, 이야기치료적 접근 1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 내용과 인터넷
중독 전문교육 이수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포커스그룹 면접질문지 구성
포커스그룹 면접질문지는 다수의 인터넷중독
질적연구 및 면접경험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 박
사 1인과 상담학 박사 1인이 일정 절차 -질문 아
이디어 수집, 질문초안 작성, 질문초안 검토, 면접
질문 작성-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다(김성재
외, 2000).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둘째, 산출된 아이디어가
목표한 연구문제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지 검
토하였다. 셋째, 채택된 아이디어를 반구조화된
질문형태로 구성하였다. 질문목록 속에는 시작질
문/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논의를 거쳐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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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커스그룹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참 성 연
여 별 령
자

전
공

A

여

30

상담심리
석사

B

여

45

학교상담
석사

C

여

34

기독교
상담 석사

D

남

33

교육상담
석사수료

E

여

39

가족상담
박사수료

F

여

38

상담심리
박사수료

G

여

46

H

여

53

I

남

35

J

남

35

K

여

51

가족학 박사
교육상담
심리
석사과정

소
속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센터
상담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상담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상담원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센터
찾아가는 상담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상담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팀장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센터
상담부장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청소년
상담․임상 상담지원센터
박사
상담원
인터넷중독
중독재활 전문상담센터
석사
상담연구원
청소년
가족학 상담지원센터
박사수료 청소년 동반자

상담 인터넷중독 상담관련
경력 청소년
자격증
년수 상담경력
4년
17사례
상담심리사 2급,
개월 510회기 청소년상담사 2급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심화) 이수

년
개월

사례 사회복지사 1급,
회기 청소년지도사 2급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심화) 이수

사례
회기

기독교상담
심리치료사 1급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심화) 이수

사례
회기

청소년지도사 2급

이수 사항 없음

사례
회기

사회복지사 1급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심화) 이수

사례 청소년상담사 2급,
회기 직업상담사 2급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심화) 이수

11
3

년
개월

97

1027

2

10

10

30

3

년
개월

8

10

50

년

1200

년

250

8

8

년

5

년
개월
4

3

년
개월
7

3

150

20

사례
34회기
6

Counselor of BC,
Canada,

가족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5사례
인터넷중독
50회기
전문상담사,
청소년지도사 2급
50사례
청소년상담사 1급,
150회기
사회복지사 1급
사례
회기

년

50

12

년
개월

10

2

170

3

Registered Clinica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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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회기

인터넷중독
전문교육 이수 사항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기초) 이수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심화) 이수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심화) 이수
2급 자격 취득,
중독전문가 2급, 중독전문가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EAP 전문가 2급
양성과정(기초) 이수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1급 인터넷중독
양성과정(기초) 이수

문목록을 수정, 보완한 후 면접질문지 초안을 확
정하였다.
포커스그룹 참여자들과 유사한 정도의 인터넷
중독 청소년 상담경험을 가진 청소년상담기관 상
담사 2인을 대상으로 예비면접을 실시하였다. 예
비면접 후 질문을 들었을 때 드는 느낌과 생각은
무엇인지 물어 보았으며, 면접질문의 내용이 본인
의 경험을 적절하고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는지, 질문 자체가 명료한지, 반복
되는 질문이 있는지, 또한 보다 적절한 질문 대안
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예비면접 대상자들의 피드백
을 반영시켜 최종 면접질문지를 확정하였다. 확정
된 최종 면접질문지의 주요질문 내용은 인터넷중
독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선생님께서 상담하셨던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의 주요 특성은 어떠하였는
지요?”), 효과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개입(“선생님
께서 수행하셨던 개입들 중에서 내담자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
하는 개입은 무엇이었습니까?”, “인터넷중독 청소
년 상담의 효과를 위해 개입해야 할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입의 장애요인(“내
담자의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극
복하기 어려웠던 장애요인이 있다면 무엇이었습
니까?”) 등이었다.

수준에 도달한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하여 총 3
회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진행은 청소년상담연구기관 인터넷
중독 담당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본 연구진 3인
이 진행하였다. 본 연구진 중 1인(심리학 박사)이
주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다른 2인(상담학 박사,
상담학 석사)이 보조 진행을 담당하였다. 주 진행
자는 포커스그룹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다. 보조진
행자 2인은 진행을 보조하며 현장노트를 작성하
고, 추가할 질문들을 기록하고 질문하였다. 각 포
커스그룹은 중간 휴식시간 15분을 포함하여 총
180분 가량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
든 포커스그룹 면접내용이 녹음되었으며 즉시 축
어록의 형태로 전사되었다.
면접질문지는 면접 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각
참여자가 면접질문을 숙지한 후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면접은 면접질문지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되, 참여자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록 질문 내용 이상의 반응을 허용하고 필요에 따
라 추가 질문을 실시하는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
행하였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진
행자들은 논의되었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두
요약을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요약의 내용
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였다. 포커스그룹 직후에는 진행자와
보조진행자들이 디브리핑(debriefing) 시간을 통해
포커스그룹 진행
포커스그룹에서 발견된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정
본 포커스그룹은 해당주제의 현장 실무자들이 리하였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포커스그룹
다양한 사례경험 및 견해를 충분히 논의하는 장 의 진행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였다.
으로서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룹별 인원수를 3인
내지는 4인으로 제한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인터 포커스그룹 면접내용 분석
넷중독 상담 경험수준 면에서 비슷한 참여자들을 포커스그룹의 내용은 Kutner, Olson, Warner,
가능한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그룹 역동 Hertzog(2008)가 제시한 포커스그룹 면접 내용분석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김후자, 김정남, 2001). 본 방법을 주요 절차로 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포커스그룹 면접은 논의된 내용이 이론적 포화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본 연구의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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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그룹 진행자로 참여했던 평정자 2인이 축어록
의 일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가장 작은 의미 단위
의 중심개념으로 부호화하였다. 둘째, 평정자들이
함께 합의한 방식으로 개별 분석과정을 가졌다.
축어록, 현장노트, 구두요약, 디브리핑 자료 등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내용해석, 용어코딩에 있어 평정자들 간의
일치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분석의 신뢰
성을 점검하였다. 셋째, 평정자들이 모여 초벌분
석의 내용과 각자의 노트에 포함된 내용을 논의
하며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데이터 분석이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을 묶어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이 단
계에서 유사한 주제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주제들
을 포함하는 각 범주가 상호배타적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외적인 자료들을 기존 범주 내에
포함시킬지,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여 포함시킬지
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다섯째, 분석결과는 질
적분석 전문가 1인(심리학 박사, 인터넷중독 전문
가)의 감수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감수자는 원
자료의 의미가 충실히 중심개념 속에 포함되었는
지, 중심개념의 표현이 원자료의 본질을 명료하게
포착하였는지, 범주가 정밀하고 충실하게 중심개
념들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피드
백을 제공하였다, 평정자들은 감수자의 피드백 내
용을 검토한 후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를 분석결과에 최종적으로 반영시켰다.
분석결과의 타당성 확인
포커스그룹 참여자들에게 분석결과의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 기술된 결과가 자신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였
다. 참여자 8명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이에 대해

응답해 왔다. 응답해 준 참여자들 모두 자신의 경
험이 분석결과에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
하였다. 응답자들 중 6명은 수정할 내용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2명은 일부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 중 한 명은 포커스그룹 이후 본
인이 발견한 임상 사례의 특징을 소개하였으며
다른 한 명은 내담자의 변화동기 부여에 대한 내
용을 명료히 보여주는 예시자료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평정팀은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분석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감수자의 검토를
받아 분석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연구결과
포커스그룹 면접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
다.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주요
특성은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의 범주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인적 특성은 ‘전반적인 심리
적 특성’, ‘인터넷 이용동기 특성’, ‘상담태도 특
성’의 범주들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환경적 특성
은 ‘물리적 환경 특성’과 ‘가족환경 특성’의 범주
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특성
개인적 특성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
자기조절력 부족. 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은
‘자기조절력 부족’이었다.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사례의 청소년 내담자들이 필요한 규율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 충동적이며 자기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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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정
부분에만 몰입경향이 강한 ‘자기조절력 부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자체를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뭐 굉장
히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으로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상
담자 E)
스스로 조절하고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통제력을 상실하고 PC방으로 향하고... (상담자
I)

중독이 심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공격적이
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선을 끊으면 창문을
깨고... (상담자 G)

같아요. (상담자 C)
대인관계 대처능력 부족. 상담자들은 많은 인
터넷중독 사례의 청소년 내담자들이 ‘대인관계
대처능력 부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자
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들이 자기표현능
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 좌절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또래
관계나 가족관계의 단절 및 고립을 경험하면서
사이버 관계 위주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극적인
외부관계와는 대비된 태도로 가족관계 내에서 제
한된 공격성을 드러내는 특성을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
대인관계나 특히 의사소통 하는 방법, 친구
들과의 관계에서 좋아하는 거를 표현한다거나
혹은 거절하는 거, 요청하는 거의 방법들을 전
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상담자 E)
제가 만나 본 아이들 중에는 부모한테도 상
처를 받고, 또 또래관계가 안 되어서 친구들
한테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친구관계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
담자 B)
공격적인 측면이 가족에게는 잘 드러나는
데, 상담장면에서는 좀 뭐랄까 억제한다는 느
낌이 좀 들더라구요. (상담자 I)

우울 및 낮은 자존감. 상담자들은 많은 인터
넷중독 청소년 내담자들이 ‘우울 및 낮은 자존감’
의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자들이 파악한 ‘우울 및 낮은 자존감’을 나타
내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취약성이 높고 무기력
하고 우울하며 성공 경험이 적고 자존감이 낮았
다. 또한 자기 욕구를 이해하거나 목표의식을 가
지기 어려워하며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여 회피
적인 대처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무기력하다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한 3, 4일이 지나도
록 정말 너무 힘없고... 그냥 오긴 왔는데, 왜
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만나고 나면 되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상담자 C)
자기가 힘든데, 뭐가 힘든지 잘 표현도 못
하고, 자각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상담자 J)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
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인터넷 이용동기 특성.
현실도피.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
담자들이 힘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우울 및 낮은 자존감의 특성을 보이는 인터
넷중독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동기를 강하게 드
러내는 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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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빠랑 오빠랑 같이 사 부모통제 수단. 상담자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좀 실질적으로 가장의 서 본인의 요구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다
역할을 하는 걸,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많이 고 느낀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이 부모를 통제하기
푼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상담자 C)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고 보고하였다.
무료함 해소 및 시간 보내기. 상담자들은 자
기조절력 부족의 특징을 보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 친구는 집에서 아빠와의 갈등이 너무 심
중독 청소년 내담자들이 일상의 무료함을 해소하
해서 약간 반항적인 것들로 좀 인터넷하고.
고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
(상담자 C)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수단으로 이용해서 부모에게 공격할 수 있
다는 거. (상담자 K)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게임 재밌
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할 게 없으 상담태도 특성.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
니까 그냥 하고 이걸 하면은 그냥 시간이 가 년들이 변화동기가 낮고 비협조적인 상담태도를
니까 한다... (상담자 D)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들은 ‘문제를 과소평가함’, ‘관계형
대인관계 욕구 충족. 상담자들은 대인관계 대 성에 비협조적임’, ‘변화에 대해 무기력하고 의존
처능력이 부족한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은 친구를 적임’ 등의 회피적이고 의존적인 상담태도를 나
사귀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즉 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좌절된 대인관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문제를 과소평가함.
인터넷이 그 친구한테는 친구를 사귈 수 있
는 유일한 수단이 돼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것
말고는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모
르고... (상담자 D)
사람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는 거잖아요. 그
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
을 한다든가 하는 거구요. 남자 아이들은 특
히 게임을 할 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재밌대
요. 그리고 자기가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
고... (상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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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더 많이 하고 문제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왔어야 하는데, 나는
엄마가 오라 해서 억지로 왔는데 억울해요.”
(상담자 B)
“이 정도는 다 해요.” 이런 식. 다 평범화
시켜 버리는... (상담자 H)
“

관계형성에 비협조적임.
상담동기 전혀 없고, 가면 도망가는 아이들
이 많았고, 집에 가면 일단 제가 올 시간 딱
되면 나가버리고 이랬던 아이들이 되게 많아
서... (상담자 D)

변화에 대해 무기력하고 의존적임

적 단절, 성격장애 등의 부모 개인의 정서․성격
문제, 가정폭력, 부부갈등, 부모자녀 갈등 등의 가
아이들이 얘기도 잘 안하고, 반응도 잘 안 족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로 부모의 적절한 양육
보이고 해서... (상담자 J)
이 결핍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경향이 있었다.
수동적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회피적이
고... 게임 외에는 취미생활을 특별히 가지고
한 가정을 만나다 보면 맞벌이라든지, 조손
있는 경우가 없고, 여가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래서
해야 하겠다 모르는 경우가 많구요. (상담자
부모가 있되,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가정의
E)
아이들,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가정
의 아이들이 인터넷에 몰입이 되고... (상담자
환경적 특성
B)
물리적 환경 특성.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안 계
소년들이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
신 경우가 많았고, 아버님이 계시더라도 아버
여 있는 ‘컴퓨터 접근 용이’, 다른 문화적 대안활
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든가
동이 부족한 ‘문화환경적 낙후지역 거주’의 물리
주말 부부, 뭐 이런 식의 아이들의 양육에 신
적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경을 안 쓰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의 모
든 일을 맡아서 하시는 입장에서, 어머니께
컴퓨터라는 아주 단순하고 쉽고 그냥 키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상담자 E)
누르면 아주 게임이 즐겁게 되고...(상담자 H)
부모님이 약간 성격장애이신 부모님 밑에
도회지랑 틀려서 청소년 문화라든지 학원이
아이들이 ADHD나 성격장애가 같이 가는 경
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완전 차단이 되는 거
우들이 많고 아버님이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
예요. 또래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
들은 그 폭력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은 경우는 집에 마땅히 가면 TV를 보거나 인
폭력도... (상담자 D)
터넷을 하는 거 이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상담자 B)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족. 상담자들은 인터
넷중독 청소년 내담자들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
가족환경 특성. 상담자들은 청소년 내담자의 통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
인터넷중독 문제와 관련된다고 파악되는 가족환 모와 자녀가 적절한 의사소통방법을 모르거나 자
경 특성으로 부모양육 결핍, 부모자녀 간 의사소 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의 대면을
통 부족, 부모의 자녀통제 문제를 꼽았다.
회피하려 하여 부모자녀 간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부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양육 결핍.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
독 청소년 내담자들은 맞벌이 부모, 양 부모․한
인터넷중독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엄마와
부모 부재 등의 자녀 감독 여건이 부족한 가족구
소통이 안 되어서 얘를 유난히 더 미워하시는
조 특성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울, 사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의 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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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있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문제도 반드시 있다고 보여져요. (상담자 B)
부모가 굉장히 아이들의 시간조절에 대해서
특별하게 합리적인 절차라든지, 소통하는 과
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꽤 많았구요. 문제
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다른 것
들, 교복 치마를 줄인다거나, 두발이라든지 이
런 부분까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의 문제가
갈등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시간을 정하실 때도, “두 시간만 해.”, “세 시
간이야.” 이렇게 정해 버리면 아이 입장에서
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책
임을 부모님한테 돌리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
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빠져 나가는 거? (상
담자 E)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녀를 방임하는 등의 ‘부모
통제 미약’ 또는 자녀의 꿈을 묵살시키고 시행착
오를 인내하지 못하며 본인의 의도대로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부모 과잉통제’ 가 자녀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촉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과잉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는 부모자녀 간의 힘의 크기가 전환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부모를 향한 자녀의 폭력
성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자녀통제 문제. 상담자들은 인터넷중
독 청소년 부모의 자녀통제 문제가 자녀의 인터
넷 과다사용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감독할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공부하러 어디를 보냈는데 그래서 홈스테이
같은 걸 하는데 아이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아주 심한 중독까지... 하루 종
일 컴퓨터만 하고. 문제는 엄마가 하지 말라
는 말을 얘가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에요. 그래서 감독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슈퍼바이지 못 하는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상담자 G)

그림 1.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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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는 꿈을 잃어버렸고, 그 이후(부
모님이 꿈을 무시한 후)에는 자기는 목표의식
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길래... <중략>
제가 경험해 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중3, 고1 정도 되면 약간 과잉
보호하거나 부모가 지나치게 억압적이거나 하
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립을 하다 자기가 이
제 힘이 강해지면 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쓴
다든지, 폭력성으로 드러나는데... (상담자 B)

의 비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았으며, 변화주체로서의 부모
자신의 노력은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부모 초기상담에서 부모의 변화동기를
촉진시켜 ‘부모협력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 긍정
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한 개입들을 분석한
결과, 상담 시기-초기, 중기, 후기-별, 상담 주체청소년 내담자, 부모-별로 구체적인 개입들을 도
출해 낼 수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가장 최
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내담자의 세계
를 이해하면서 네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
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으면 선생님께
서 말씀하신 그(초기)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
는 거예요. (상담자 E)
게임 자체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 아이
의 사이버 상에서의 자아에 대해서 내가 좀
존중을 해 주고 이랬을 때 처음으로 입을 여
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상담자 G)

라포 형성. 상담자들은 문제인식 수준과 상담
참여 의지가 낮은 인터넷중독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에 집중하였던 것이 초기상담을 진행하는
이상의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1에 라포 형성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내담자 문제(현
제시하였다.
상태)에 대한 타당화, 내담자의 사이버 세계에 대
한 존중 및 공감 표현, 상담자의 진정성 및 친밀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효 감 유발 활동 활용 등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
과적인 개입
였다.

인터넷중독 청소년 초기상담의 효과적인 개입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
터넷 사용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부족하였으며
낮은 변화동기를 나타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
라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초기상담 과정에서
‘동기부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한 것이 효
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라포 형성’,
‘구체적인 목표수립’ 등이 상담자들이 인식한 초
기상담에서의 효과적인 개입이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부모들
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를 과장, 축소하는 등

동기부여.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의
상담 및 변화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들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담자
들은 상담환경 적응, 인터넷중독 발생과정 교육을
통한 자각 증진, 자기 문제 객관화, 평가․검사를
활용한 자기 이해 증진, 변화에 대한 희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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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게
임 과다사용의 득실을 다루거나, 자신의 소망과
현실생활의 불일치를 인식하도록 촉진하거나, 내
담자의 문제해결방식은 타당화하되 문제해결방식
의 효율성 여부를 점검해 보도록 하는 등의 자기
문제 객관화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들이
다른 문제의 내담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동기를
나타내므로 동기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동기 수
준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
이 유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제 삼자가 되어
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 그런 과정이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상담자 F)
자기 삶에 있어서 게임을 하는 것이 “네 인
생에 네가 원하는 소망에 정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고
자신의 소망에 대한 부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을 하고, 아이가 청소년이나 아
동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의 방법으로 인터넷
게임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과 실제로 얻
는 것의 차이를 인식시켜 주는 것. 저는 그래
서 이 단계에서 굉장히 인지적인 부분이 들어
간다고 보구요. (상담자 E)
(동기수준에 따라) 자각 인식부터 맞춰서
갈 건지, 아님 조절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렇게 좀 포커스 맞춰서... (상담자 I)
구체적인 목표수립. 상담자들은 파악된 문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개입
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내담자
의 동기수준을 고려하여 목표를 수립하되 가능한
내담자가 문제를 인정하고 나서 문제해결방법을
탐색하도록 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달성여부가 확인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며, 내담자로부터 도출된 작
은 목표를 세워 내담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전략 또한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
께 상담자들은 목표수립 과정과 취지를 부모님과
공유하는 과정을 상담과정 중에 두어 환경적인
조력을 강화시키는 개입을 수행한 것이 보다 효
과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작은 목표를 세워서 아이에 대한 접근은 아
이가 원하는 거, 아이에게만 포커싱 맞춰서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중략) 거의 4회기
서부터는, 정확하게 목표를 잡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목표라도, 정말 개미만한
목표라도, 그 친구에게 적합한 목표를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시도하고 중간에 한 6회기 정도
들어갔을 때는 다시 한 번 그 목표를 점검하
고, 다시 한 번 목표를 잡아서 시행하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왜 안 됐는지 같이 보고 그
러면서 접근 들어가는 게... (상담자 A)
부모상담: 부모협력체제 구축. 상담자들은 부
모와의 초기상담 과정 동안 부모 특성 및 부모자
녀 관계 탐색, 부모역할 좌절에 대한 공감, 부모
역할 동기부여 등의 전략을 활용하여 부모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개입이 중요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부모의 문제해결방식을
탐색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며, 부모역할
수행과 실패감에 대해 공감한 것이 도움이 되었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할 것을 설득하면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전략을 활용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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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는 내담자를 가족의 입장에서 지켜

보기 힘든 고충과 애로사항을 많이 좀 공감을
해 드려요. <중략> 부모님께서 이러한 상황
들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했던 방법들이 지금
까지 무엇이었는지 어떤 노력을 해 보셨는지
탐색을 좀 해 본 다음에, 그러면 어머님들이
죽 이야기를 해 보면 갈수록 태산인 방법들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결국 이러한
방법들이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머, 더 안 좋
은 현상만 나타나게 됐네요.”라고 하면은 효
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
거든요. (상담자 E)
제가 늘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비유
를 하거든요. 시계바늘에 비유를 해서 “아이
는 분에 속하고 엄마는 시에 속한다, 부모는
한 칸만 옮기면 아이는 열 두 칸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 주
시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러니까
반 협박식으로 해서 부모가 아이가 시행착오
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기다려주고...
(상담자 B)
인터넷중독 청소년 중기상담의 효과적인 개입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중기상담 과정
에서 공통적인 개입과 내담자 특성에 따른 차별
화된 개입을 병행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데 대
체로 동의하였다. 즉, 인터넷중독 증상 개선을 위
한 ‘인터넷 조절능력 함양’을 공통적인 개입으로
적용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우울과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청소년에게는 ‘긍정적
관점 개발’을, 대인관계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
년에게는 ‘사회적 기술 훈련’을 병행한 것이 효과
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인터넷 조절능력 함양. 상담자들은 게임 사용
에 대한 분별력 증진, 규칙 마련 및 조절 훈련,
대안활동 개발 및 참여 등의 전략을 활용해 ‘인
터넷 조절능력 함양’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특히 상담자들은 인터넷 외에 스스로 실
천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영역으로 관
심을 전환시키는 대안활동 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생활지도쪽으로 좀 많이 접근하게 되더라구
요. 계획표 짜 주고 부모님한테는 이걸 좀 잘
지킬 수 있게 말씀 좀 많이 해 드리고. (상담
자 D)
게임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거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게임이 다가 아니다, 보
드게임이나 다른 대체적인 게 있다... (중략)
애들에게 대체적인 다른 거에 관심도를 돌리
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상담자 H)
긍정적 관점 개발. 상담자들은 우울정서를 나
타내는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을 개입하는 데 있어
좌절경험 재구조화, 좌절 인내력 증진, 소망․강
점 발견 및 개발 등을 통한 ‘긍정적 관점 개발’
개입을 활용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자들이 보고한 ‘좌절경험 재구조화’는 과거
부정적 상황을 재구조화시키면서 트라우마를 다
루는 전략을 의미하고, ‘좌절 인내력 증진’은 좌
절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수용하
는 작업을 통해 좌절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전략
을 의미한다. 또한 ‘소망․강점 발견 및 개발’은
내담자 욕구가 허용되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욕구
의 건강한 표출방식을 찾고, 내담자의 강점과 소
망 영역을 발굴해 이 영역에 대한 통제력과 자발
성을 증진시키면서 주도적인 진로탐색과정을 수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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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분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
는 건, 이 아이가 과거의 관계에 대한 트라우
마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다루는 편이
예요. (상담자 F)
예를 들어 빵을 먹고 싶은지, 과일을 먹고
싶은지 그거조차도 선택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 친구들이 뭔가 자극적인
것이 왔을 때, 몰입도가 확 커지면서 그게 자
기 욕구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구를 찾아주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 욕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인터넷이란 매개를 통해서 네가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를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구
요. 그거를 풀어서 해 주는 것들, 건강하게 어
떻게 풀어서 해 주는 거... (상담자 A)

구요. (상담자 E)
대인관계 훈련이 필요하면, 좀 장시간 대인
관계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의사
소통을,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한 3회기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상담자 A)

상담자들이 보고한 중기 부모상담을 효과적으
로 이끌 수 있었던 개입들을 종합한 결과, 청소년
상담과 일관성있게 공통적인 개입과 내담자 특성
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을 수행하는 전략을 활용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들이 활용한 공통
적인 부모개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객관적 이
해 증진’, ‘자녀 인터넷 사용조절 지도 교육’이었
으며, 관계대처능력이 부족한 자녀의 부모에게는
‘자녀와의 의사소통훈련’을, 우울한 자녀의 부모
에게는 ‘자녀의 자율성 존중 교육’을 적용한 것이
사회적 기술 훈련. 상담자들은 대인관계 대처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능력이 부족한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을 개입하는
데 있어 부모, 또래와의 의사소통 및 욕구표현 훈 부모상담: 자녀에 대한 객관적 이해 증진. 상
련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훈련’ 개 담자들은 자녀 문제에 대한 왜곡된 부모 지각을
입을 활용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교정시키는 전략을 통해 부모의 객관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대인관계나 특히 의사소통하는 방법, 친구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 및 사용심리 교육을
들과의 관계에서 좋아하는 거를 표현한다거나 통해 청소년 문화 전반에 대한 부모의 이해 수준
혹은 거절하는 거, 요청하는 거의 방법들을 을 높인 것 역시 자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대인관계 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적인 스킬들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공존병리가 심각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역할 연습을 통해서 아이와 연습하고 좀 엄마 가 자녀 병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한테도 화내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있도록 개입한 것이 부모자녀 간 갈등을 완화시
못하지 않느냐, 엄마한테 아이템 산다고 돈을 키고 자녀 문제를 현실적으로 돕도록 촉진하는
달라고 하면, 엄마 목을 조이고 화를 내는 것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보다는, 조금 더 정중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을까 이렇
아이가 일단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엄
게 좀 유도를 해서 역할연습을 좀 하는 편이
마가 자꾸 정서가 개입되다 보니까 문제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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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뤄져서. 부
모상담을 한다면 아이가 느끼는 아이의 상황
과 엄마가 아이한테 느끼는 상황까지만 얘기
해 줘도, 부모는 객관화할 수 있기만 해도 문
제는 더 악화되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어요. (상담자 I)
공존질환 보유형일 경우에는 개입할 때 부
모면담에 대해서, 청소년 상태를 안내한다든
가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가 못되서 엄마
를 속 썩이는 아이가 아니고 아픈 아이라고.
부모님들이 이 애는 아픈 아이니까, 지속적으
로 관리를 해 줘야 될 아이라는 걸 좀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인식
이 좀 바뀌었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아픈
아이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단 말이야?” 이
런 부모님의 마음들을,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구요. (상담자 E)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라. 구체적
으로 어디 가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줘요. 부모들이 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자 E)
부모상담: 자녀와의 의사소통 훈련. 상담자들
은 부모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훈련시킨 것이 부모의 자녀문제 대응 역
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
였다. 특히 관계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부
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소통방식을 경험하지 못
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상담시 자녀와의 의사소
통훈련을 주요개입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부모상담: 자녀 인터넷 사용조절지도. 상담자
들은 부모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못
했거나 시도해 보았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했던 부
모의 자녀 인터넷 사용조절지도 방법을 검토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녀의 생활관리, 대안활동
개발 및 실천지도 방법을 개발해 가도록 조력한
것이 중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님이 게임을 하는 것을 아주 벌레 보듯
이 하지 말라, 충분히 공감해 줘라, 신난다 라
고 해 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상담자 K)
그 부모님만 따로 놓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상호작용하시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 그 인터넷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
정을 내리는 거를 직접 상담실에서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할 때 제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이에게도 부모하
고 의사소통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관찰
한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서 걔
가 그게 계속 됐을 때 가지게 되는 결과가 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
해서도, 이렇게 부모님이 나타내는 것들을 이
야기를 좀 해 드리고. (상담자 G)

무절제하게 하는 게 게임만 그런 것이 아니
고 돈 쓰는 것도 무절제하고, 먹는 것도 무절
제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
려 게임은 일단 빼고 그 돈 쓰는 거부터, 부
모님이 용돈 주는 거부터 그런 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상담자 J)
부모상담: 자녀의 자율성 존중. 상담자들은 부
부모도 좀 숙제를 내줘요. 주말 대안활동 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촉진한 개입이
같은 거,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 아이와 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문제를 다루는 데 효과적이
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부모는 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우울정서를 경험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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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현실에서의 통제감과 목표의식이 부족하
여 현실에서의 좌절을 인터넷 과다사용 통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인내심
있게 대하면서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도록 조력
한 전략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줬어요. 네가 이렇
게 처음엔 이야기했지만, 일상생활에 너도 이
런 장애가 있었던 거 같다, 근데 지금은 어떠
니,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마
무리했었던 거 같아요. (상담자 A)

그게 큰 성공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
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인터넷
사용을 거의 안하도록 방학동안 관리를 하시
면서 권유에 따라서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상담자 G)
아이의 상담을 좀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가
계속 될 거다. 그래도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아이가 시행착오를 하고 그런 것에 대
해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하며 인내
심을 갖고 꾸준히 기다려주라고 하면서... (상
담자 B)

부모상담: 위기(문제재발)에 대한 가족 적응유
연성 강화.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부모
후기상담 과정에서 ‘위기(문제재발)에 대한 가족
적응유연성 강화’ 개입이 주효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즉, 부모에게 인터넷중독 문제는 얼마든지 재
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재발을 실패
가 아닌 하나의 문제해결과정으로 유연하게 바라
볼 수 있도록 촉진한 개입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인터넷중독 청소년 후기 및 추후상담의 효과
적인 개입
상담을 통한 변화과정 점검. 상담자들은 인터
넷중독 청소년 후기상담 과정에서 상담을 통한
변화과정을 점검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는 상담과정 동안 중독문제를 다루었던
경험을 공고화시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발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과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
한 개입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목표를 잡고, 피드백하고, 아직 남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종결하고, 종결한 뒤에는 이
때까지 했던 검사라든지 K척도 같은 걸 좀
낱낱이 보여줬거든요, 다시 한 번 문항을 보
여주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였고
이런 거였고. 이 때는 종결 시기기 때문에 그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인터넷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때마다 좌
절하지 않고 또 잘 다질 수 있도록, 이런 것
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
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마지막 마무리
로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인터넷중독 아이
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위기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 가족에 대한 부분, 탄력성 이런
것들을, 위기에 대처하는 가족의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상담자 E)
또한 상담자들은 추후상담에서 ‘목표 진행 정
도의 지속적 점검’과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변화를 공고히 하고 확대함은 물론, 중독이
자주 야기할 수 있는 재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도록 한 개입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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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큰 애들 경우에는 12회기에 끝내고,

그 이후에 아이와 전화상담한다든지, 부모랑
전화상담한다든지, 관리정도 하고 방학 같은
때 한 번 더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
검하고, 목표로 세웠던 거 잘 진행되고 있니,
만약 잘 안 되고 있으면 그 때 우리가 목표
세웠었는데 좀 더 해 보면 안 되겠니... (상담
자 B)
동반자 연계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안착이
좀 될 때까지 그런 관리를 좀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자원 활용을 통해서 이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대안활동을 찾으려면 사실 형
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드럼 치고 싶은데 드럼
칠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동반자들은 그런 연
계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관리하고 같이 함께 해 주고 하면서 아이가
조금 더 폭넓은 서비스들을 받으면 만족스러
워 하는 거 같아요. (상담자 E)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장
애요인
상담자들이 인식한 내담자의 인터넷중독 문제
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장애요
인들을 분석한 결과, 내담자 개인 요인, 내담자
환경 요인, 상담자 및 상담과정 요인의 하위범주
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내담자 개인 요인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상담 및 변화동기 부족,
변화시도가 좌절되었을 때 쉽게 포기해 버리는
취약성, 느린 문제 개선 속도 및 빈번한 재발, 문
제 해결에 필요한 내담자 자원 부족(낮은 지능,
사회적 능력 부족 등)이 문제 개선의 장애로 작용
한 내담자 개인 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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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변화 동기 부족.
동기가 없던 애들이었구요, 상담 동기 전혀
없고, 집에 가면 일단 제가 올 시간 딱 되면
나가버리고 이랬던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상담자 D)
아이들이 그거가 정말 잘못됐다고 인식을
대개 안한다는 거가 많은 거 같아요. 이게 재
미있고 돈도 안 들고,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내가 좀 변
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 부여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상담자 G)
좌절에 대한 취약성.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철수한 다음에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아무 것도 안하
는... (상담자 G)
느린 문제 개선 속도 및 빈번한 재발.
재발, 재발인 거 같아요. 환경 너무 많이 있
고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예, 이 친구들을 무인도에 갖다놓지
않고서는 재발의 위험은 계속 있는 거 같아
요. (상담자 A)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 아이를 지역 아동센터에 연계를
했어요. 한 1년은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
간에 집에 틀어박혀서 혼자 외톨이 돼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추수상담으로 찾아갔더
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일
하러 나가고, 누나는 학교 가고 없으니, 혼자
막 TV 아니면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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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H)
내담자 자원 부족.
접근 능력이 없는 애들도 많죠. (인터넷중
독 아이들은) 뱅뱅 밖으로만 돌고 외톨이가
되는 거죠. (상담자 H)
발달이 조금 느린 거 같아요. 다른 또래 친
구들 보다, 인지 발달이 조금 느리고, 행동하
는 것들이 느린 거 같아요. 이해력도 좀 떨어
지고... (상담자 J)
내담자 환경 요인
상담자들은 가족의 돌봄 및 모니터링 부족, 자
녀 위기에 대처하는 부모의 적응유연성 부족, 인
터넷 자극 통제 불가, 대안활동 부재 등이 문제
개선의 장애로 작용하는 내담자 환경 요인이었다
고 보고하였다.
가족의 돌봄 및 모니터링 부족.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컴퓨터
할 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되니까, 부모님 개
입이 안 되니까 (상담이 잘 안 됐어요). (상담
자 H)
그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이 없고. (상담자 E)
자녀 위기에 대처하는 부모 적응유연성 부족.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잠 못
자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컴퓨터밖에 없잖
아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절대 병원 치료는
안 된다, 이 사실이 아빠한테 알려지면 나는
쫓겨날 것이다. (상담자 B)
인터넷 자극 통제 불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은 컴퓨터
자체를 없애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가 불편해서 안 되고, 아빠가 불편해서 안 되
고, 가정환경 자체도 컴퓨터 없이 안 되는...
(상담자 H)
대안활동 부재.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일 수도 있는
데,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도시하고 좀 떨어
진 곳에, 굉장히 외진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
으로 돌아가게 되면 청소년 문화라든지 학원
이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완전 차단이 되는
거예요. 또래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 마땅히 가면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거 이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
는 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대
안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구요. (상담자 B)

상담자 및 상담과정 요인
아이는 변하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안 상담자들은 상담자 소진, 내담자 이해의 어려움,
따라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업 개입 기간의 제한 등이 문제개선의 장애로 작용한
중단 청소년 여자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는 상담자 및 상담과정 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공존질환 검사를 했는데, 해리 증상도 있고,
환청도 들리고, 밤에 잠을 못자고 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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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소진.
다른 상담에 비하면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상담자가 소진이 많이 되는 상담이 인터넷중
독 상담인 거 같아요. (상담자 B)
내담자 이해의 어려움.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
한 툴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짧은 지
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담자 A)
개입 기간의 제한.
저는 저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모든 (사
례를) 다 3개월로 끊는데, 저도 (인터넷중독
상담을) 그렇게 해 보려고 3개월로 회기를 잡
으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자 B)

이상의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과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를 그림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자들은
파악된 내담자 특성 및 상담진행 단계를 고려하
여 적절한 개입을 활용한 것이 내담자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특히 상담자들은 상담 초기단계에서 동
기부여를, 후기 및 추후단계에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들이 보고한 상담의 장애요인들에도 동기
부여 및 재발 관련 요인들(상담 및 변화동기 부
족, 좌절에 대한 취약성, 느린 개선 속도 및 재발
문제)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담자들은 중기단계에
서 내담자 특성을 반영시킨 개입들을 활용한 것
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이
자기조절력 부족 외에도 우울 및 낮은 자존감, 대
인관계 대처능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림 2. 상담자들이 인식한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효과적인 개입 및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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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들을 제공하였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중독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
는 가족지지체계, 환경통제, 대안활동이 뒷받침되
지 않았던 경우에는 문제 개선의 어려움이 발생
하였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자기통제가 어렵고 재발이 빈번히 발생하는 내담
자의 중독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일관적으로 돕
기 위한 전략으로 부모상담을 병행한 것이 도움
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의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 즉, 상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
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의 주요 특성,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식하는
개입들, 그리고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
에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인터넷중독 청소년
과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 11명을 대상
으로 포커스그룹 면접을 수행하였고, 면접자료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
담자들이 인식하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의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은 ‘자기조절력 부족’, ‘우울
및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대처능력 부족’이었
다.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이 ‘현실도
피’, ‘무료함 해소 및 시간 보내기’, ‘대인관계 욕
구 충족’, ‘부모통제 수단’ 등의 현실 불만족을 대
리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인터넷 이
용동기 특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상
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과소평가하여 대면이나 상담관계 형성
에 비협조적으로 대할 뿐 아니라 변화에 대해 무

기력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컴퓨터 접근 용이’, ‘문화환경적 낙
후지역 거주’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부모양육의
결핍’,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족’, ‘부모의 자녀
통제 문제’는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인터넷 사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한 가족환경
특성이었다. 둘째, 상담자들은 청소년 상담과 부
모상담을 일관성있게 병행한 것이 인터넷중독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고 있
었다. 시기별로는 초기상담에서 ‘동기부여’에 집
중하였던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기상담에서는 ‘인터넷 조절능력 함양’을 공통적
인 개입으로 적용하면서, 인터넷 이용동기와 관련
된 심리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 관점 개발’, ‘사회
적 기술 훈련’의 개입을 병행하여 적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후기 및 추후
상담에서는 재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을
활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장애요인으로 변화동기 부
족 및 재발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 요인, 가족 돌
봄 및 모니터링 부족을 중심으로 하는 내담자 환
경 요인, 그 외 다양한 상담자 및 상담과정 요인
이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 상담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식된
개입들과 극복하기 어려웠던 장애요인들 모두 동
기부여 및 재발관련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기부여 및 재발을 다루는 개입
이 내담자의 인터넷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
시키는 측면뿐만 아니라 상담의 전반적인 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수행
해야 하는 개입으로 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 내담자 및 부모상담에서 효과적이었
다고 인식되었던 개입들, 인터넷 문제를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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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제로 작용했던 장애요인들 등,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주요 특성을 실제 상담경
험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
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상담이론들을 인터넷중독
상담의 관점에서 검증하고 정교화시키는 데 실제
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에의 시사
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상담자들은 인터넷중독 청
소년 초기상담 과정에서 변화동기 부여에 주력한
것이 내담자의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인식 수준
이 낮은 중독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변화동기 증진은 핵심적인 변화기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장재홍, 2011; 현명호 외, 2006;
Miller, 2007; Orzack et al., 2006). 본 연구의 참여
자들은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들이 회피적인
상담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인터
넷중독은 회피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노안영, 정민, 2011; 장문
선 외, 2011). 특히 본 연구에서 보고된 현실도피,
무료함 해소 및 시간 보내기, 대인관계 욕구 충족
등의 내담자 인터넷 이용동기들은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높은 이용동기임이 밝혀진 바 있다(박혜
영, 이은미, 박상미, 2009). 즉, 심각한 인터넷 문
제를 가진 내담자일수록 현실의 어려움을, 인터넷
을 통해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조민
자, 2010) 현실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상담에 거
부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 및 변화
동기 부족’은 내담자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 준비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합한 동기강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기강화상담에서 변화단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인식(recognition), 실천(taking steps), 양
가감정(ambivalence)이라 할 수 있다(장재홍, 2011).
즉, 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처럼 낮은 변화단계
에 있는 내담자가 변화행동의 ‘실천’으로 나아가
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독행동을 지속했을 때의
단점을 ‘인식’시키고, 중독행동에 대한 ‘양가감정’
을 다루는 개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
인이므로(Miller, 2007) 상담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동기강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한인
영, 우재희, 2011).
둘째, 상담자들은 ‘인터넷 조절능력 함양’을 공
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동기
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따라 ‘긍정적 관점 개
발’, ‘사회적 기술 훈련’의 개입을 병행하여 적용
한 것이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결과는 인터넷중독 치료
에 있어 자신의 중독행동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개입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여러 연구들에서도
자신의 인터넷 사용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따른
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조절이탈 반응을 방지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김교헌, 2006;
전혜연, 현명호, 전영민, 2011; 표현정, 이민규,
2009). 따라서 중독적 증상 개선을 위해 자기 행
동에 있어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인
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상담적 개
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활동의 시간 제
한, 현실기반의 대안활동 참여 격려 등은 자기조
절 실행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Dougla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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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미․조영미․김경은 /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의 특성 분석

본 결과는 인터넷중독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인터넷중독 문제를 개선시키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러 인터
넷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도 내담자가 가지고 있
는 공존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다루어
가려는 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강희양, 손정락,
2010; 성미나, 홍성화, 2010; 현명호 외, 2006;
Young, 2011). 예를 들어 Young(2011)은 인터넷중
독 인지행동치료 과정 중에 HRT(Harm Reduction
Therapy) 단계, 즉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 발달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상황적, 직업적 문제들을
확인하고 개입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
넷중독 청소년 내담자들이 주로 우울, 낮은 자존
감, 대인관계 대처능력 부족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울(김종범, 한종철,
2001; 박경애 외, 2009; 박승민, 송수민, 2010 서승
연, 이영호, 2007), 낮은 자존감(김종범, 한종철,
2001; 김진희, 김경신; Douglas et al., 2008; Smahel
& Brown, 2012), 대인관계 대처능력 부족(김진희,
김경신, 2006; 박경애 외, 2009) 문제는 기존 연구
들을 통해 인터넷중독과의 관련성이 활발히 검증
된 바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 관점 개
발과 사회적 기술 훈련의 개입이 우울 감소와 대
인관계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인터넷사용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이는 사회적 기술 향상을 통해 기질적인 자
극추구 문제가 가져오는 인터넷 조절 문제를 완
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이동훈, 송연주, 김홍석,
2012), 우울 문제가 개선될 때 인터넷 조절 문제
와 관련된 여러 변인(교우관계 문제, 자기도피 성
향, 스트레스 인지, 낮은 가족 응집력 등)의 영향
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김진희, 김경신, 2006; 노
안영, 정민, 2011; 박승민, 송수민, 2010)와 일치하
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 상담시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인터넷중독 증상과 관련시켜 어떠한 방
식으로 개입되어야 할지 계획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양육 결핍,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족, 부모의 자녀통제 문제
가 자녀의 인터넷중독과 관련된다고 파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부모
의 비효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터넷중독 문
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영혜,
2010; 노안영, 정민, 2011; 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장재홍, 2004).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청소년 내담자의 중독문제를 일관
적으로 돕기 위한 전략으로 부모상담을 병행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본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중독문제를 보다 객관
적으로 이해하고 자녀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역량을 강화하는 데 부모상담의 초점
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중독치료에 있어 부
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을 동참시키는 것은 내
담자의 문제인식, 치료도입, 치료과정의 몰입과
유지, 성공적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2007). 특히 중독 내담자들이 전형적으
로 가지고 있는 변화동기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한인영, 우재희, 2011; Miller,
2007). 즉, 청소년이 부모변인의 영향으로 인터넷
문제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자녀
의 충동적인 인터넷 사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돕
는 부모지지체계를 강화시키는 개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Shek,
Tang, Lo(2009)는 개인상담 요소, 가족상담 요소,
또래지지 그룹의 요소를 결합시킨 다수준 개입
모델(multi-level intervention model)을 제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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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중독 청
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데 있어 부모
를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개입은 중요한 과정으
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청소년 상담과 일관성
을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자들은 후기 및 추후상담에서 특히
인터넷중독의 재발 문제에 집중한 것이 인터넷중
독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발 문제는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인터넷 문제를 개입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 중 하나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재
발관련 개입은 인터넷중독 상담에 있어 그 중요
성과 어려움을 함께 갖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과정 중에 이
루어졌던 문제 극복 과정을 공고화시켜 재발 위
기가 왔을 때 그 과정을 스스로 반복할 수 있도
록 돕거나, 재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 적
응유연성을 높여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개입한 것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재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재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재발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여 변
화를 재시도할 수 있을지를 계획한 것이 보다 현
실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초이론
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에서는 사람들은 어
떠한 행동변화를 이루기까지 재발을 경험하면서
숙고, 준비, 실행, 유지의 변화단계들을 재순환하
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발을 ‘실패’라기보다는 추
가적인 변화를 알리는 ‘정상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Miller & Rollnick,
2007). 이렇듯 재발을 정상적인 사건으로 보는 개
념은 여러 중독치료 프로그램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향후 기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치료자 되기’를 연습해 보거나(정은실, 손

정락, 2011), 또래 압력과 관련된 고위험 상황
을 파악하여 거절기술을 습득하거나(현명호 외,
2006), 약물사용과 관련된 고위험 상황에서 적절
한 선택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읽을거리와 과제
를 제공하는(Sobell, Sobell, & Agrawal, 2009) 등의
개입은 모두 재발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구체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종 재발을 경험한 사람들
은 오랜 습관에 대항할 만한 새로운 방법을 재발
단계에서 터득해 낼 뿐 아니라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작은 성공경험들을 근거로 다음 번 시도를
할 때 더 높은 성공확률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ller & Rollnick, 2007). 따
라서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재발
의 부정적인 개념을 재구조화시키고 재발 가능성
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이에 현실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내담자가 이전의 행동패턴으로 돌
아가려는 재발의 위기에 처하더라도 상담과정에
서의 성공경험들을 떠올리며 이전보다 나은 전략
을 세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인터넷중독 청소년 상담경험을
갖추었지만, 전체 상담경력 및 인터넷중독 사례
경험 면에서 비교적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참여자 대부분이 언급하고 동의했
던 내용들 위주로 분석되었으므로 상담자의 경험
차에 따른 상담개입의 차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담경험이 많은 상담자
와 적은 상담자는 내담자 파악이나 상담개입 면
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선자, 최해림, 2002; 장재홍, 권희경, 2002).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경험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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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청소년 내담자의 사례 개념화와 상담
개입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어, 상
담자 인식에 의한 효과적인 개입을 상담자 경험
수준과 관련시켜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포커스그
룹 방법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호토
론 과정을 통해 통찰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고 의
견 합의에 이르는 주요한 내용들을 추출해 내는
데 유용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담자
들로부터 개별적인 상담개입 방식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이끌어내고 유목화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소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방
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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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ors’ Perspectiv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Addicted Youth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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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unselors' perspectiv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addicted
youth counseling. For this task,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1 counselors who had ever intervened Internetaddicted youth clients were conducted, and the content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ternet-addicted youth clients were psychologically characterized by depression,
low self- regulation, low self-esteem, and lack of interpersonal coping ability, from the counselors' perspectives.
Also counselors reported that Internet-addicted youths tended to use Internet by way of complementing their
unsatisfactory present state, and express their avoidant and dependent counseling attitude. Secondly, the counselors
stressed the importance of ‘motivation’ intervention during initial counseling sessions. Counselors also reported
that counseling was effective when ‘developing positive views’ and ‘social skill training’ went side by side with
‘self-regulation’ intervention, depending on the clients' psychological motivation in relation to Internet overuse.
And counselors stressed that the coping strategies with relapse were effective during the final and follow-up
sessions. In addition, counselors suggested that it was effective to perform the parent counseling simultaneously as
the strategy for helping Internet-addicted youth clients consistently in their daily lives. Finally, counselors
reported some barriers of counseling progress such as client's low motivation, relapse, and lack of family care &
monitoring. The implications for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et-addicted youth counseling, counselor Intervention, focu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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