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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사

우리가 접하고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와 그 미디어가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

은 경계와 한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 합니다. 여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역

할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2019년, WHO의 게임사용장애 질병분류 발표에서 부터 미디어 과의존의 저연령화 같

은 이슈는 미디어의 역기능이 연령과 국경을 초월해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특히 미디어 과의존의 저연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개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안에 한 적극적 응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국내외 미디어 과의존 관련 문헌과 연구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

의 보호자, 교사, 현장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조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인터넷·스

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

지센터와 협력하여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

동과 시범운영지도자의 높은 만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서

울강북  아이윌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

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남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진으로 수고해주신 심리상담센터 감사와 기쁨의 이형초센터장님

과 본원의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록

중·고등 시기 청소년의 문제로 인식되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최근 몇 년 새 

유아동기로 확 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저연령화가 국가적 문제로 두 

되었다. 

스마트폰 보급률 국가 1위이자, 초등학생 어린이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듯,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은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다.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은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및 보호자들의 개입 요구가 가장 큰 초등학교 3, 4학년을 상으

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학부모 안내문 및 가정 내 

지침서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시범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획단계에서는 첫째, 기존의 초등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프로그램들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에 한 요구도를 확인하

기 위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현장실무자를 7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개 권역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3, 4학년 보호자, 교사, 현장전문가 22명을 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기획단계에서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회기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흥미위주의 활동을 포함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총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둘째,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 로 아동

의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욕구 충족을 통한 행동변화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보호자가 가정 내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조절 양육 

방법 및 자녀가 세운 액션플랜을 가정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 등에 한 



안내하였다. 넷째, 발달수준에 맞는 용어 선택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

태 및 활동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를 지도자로 모집하여 9월 ~ 10월 말에 걸쳐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본원 연구진 및 시범운영 지도자들은 관할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청소년 유

관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3~4학년 남녀 학생 총93명을 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

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 아동 및 보호자를 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시범운영 담당자 및 참여아동의 평가 (회기별 평

가, 종합평가)를 수집하였다. 사전-사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응표본t검증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프

로그램 참여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집단

상담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스마트폰 위험탈출 Cheer up!)이 초등학교 3, 4학년의 스마

트폰 과의존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스마트폰 과

의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등 3, 4학년을 상으로 자기결정성에 근거하여 아동의 

행동변화에 한 내적 동기를 강화 시키고자 하는 개입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실패

로 인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문제 상황들에 초점을 두어 프

로그램을 구성했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실제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가족, 형제

자매와의 갈등, 건강관련 문제, 생활태도 및 행동의 문제 등을 이해가 쉽도록 애니매이

션으로 제시함으로써 관심과 집중을 높이고 아동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수집된 통계 결과 및 참가자, 담당자들의 평가의견은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감수를 거쳐 최종프로그

램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저연령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부재

한 상황에서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 확인에서부터 요구, 평가에 이르는 과

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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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해 정보와 사람을 연결하는 체계로 세 와 공간을 넘어서 

현 사회의 효율성과 편리성 그리고 오락성을 제공해준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요즘 세 에게는 (Tapscott, 2008),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의 요소가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8

년 91.5%이며, 3세~9세의 아동의 이용률은 87.8%이며, 10 는 99.9%에 달해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19a), 세계 최고의 디지털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노년층을 비

롯해 유·아동의 사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 연령 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한편, 스마트폰의 중화는 한국의 보편적 인터넷 사용에 크게 일조하였으며, 특별

히 유·아동에서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의 사용률 증가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보유율의 증가는 현  사회의 주요한 단면

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생활의 부분의 영역과 관계되어 있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전 세 에 걸친 보급 추이는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18년 실시된 국가통계자료인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29.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b). 이는 2017년에 비해 완

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이지만,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위험률을 보이는 수치다. 최

근 몇 년 사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역기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는 

저연령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에 따르면 3~9세에 해당하

는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0.7%로 전년 비 1.6%p 증가하였고,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 지나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문제는 발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

하여, 현재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 위주의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벗

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비롯한 저연령 상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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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점이다.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역기능은 Goldberg에 의해 1996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로 

인터넷 중독, 병리적 인터넷 사용, 강박적 인터넷 사용, 문제적 인터넷 사용, 인터넷 의

존, 인터넷 과사용, 인터넷 게임장애 등 학자들마다 나름 로의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왔다 (이동한, 이환배, 김 진 & 이상규, 2015).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

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의 용어로도 개념화하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은 척도의 

상관성이 유의하며, 인터넷의 주 사용기기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각각을 

개별적인 존재로 구분하여 개입하기 보다는 함께 다루어야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서민재, 최태용, 우정민, 김지현, & 이종훈, 2013; 이동한 등, 

2015; 이혜진, 2017). 한편, 정신과 진단편람인 DSM-5에서는 인터넷 게임장애를 집착

(preaccupation), 내성 (tolerance), 흥미결여 (loss of interest), 금단 (withdrawal), 통제실패 

(loss of control), 부정정 기분의 회피나 경감 (escape), 문제를 인식하지만 계속 사용 

(persistence), 속임 (displacement), 관계·직업, 교육·경력이 위태롭게 되는 것 (conflict) 

같은 9가지를 진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성훈, & 권정혜, 2017). 더불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구성하는 요인을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으로 

보기도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권정혜 등(2013)은 스마트폰중독 척도에서는 일

상생활장애, 긍정적 예감, 금단, 가상세계지향, 과다사용, 내성을 요인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2016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중독 문제를 통합하여 이용

자의 주관적 자율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인 조절실패 (loss of control), 인터넷 사용

을 다른 현상보다 두드러지게 지각하는 현저성 (salience), 심리적·사회적· 인관계적 

면에서의 부적응적 결과인 문제적 결과 (serious consequences) (권선중 & 엄나래, 2016)

를 주요 하위요인으로 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주의를 요하는 상

태에서부터 즉각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중독 위험성이 높은 상태까지를 포함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과의존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요소는 인터넷으로 간주하여 정의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이 절 적인 우위인 점을 고

려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하고자 한다. 즉,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인

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기 사용으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이 초래되

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것처럼,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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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들의 범주도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큰 

범주로 구분하자면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인

적 요인에는 자극 추구 경향과 충동성과 같은 기질적인 면 (Yen, J.Y 등 2017; 박미진 & 

김광웅, 2015)과 정서조절 능력이나 외로움 등의 정서적 요인 (김소연 & 전종설, 2016; 

Ostovar, S. 등, 2016; 조성훈 & 권정혜, 2015; 박미진 & 김광웅, 2015)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나 중재 유

형, 사회적지지, 또래와의 관계 등 (구현영, 2013; 김효숙, 유형근, & 남순임, 2015)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거나 치유 목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위의 영

향 요인들을 강화하거나 적응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하지만, 현행 

프로그램들은 부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저연령 청소년의 발달적, 심리·사회적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연령 청소년의 범위를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제한

하여, 이들의 발달적 특성과 함께 연령 특유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공통된 

특성을 도출해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보

고서에서는 저연령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아동으로 지칭하여 연령 에 부합한 용어로 

체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아동기는 발달적으로 유아기 때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바

라볼 수 있는 조망능력이 증가되면서 또래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이봉주, 김

선숙, & 김낭희, 2010),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와 더불

어, 외부세계에 한 통제능력이 발전하면서, 규칙을 내재화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무엇보다 자기 통제력을 통해 욕구 및 충동 조절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기도 하다 (Shaffer, 2008, 이봉주 외, 2010).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초등학교 1~4학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아동은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기로 그들만의 발

달적 특징이 도드라지고, 생활 전반에 절 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이 시기의 아동

을 트윈 (tween)세 라고도 하는데, 이는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끼어있는 가장 애매한 

시기로 8세부터 14세 사이의 세 를 지칭 한다. 트윈세 인 이시기의 아동들은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의 발달에 익숙하고 어른 수준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방면에 관심

을 보이며 소비 문화적으로 관심이 증 되는 시기이다 (Drake-Bridges & Burgess, 2010). 

따라서 이 시기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의 사용은 지나친 상업주의와 선정적인 미디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 한 영향을 미치며, 주요 발달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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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해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에서 오는 정

보의 흐름에서 아동들은 스스로를 분리할 수 없으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미디어 콘

텐츠에 한 저항력이 약해 더욱 쉽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Wedge, 2018, Mar 06), 아동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특성을 분

명히 하여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일 수 있겠다. 

본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특

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한 접근과 회복을 위한 체계화된 모델이 기반이 되

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아동기 행동변화를 위한 모델을 바탕으로, 아동의 인터넷·스

마트폰 과의존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아동 (초등1~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초등 1~4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 그리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상으로 상담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분석을 통한 치유 모델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아동기는 본격적인 청소년기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이때의 과의존 위험성의 차

단과 회복은 이후에 생길 어려움을 막는데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프로

그램들은 부분 중·고등 연령에 치우쳐 있으며, 초등학교 과정을 다루더라도 고학년

에 치우쳐 있다. 또한 초등 1~4학년 아동에 해서는 부모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들

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적

인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검증된 프로그램을 전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및 

보급에 책임이 있다. 

Price (1974)는 프로그램의 효과는 현장과 문제가 되는 상황을 표적화해 현장성을 강

조해야 하며, 이런 현장에는 지역사회, 상자, 학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이들은 프로그램이 파급되는 일차지점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Maton, 2000). 따라

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상을 명료히 하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 요인을 탐색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특별히 현재까지 특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 전무한 영역에 해서는 

보다 절처한 탐색 및 조직화가 요구된다. 이에,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특성 

및 환경적 요소에 한 경험적 기초자료 수집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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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디어의 인터넷 체계

에 기반을 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관련 선행연구, 개입 프로그램 및 효과 연구들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에 기반을 둔 과의존의 특성 및 효과

적인 프로그램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보호자, 교사 및 현장 전문가 상의 질적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및 청소년 상담 현장 전문가들의 심층적 의견 수렴하여 아동에 최적화

된 구성요소를 도출해냄으로써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과 상에게 적합한 교구

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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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디지털 시  연령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디지털 네이티브 (digital native), 넷 세  (net generation) 등은 1990년  디지털 혁명

기의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전자미디어와 더불어 사는 세 를 (Prensky, 2004; 

Tapscott, 2008) 지칭했다. 일명 ‘Z 세 ’라고도 불리는 지금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인

터넷과 각종 미디어 발달에 뛰어난 적응력과 어른 수준의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며, 소

극적인 이용자에서 직접 콘텐츠와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적극적인 디지털 시 의 

주역이 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은 가정 및 학교 외에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강력한 

환경 요인이다. 특별히 인구 당 스마트폰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속도 등에서 세계 정상

급인 한국의 청소년은 자타가 공인하는 표적인 디지털 세 이다. 2017년도 국제전기

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발표한 국가간 ICT 발전지수 

(ICT developments Index, IDI) 비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76개국 중 2위였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7). 국내 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국내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8년 76.5%에서 2018년 91.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3~9세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은 87.8% 이었으며, 10 의 경우 99.9%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2019a). 

주목할 만한 점은, 전 연령 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는 감소하여 이용연령 가 확 되었으나, 최근 3년간 고령층과 

3~9세 유·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률의 증가 폭이 타 연령 에 비해 급격하게 

크다는 것이다. 즉, 3~9세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률의 경우 전년 비 12.9%p가 증가한 

73.7% 이었으며, 인터넷이용률 또한 전년 비 5.6%p 가 증가한 87.8%로 나타나 타 연령

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a). 이러한 현

상은 스마트폰의 중화가 컴퓨터를 체하면서 모바일중심의 인터넷 환경 조성이 남

녀노소 구분 없이 전 연령 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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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터넷 이용 목적이 교육이나 학습 (49.5%)을 위한 것 보다는‘커뮤니케이션 

(94.8%)’이나 ‘여가활동 (92.5%)’등을 위한 목적이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a). 이는 여가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즐길만한 여가활동 문화가 부족한 우리나

라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활동 신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한국의 인터넷 발전 상황은 4차 산업혁명 시  국가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에 기 를 

갖게 하였지만 부작용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 표적인 예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또

는 과의존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만 3세에서 69세를 상으로 실시된 2018년 스마트

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상의 19.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보고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b). 특히 연령이 어린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전 연령 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

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10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 비해 3~9세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은 2015년 

12.4%로 부터 2016년 17.9%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래 2017년 19.1% 그리고 2018년 20.7%

로 다른 연령 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b). 

게다가 앞선 조사결과에서는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요인이 주로 ‘스마트폰 사용

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인 현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조절실패가 

원인인 청소년이나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애초부터 주위의 유혹에 응할 동기나 의지가 없는 유·아동을 상

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

됨을 시사한다. 

결국, 앞선 조사결과들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 가이드 및 중독 상담 프로그램 앱 보급, 

스마트폰 보안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사이버 안심존 등 청소년의 인터넷 과

의존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초등 저학년과 같은 저연령 청소년의 인터

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인터넷 게임중독, 사이버도박중독 

등 그 유형 또한 진화 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이 적신호가 켜지면서 심각

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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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역기능적 사용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

터넷 중독 (internet addiction), 스마트폰 중독 (smartphone addiction), 스마트폰 과다사용 

(smartphone abuse/overuse),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 (compulsive internet use), 문제적인 인

터넷 사용 (problematic internet use), SNS 중독 등 중적인 글 또는 학술 문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

되어 사용되고 있다 (Chóliz, 2012; Davey & Davey, 2014; Liu & Potenza, 2007; Lu et al., 
2011; Mitchell, 2000). 이러한 용어들은 인터넷을 강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사용이 

억제 또는 박탈되었을 때 보이는 과민한 행동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Mitchell, 2000), 

행위중독의 측면에서 인터넷사용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적으로 인터

넷 중독은 Goldberg (1996)가 DSM-Ⅳ의 물질중독을 근거로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인터넷중독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고, 

Young (1996)은 병리적 도박을 근거로 ‘병리적 인터넷이용’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

하였다. ‘병리적 인터넷이용’기준은 중독의 주된 행동 특성인 내성 (tolerance), 금단증

상  (withdrawal symptoms), 조절력 상실 그리고 강박적인 집착 등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의현 & 김 진, 2016; 박미진 & 김광웅, 

2015).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자의 견해 및 척도 개발자가 만든 명칭에 따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역기능적 사용에 한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게 시도되어왔으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DSM-5 (Association, 2013)에서는 인터넷 게임

이용장애 (Internet gaming disorder)를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로 분류되어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연구자들 간의 개념적 정의에 한 합의가 이루

어 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WHO 에서 ‘디지털기기 과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중, 관련 근거가 충분

히 축적된 게임중독문제를「게임이용장애 (gaming disorder)」로 명명하여 국제표준질병

분류 (ICD-11) 등재를 추진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면서 게임을 과도하게 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경우라면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는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곽희양, 2019. 05. 26). 이는 문제적인 인터넷 사용을 인간의 행위도 중독될 수 있다고 

정의하는 행위중독으로 개념화하는 학문적 개념 확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인터넷 중독의 개념에 스마트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

하거나 휴 전화 의존도와 같은 개념을 빌려 스마트폰 중독에 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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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인관계지향 

등의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충동성이나 집착증상을 보이고 (전혜

숙 & 전종설, 2017), 이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석말숙 & 구용근, 2016). 최근에는 임상적 관점에서 중독의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개념이 통

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b), 스마

트폰 중독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PC를 통한 인터넷사용과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에 차이

가 있으며 휴 성, 콘텐츠의 중독성 그리고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의 인관계 지향에서 

둘 간의 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박미진 & 김광웅, 2015),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 결과가 정신의학적 관

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유사하고 (나의현 & 김 진, 2016) 인터넷 중독 척도와 스마트폰 

중독 척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은 연장선상에

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서민재, 최태영, 우정민, 김지현, & 이종훈, 2013).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사용과 스마트폰사용을 구분지어 접근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개

념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도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을 기반으

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과의존 척도 (K-척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S-척

도)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가 개발되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b) 둘 간의 구분이 과의존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응책 마련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1인 

1 스마트폰 시 에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 에 걸친 생활의 필수요소가 된 지금, 

인터넷 과의존이냐 스마트폰 과의존이냐 라는 둘 간의 특성을 구분하려는 시도보다는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디어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인터넷의 문제적인 사용에 하

여 기존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사용

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태에서부터 중독 위험에 당면하여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

태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internet·smartphone addition)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즉,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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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인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지난 수년간의 선행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하게 범주화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

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

인으로 구분 지었다. 

가. 개인심리  요인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개인심리적 요인이다 (박미진 & 김광웅, 2015). 구체적으로, 유아를 비롯한 청소년의 자

극 추구, 위험회피 추구 및 사회적 민감성 등과 같은 기질적인 특성, 자아존중감 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가치감 관련 변인, 그리고 자기통제력, 공격성, 충동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들로 밝혀

졌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엄주리, & 하은혜, 2014), 자기효능감은 스마

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김정현 & 정인경, 2015), 일상생활스트레스

와 인관계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Chiu, 2014). 또한 인구학적 변인에 비

해 낮은 자기 효능감, 높은 충동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설

명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Wu, Cheung, Ku, & Hung, 2013). 자기 통제력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력의 하위요인 중에서 

즉각적인 만족감 추구가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Cho, 2015). 또 다른 개인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 능력, 외로움, 거절 

민감성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또래들에 비해 자신의 정서에 한 표현능력

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조절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정진영 & 하정희, 2013). 특별히 고독감 

또는 외로움과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에 한 보고가 있다. 즉, 인터넷 환경이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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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인데, 외로움이 높으면 SNS 중독 성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여종일, 2016). 

결국, 아동 및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를 통

해 밝혀진 다양한 개인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개입을 위

한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나. 사회환경  요인

앞서 확인한 청소년의 개인심리적요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들 또

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응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

인이다. 가족 및 학교환경은 아동 및 청소년의 표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이다. 다양한 

가족환경 변인들 가운데 부모의 양육방식은 표적인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학생

을 상으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물론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냈지

만, 부모지지와 해결지향적인 부모자녀의사소통 또한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석말숙 & 구용근, 2016). 즉,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지지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양한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요인은 학교 및 또래변

인이다. 구체적으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은 낮게 나타났다 

(석말숙 & 구용근, 2016). 학교생활적응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학습활동,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학교생활적응의 다양한 하위요인 가운데 학교규칙이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하위요인으로 나타나,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초등학

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Lee, & Cho, 2015). 

결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응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히 

아동의 개인요인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즉 다양

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은 가정, 친구, 교사, 학

교 등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생태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각각이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한 프로그램 개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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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 청소년의 발달  특성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한마디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동은 

매우 급진적인 발달과정 가운데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의 발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연령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응하기 

위해서는 아동기 인지적, 심리·사회적, 신체적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하며,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또래 및 교사 등 

가족 이외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증가 하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활발해 지면서 

관계를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 등이 정서와 인지, 인관계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

향을 미친다. 즉,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은 점차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

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점차 

원활해지며 (이봉주, 김선숙, & 김낭희, 2010), 아동기 또래 애착, 학교 적응과 같은 발달

과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가정만큼 중 해지며, 또래와의 애착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비중이 더욱 커진

다.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며, 아동기에 형성된 건강

한 또래와의 애착은 이후의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생활까지 이어지는 주요한 발달

과업이다. 

비록 학령전기에 비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가 가족관계에서 

학교환경으로 확 되고 가정이외의 환경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사회·인지적 발달에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고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여전히 부모와 

형제자매같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Rosen, 2018). 

즉,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에 비해 더 친 해 아동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시기이다 (장영애 & 박주은, 2011). 따

라서 스마트폰 사용 조절과 같은 아동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

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와의 애착을 토 로 하여 자기와 외부세계를 

통제하는 능력이 점차 발전 한다 (Shaffer, 2008). 특히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아동은 자

기 통제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통제력은 욕구 및 충동 조절 그리고 환경에 

한 통제로 나타난다 (이봉주 et al., 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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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기도 한 자기 통제력은 (조한익, 2011)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필

수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한편,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은 구체적으로 사고를 하는 시기이다. 경험을 통해 사고 

시기이므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에 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경험했거나 들었

던 이야기를 통해 사고를 확장한다. 그러다 점차 고학년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 즉, 경험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내용에 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해 지

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이시기의 아동들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중심으로 사고

하고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지 

타인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Rosen, 2018). 즉,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정서적 체험과 의사소통을 통해 사고력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동을 상으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현실 문제를 통해 아동의 경험과 느낌을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현상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최근 새롭게 등장한 용

어가 트윈 (tween)세 이다. 트윈세 는 10  (teenager) 와의 사이를 의미하는 

‘between’을 결합한 단어로 어린이도 청소년도 아닌 그사이에 끼인 세 를 일컫는 말

로 개 8세부터 14세까지 정도를 말한다 (Drake-Bridges & Burgess, 2010).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전환기를 경험하는 이 연령 의 아동들은 독립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하

기 시작하며 가족으로부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즉 이 시기의 아동

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이며 사회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시공간을 떠나 또래와의 연결을 허용해 주며 자기표현 및 발산의 장소

가 되는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연령 청소년의 특성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계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하나의 문화이자 사회화의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 틀에 짜이고 자유가 제한된 생활 속에서 자신들만의 사회적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

에게 소셜네트워크는 무한 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집에 갇힌 십 에게 친구를 사

귀고 사람을 구경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쉴 기회도 주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나보이드, 2014). 그러나 인터넷 세상이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 

측면에 안심하기에는 인터넷 게임중독, 사이버 도박, 소셜미디어 중독 등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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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인

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그 부정적 영향은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다. 예를 들면, 십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포츠 및 종교 활동, 면 면 활동

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과 수면시간이 감소하였고 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웰빙 

(well-being)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Twenge, Martin, & Campbell, 

2018). 또한 하루 5시간 이상을 스크린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

소년 보다 단맛 음료나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두 배 높고, 잠을 적게 자고, 신체활동이 

감소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를 덜 이용하는 청소년에 비해 비만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Kenney & Gortmaker, 2017). 이는 단순히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신체 활동을 

체하기 때문이 아닌 다른 일상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비만의 가능성을 높이

는 것이다. 

연령이 어릴수록 부정적 영향은 더 치명적이다. 아동기는 건강한 인격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지향해야 하는 시기이다. 즉, 가정, 학교 등의 사회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과 상호작용하며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성격을 형성해가고 건강한 사회

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규준에 부합하

는 정체성을 기르며, 부모를 포함하여 교사와 같은 성인으로부터 자신의 역할 모텔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동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가족 

간 화와 상호작용이 줄어듦으로 화를 통한 학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 

유 감뿐만 아니라 친 한 관계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 주요 발달과업인 또

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스마트폰 스크린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 또는 자극을 전달받고 스크린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또래들과 같이 있어도 혼자인 

상황이 지속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신체적 체험활

동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활동들을 희생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드는 

시간을 얻을 것이다. 이는 양질의 면 활동을 질적으로 떨어지는 온라인 사회활동으로 

체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연령이 어릴수록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할 수 있다 (Wedge, 2018, Mar 06).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는 이용

자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방 하고 무한정한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선정적, 폭력적, 적 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중독의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등 저

학년의 경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접하게 되고 그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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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게 되며, 동시에 또래로부터 새로운 인터넷 게임이나 온라인 활동을 배우는데, 이

때 아동은 언제고 유해 콘텐츠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Wedge, 2018, Mar 06).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 및 공격성 ·충동성과 관련

이 높다는 연구결과처럼 (김현진, 박효정, & 안해정, 2016),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아동

의 생리적 각성 (호흡, 심박동수, 혈압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 또한 높임으

로써 심리·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심리적 정서적 반응은 

아동의 취침시간 및 건강한 수면 습관을 방해함으로써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그

렇지 않은 아동 보다 좋지 못한 수면 습관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해 건강한 발육에 지장

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King's College London, 2016, 

October 31). 결국, 인터넷으로 인한 아동기 수면 부족은 운동 부족과 비만, 성장 장애, 

면역력 감퇴와 우울, 충동성과 같은 기분 조절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낮은 학업 

수행 등 학교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것이다. 

7.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 로그램개발의 

근이론 

앞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같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한 여러 

개념들이 행위중독의 측면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나타낸다고 언급하였

다. 즉, 게임이용장애 (gaming disorder)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경우라면 행위

중독 질환으로 볼 수 있다. 행위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mechanism)을 밝

히고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자신에게 미치는 심각성

에 한 인식이나 과의존을 줄이려는 동기가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으로 문제 및 

위험성에 하여 인식하도록 돕고 스스로 조절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요소로 구

성하고자 한다. 또한 행동에 초점을 두어 위험행동을 줄이고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변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접근이론으로 자기결정성 이론과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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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유기적 변증법적 관점을 취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격 (personality) 발달과 행동의 

자기조절 (behavioral self-regulation)을 위한 개인 내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개인은 성장과 보다 정교하고 통합된 자기 (sense of self)를 발달시키려는 타고난 경향

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Ryan & Deci, 2002). 즉, 사람들은 개인의 정신적 측면에서 그

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 연결하고자하는, 통합을 

향한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경향성은 자율성 (autonomy: 내적 조직

화와 전체적인 자기조절을 지향)과 동률성 (homonomy: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통합하려

는 경향)을 모두 포함하며, 건강한 발달은 자율성과 동률성의 상호보완적인 작용이 필

요하다고 강조한다 (Ryan & Deci, 2002). 특히 자기결정성은 자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외부의 힘을 인지하고, 선

택을 결정하는 행동의 원천이 된다 (김아영, 2010). 결론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자기결정성이론은 인지평가이론 (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 유기적 통

합이론 (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  인과지향성이론 (Causality Orientation 

Theory; COT), 기본심리욕구이론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BPNT)의 네 개의 미

니이론 (mini-theories)들로 구성된 매크로이론 (macrotheory)으로, 각각의 미니이론들은 

유기적 변증법적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가정을 공유하고 자기결정성이론의 

핵심 개념인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발달의 필수 요소인 기본심리 욕구 (basic 

psychological needs)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Ryan & Deci, 2002). 

그림 1. 동기유형과 조 유형을 보여주는 자기결정성의 연속선

(출처: Ryan & Dec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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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 이론인 유기적 통합이론 (organismic integration theory)에서는 

인간의 동기를 내재적, 외재적의 두가지가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한다. [그림 1]은 

동기의 유형과 조절의 유형을 보여주는 자기결정성의 연속선을 나타낸 것으로써, 행동

에 한 동기부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현되는 정도에 따라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

재적 동기로 구분하였고, 개인 동기의 수준을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구분

하여 개인의 행동 조절을 5가지로 유형을 연속선상에 놓이게 분류하였다 (Ryan & Deci, 

2002). 순서 로,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비자기결정적) 무동기 (amotivation)는 행동에 

한 의지가 결핍된 상태로 조절 또한 전혀 없다. 그다음인 외재적 동기 (extrinsic  

motivation)는 자율성의 수준이 가장 낮은 외적조절 (external regulation)에서부터 내사된

조절 (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 (identified regulation),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행

동에 한 동기부여가 가장 자율적인 자율성 수준이 가장 높은 통합된 조절 (integrated 

regulation)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행동에 한 동기부여에 있어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는 내재적 조절을 포함한다.  

Ryan과 Deci (2000)는 성장과 통합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성이 최적으로 기능 하도록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사회 발전과 개인의 행복(well-being)을 위한 핵심적인 요

소로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원천이자 학습과 창의성을 향한 인간의 경향성인 

내재적 동기를 강조했다. 또한 내재적 동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적인 경험이 

중요하며, 유능성 (competence), 관계성 (relatedness), 자율성 (autonomy) 세가지 기본심리

욕구 (basic psychological needs)가 충족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만약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러한 욕구들이 방해받게 되면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행복 

(personal well-being)과 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ing) 또한 저하 된다 (Ryan & Deci, 

2002). 기본 심리욕구는 보편적인 것이며 타고난 필수요소이므로 모든 문화권의 모든 발

달 단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주장 한다 (Ryan & Deci,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심리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

존 청소년들의 자기결정 동기의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에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본심리욕구에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능성은 자신이 사회 환경과 

효율적,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감

과 효능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유능성 욕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

력이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도전과제를 찾아내고 활동을 통해 기술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키도록 유도한다. 유능성 욕구가 능력이나 기술 자체이기보

다 개인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지각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유능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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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질 때 충족 된다 

(Ryan & Deci, 2002).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이 행동을 통해 유능감을 느끼도록 한다면, 

다시 말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

끼도록 긍정적인 내적·외적 피드백을 제공 한다면, 이는 아동의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

킴으로써 행동의 자기조절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 욕구는 스스로 조절하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행동으로써, 그 행동의 원인

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조절자라고 믿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

다 (Ryan & Deci, 2000). 개인은 자신의 흥미와 통합된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며, 자

율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유능감이 제 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아 자율성을 자기결정

성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는다 (김아영, 2010). 따라서, 아동이 자율적으로 자

신의 인터넷, 스마트폰사용에 한 규칙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유능감으로 연결되고, 이는 자기 결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관계성은 타인에게 수용되고 연결되고 통합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자신과 다른 사

람과의 통합을 향한 경향인 동률성의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Ryan & Deci, 2002). 

즉, 소속의 욕구와 같이 다른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경향

성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 있다고 느끼는 욕구는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거나 

공식적인 지위 (예, 배우자가 되거나, 어느 집단의 회원이 되는)를 얻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안정적인 교제나 조화를 이룬다는 심리적 지각과 관련이 있다. 

관계성에 한 욕구충족은 유능성이나 자율성 욕구에 비해 내재적 동기 증진에 직접적

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외적 원인의 내재화를 증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개

인 간의 활동에서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yan & Deci, 

2002). 특별히 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기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인터넷·스마트폰에 한 과의존을 줄이고 사용 조절

에 한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능성,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 이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자

신의 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촉진함으로써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한 내재화된 조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성에 한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yan & Deci, 2000; 2002), 기본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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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충족을 통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등 아동 및 청소년 삶에서의 심리적 안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하여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상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청소년의 게임조절 동

기,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자기결정성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미치는 영향을 밝히

거나 (김은영, 2012; 임숙희, 2016), 인터넷 중독 경향 청소년을 상으로 자기결정성을 

높이는 집단상담통합프로그램 (박경란 & 김희숙, 2011) 또는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

램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개발된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부분이 

주로 고등학생 상 연구이거나 중학생 이상의 연령이 높은 청소년을 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들이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을 상으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라는 기본 

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부정적 사용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IMB Model)

정보-동기-행동기술모델은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예방, 사회심리학 이론 

및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HIV예방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약물과 같은 다른 건강

행위에 한 상관연구 (correlational work) 그리고 실험상황의 개입연구에서 모델의 설명

력이 입증되었다 (Fisher & Fisher, 2002).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은 자기관리를 시작하

고 지속하기 위한 요인을 정보, 동기, 행동기술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개념화하여, 행

위변화의 선행조건으로 행위변화에 필요한 정보 (information),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동

기 (motivation), 정보와 동기를 습득한 개인이 행위변화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동기

술 (behavioral skills)을 제시한 이론이다 [그림 2]위 변화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행위 변화를 하게 하는 동기화가 되고, 자기효능감과 같이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기술을 향상시키면 행위변화를 촉진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 건

강 증진을 더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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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보-동기-행동기술 (IMB)모델의 험행동을 이는 세 가지 결정요인 

(출처: Fisher & Fisher (1992). Changing AIDS-risk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11(3), 455.)

정보-동기-행동기술모델의 핵심 요소에서 정보란 행동과 관련된 지식으로써 위험 행

동에 한 양상 또는 예방행동에 한 지식 등 행위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말한다. 다음

으로 동기란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행위변화의 방향과 강도를 정하고 얼마나 지속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세 번째 요소인 행동기술이란 행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수행 능력과 새로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관적 신념인 자

기 효능감을 포함하며, 위험행동 (risk behavior)을 신할 행동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에서는 

개인이 행위 변화를 위하여 위험 행동에 한 이해와 예방 행동에 한 지식이 있고 행

동을 변화시키고자하는 동기가 있다면, 이는 개인의 실제적인 행동기술에 영향을 줌으

로써 위험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보-동기-행

동기술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어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결국,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터넷과 스마

트폰이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은 시 에 단순히 인터넷 스마트

폰의 사용을 통제하기 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조절에 한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같은 

행동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위험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정보,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행동적 기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아동의 인터넷·스

마트폰 과의존에 처하고자 한다. 즉,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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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자하

는 개인적 동기 및 부모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적 기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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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 로그램 개발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는 김창  등

(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의 3단계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 

→ 프로그램 구성단계 →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로 이루어진 단계적 절차이다. 

기획

목표 수립 ▪ 로그램 기획  잠재 상자를 한 요구 조사계획

▪ 로그램 목표 수립
▪ 연령청소년 발달  특성 선행연구 고찰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련 선행연구 고찰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련 기존 로그램 분석

문헌 연구


▪ 다면  요구 분석

 - 국 청소년상담복제센터 련자 설문조사

 - 학부모, 교사, 장 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 연령 청소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요구 분석



구성

모형개발 ▪ 로그램의 구성원리  조직원리 추출

▪ 로그램의 운 원리 추출
내용 구성 ▪ 로그램 요소 조직  활동 내용 구성

▪ 로그램 안 개발

▪ 학계  장 문가의 안면 타당도 평가

실시

 

평가

비연구 ▪ 로그램 시범운  실시


평가 

수정․보완

▪ 로그램 효과성 분석

▪ 로그램 참여자 평가에 따른 수정 ․ 보완

▪ 문가 감수  자문에 따른 수정 ․ 보완


▪ 최종 로그램 개발완료

  (매뉴얼, 워크북, 교구재 등 포함)개발완료

그림 3.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 로그램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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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그램 기획단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3, 4학년을 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 및 목표를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조사방법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아동 및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프로그

램들의 효과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

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

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현장전문

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둘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경험하

는 초등학교 저학년 보호자, 담당교사, 현장전문가를 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운

영하였다. 이와 같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앞서 진행한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효

과적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본심리욕

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내적 동기

를 높여 최종적으로는 자기결정성 향상을 돕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수준을 감

소한다.

목표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으로 변화에 한 내적 

동기를 향상한다.

목표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향상한다.

1)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기존 프로그램 분석

초등학생을 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해 다룬 프로그램은 현재 다양하

게 나와 있다. 하지만 예방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료

를 목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2011년 

개발된 여성가족부의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 초등4

학년을 상으로 하고 있지만, 치유목적이 아닌 인터넷문화 입문기에 필요한 올바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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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사용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때문에 현재 과의존 어려움을 보이

는 상은 적용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도 인터넷 올바른 사용에 한 

교육적 측면에 초점화되어 있어 치유 목적의 활용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들은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성 스마트폰 사용, SNS중독성향, 휴 폰 중독성

향, 그리고 인터넷 과다사용 등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다양한 개념으

로 표현하고 있었다. 비록, 인터넷이냐 스마트폰이냐, 중독이냐 과다사용이냐 의 개념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

고 치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적 정의는 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

에서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서 다룬 프로그램 중 치유와 관련하여 개

발·수행되어온 프로그램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터넷, 게임, 스마트

폰 과의존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관하면 아

래와 같다 (표 1). 

표 1. 등학생 상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를 한 기존의 집단상담 로그램

자
인터넷·스마트폰 독의 개념화 구성

(회기)
로그램 효과 상

개념 조작  정의

소두 ,  

유형근,  

& 손 동

(2008)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

하지 못하고 사회 인 계

형성과 사교활동 혹은 취미, 

여가활동을 이면서 인터넷

을 사용

9회기

사회기술향상과 인터넷

독경향성 감소를 하여 

자기통제훈련, 공감, 동, 

주장하기

 

4～5

최선남

(2009)

인터넷 

과다사용

인터넷 독: 병리 이고 강

박 인 인터넷 사용

(인터넷 독 개입 로그램 

개발)

8회기

미술치료를 용하여 인

터넷 과다사용 등학생

의 자아존 감, 의사소통 

변화로 부모-자녀간의 

계향상

 

4～5

한선  & 

조은애 

(2010)

게임 독

게임을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이용하고, 강박 으로 의존하

면서 내성이 생겨 이용시간

이 지속 으로 늘어나고, 게

임을 그만두었을 때 단증

상이 나타나 일상생활, 학업

생활, 직장생활, 사회  계

형성  인간 계를 정상

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10회기

디지털 스토리텔링 략

을 활용하여 등학생의 

게임 독 치료를 한 자

신감 갖기, 안활동탐색, 

성취의욕, 자기조 력, 사

회  상호 용, 몰입, 참

여와 도 감, 흥미 높이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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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터넷·스마트폰 독의 개념화 구성

(회기)
로그램 효과 상

개념 조작  정의

이지연 

& 유형근

(2013)

휴 폰 

독 

성향

휴 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조하여 의존상

태가 되고, 그로인해 휴 폰

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강박증상과 내성, 통제불능, 

몰입으로 일상생활 장애를 

일으키고 단 상이 나타나

는 증상

12회기

 휴 폰 련 역: 휴 폰

의 장단  인식  자

신의 사용습  탐색 

 개인심리 역: 자기 

통제력 향상, 정  자

아존 감 형성

 사회환경 역: 의사소

통능력 향샹, 체활동

5～6 

황재인 & 

신재한

(2013)

스마트폰 

독

일반 인 인터넷 독이나 

휴 폰 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 단’과 ‘내성’의 증

상이 동반되고, 일상생활에 

한 집 력 하 상이 나

타남

총5단계

(단계별 

2～3차시)

인지행동치료기법을 활용

하여 인터넷 사용에 한 

왜곡된 인지를 변화(모둠 

심의 활동과 다양한 

상자료를 병합하여 로

그램을 모듈화 함)

 6

김흥률

(2014)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

여 이용증가를 스스로 제어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4주간 

운

앱 교육 로그램을 활용

하여 자기주도 으로 스

마트폰 사용시간을 계획 

 조 , 체활동 계획 

 실천

5～6

박 순

(2015)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통

제하지 못하며, 스마트폰 사

용에 과다 몰입하여 생기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11회기 자기통제력 향상  4

소  &  

오승진

(2015)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신체 , 심리 , 사회 인 면

에서까지 부 응이나 일탈을 

경험하도록 만들며, 그럼에

도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

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며 만

족을 해 스마트폰을 더 많

이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한 상태  

14회기

미술치료를 활용하여 자

아존 감  목표의식 향

상 

 

2～6

홍선희, 

유형근, 

& 남순임

(2015)

SNS 독 

성향

SNS 독 성향은 SNS를 과

다하게 사용하여 단과 내

성을 경험하면서 스트 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 력 

하, 강박 등의 정신  피로

12회기

 인지  개입: 자기표

욕구, 인정욕구, 자기확

인욕구, 비합리  신념 

등에 한 이해 

 정서  개입: 인 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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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결과 초등학생 상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매개물을 사용하여 인터

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인지, 정서 및 행동적 요소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매체 및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인터넷을 활용하거

나, 데칼코마니, 핑거페인팅, 찰흙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

행하거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매개물을 활용하여 인

터넷·스마트폰 사용에 한 자기인식을 높이고, 매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

정을 파악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부분의 치유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초등학생들의 자기조절 및 자기통

제력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요인 이었다. 그 외에 주로 또래나 교사를 포함하

여 부모와의 관계 등 인관계 개선 등을 목표로 사회인지적, 정서적 개입을 통하여 인

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였다. 즉 초등학교 시기의 건강한 발달과

업 성취에 개입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자
인터넷·스마트폰 독의 개념화 구성

(회기)
로그램 효과 상

개념 조작  정의

와 신체  문제가 나타나 개

인의 일상생활과 응에 지

장을 래하는 것

능력 증진 

 행동  개입: 스트 스 

처방식, 스마트폰 사

용 스스로 조 , 체

활동 탐색  실천

김지나

(2017)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신체 , 심리 , 사회 면에

서 부 응이나 일탈을 경험

하게 만들며, 스마트폰 사용

에 지나치게 집착, 의존하여 

만족을 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한 상태

총32회기

( 기, 

기, 

후기)

사회인지이론을 토 로 

미술치료 로그램을 활용

하여 자기조 능력 향상

 5

변청숙

(2019)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스마

트폰 사용에 한 충동, 강

박  사용, 성, 내성, 

단, 문제(신체 , 비행, 일탈) 

인간 갈등이 나타나는 것

12회기

인 계능력 와 자기조

능력 향상

 친 감형성, 자기이해 

 타인 이해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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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의 경우 인지능력은 상 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지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더 심각할 수 있는 고학년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되

어, 총 회기가 상 적으로 짧은 8회기부터 길게는 32회기까지 기간 구성의 범위가 다양

하였다. 또한 소규모 집단의 크기 보다는 주로 학교 장면에서 학급단위 집단 운영을 목

표로 한 프로그램들이 부분이었다. 결국,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저연령화 되는 추

세를 반영하고 이후의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

등학교 저학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고 저학년 아동이라는 발달적 특

성과 상 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사용에 있어 심각한 중독 상태로까지 진행되지 않은 

저연령 청소년을 상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변화 목적을 반영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한다. 

2) 청소년 관련 현장실무자 상 설문조사

가)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프로그램 개발 후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상담사들을 상으로 프로그램 개

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집단상

담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상은 

전국의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실무자 및 상담사 그리

고 지역별 치유서비스 강사 총 94명을 상으로 개방형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였다. 설문 상자 중 성실히 응답에 참여한 70명을 상으로 답변을 종합하였다. 조

사 참여 인원 및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존의 현장에서 요구

되는 초등 저학년을 상 인터넷·스마트폰 상담개입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적인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관해 묻는 개방형 질문 위주로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부록1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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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 실무자 설문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 = 70)

구분 명 (%)

성별
여성 60 (85.7%)

남성 10 (14.3%)

연령

20세 이상 ∼ 30세 미만 10 (15.5%)

30세 이상 ∼ 40세 미만 16 (22.9%)

40세 이상 ∼ 50세 미만 21 (30.3%)

50세 이상 23 (32.9%)

지역

서울 8 (11.4%)

부산 2 (2.9%)

구 2 (2.9%)

인 2 (2.9%)

주 5 (7.1%)

4 (5.7%)

울산 4 (5.7%)

경기 7 (10.0%)

강원 4 (5.7%)

충북 5 (7.1%)

충남 3 (4.3%)

북 1 (1.4%)

남 10 (14.3%)

경북 7 (10.0%)

경남 6 (8.6%)

상담경력

1년 미만 4 (5.7%)

1년 이상 ∼ 3년 미만 15 (21.4%)

3년 이상 ∼ 5년 미만 36 (51.4%)

5년 이상 15 (21.4%)

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및 상담사, 지역별 치유서비스 강사로부터 받은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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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로그램 개발을 한 사  설문조사 결과 요약

구분 의견사항

체 회기  지역센터 운 시 시간  한계를 고려하여 4회기 는 5회기 이하로 구성

한 회기의 

시간

 등 학년 학생들의 집 력  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40분 내외로 

구성

집단 크기
 소규모 인원(4～5명)에서 부터 학 단  인원까지 탄력 인 집단 운 이 

가능한 로그램 구성 

내용 구성

 조 능력 향상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는 래 문화형성을 돕는 

로그램

 순기능과 역기능에 한 구분 올바른 사용법에 한 내용  미디어 문화

의 향력에 한 내용

 등 학년의 과의존에 한 낙인효과와 심각한 독 상태로까지 발 하

지 않은 연령을 고려하여 방  요소가 포함된 로그램

 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용어 표  반

 부모교육 내용이 포함

 학습 인 내용보다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활동이 반 된 로그램

 아동들이 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과 생각을 말해야하는 비 을 이고 

구체 이고 즉각 인 이해가 가능한 활동들로 구성

기타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가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롤 높일 수 있는 1

페이지 분량의 안내문 제작

 변하는 디지털 문화의 속성상 과도한 트 드를 반 한 인터넷, 스마트

폰, 게임, 유튜  등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은어, 속어 사용은 가  

지양

 집단 운 시 필요한 디지털 기기  매체의 체가능한 교구(도구)도 함께 

제작

3) 요구분석: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관련 상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가) 조사의 목적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 초등 저학년 담당 교사 그리고 실제 인터넷·스마트

폰 과의존 청소년 관련 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표적인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특정 주제에 해 잘 알고 있는 참여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결정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의사소통과정에서 말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신경

림, 조명옥, & 양진향, 2004). 이러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적은 수의 구성원을 표집하기 



30

때문에 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토론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에 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rue & 

Casey,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면접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초등 저학년의 특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문제

점, 교육 및 상담의 어려움, 효과적인 처방안,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사항 등에 한 

의견을 수집하고 효과적인 치유방법을 함께 탐색하고자 하였다.

나) 면접 참여자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12일 까지 5회차 진행하였

으며 참여자는 각 회차별로 4~6명씩 그룹인터뷰에 참석하였다 (표 4). 

표 4. 포커스그룹 인터뷰 상자의 일반  특성                                         (N = 22)

구분 상 지역 성별 연령 연령 련 사항

교사

A 서울시 남 30 학년 담임경험 있음

B 서울시 여 30 재 3학년 담임

C 부천시 여 20 학년 담임경험 있음

D 서울시 여 20 재 3학년 담임

E 부천시 남 30 학년 담임경험 있음

F 부천시 남 30 재 3학년 담임

학부모

1A 서울시 여 40 2학년 남아

1B 서울시 여 40 2학년 여아

1C 서울시 여 40 2학년 남아

1D 서울시 여 40 2학년 여아

3A 남 여 30 1학년 여아

3B 남 여 30 2학년 남아

3C 남 여 40 1학년 남아

3D 남 여 30 2학년 여아

3E 남 여 30 3학년 여아

4A 부산시 여 40 3학년 여아

4B 부산시 여 40 3학년 여아

4C 부산시 여 40 1학년 여아

4D 부산시 여 40 2학년 남아

장 

문가

A 서울시 남 30 상담경력 7년

B 서울시 여 30 상담경력 3년

C 서울시 여 30 상담경력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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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참여자 선정과 관련하여 Krue & Casey (2014)는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

록 3개 이상의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서

울·경기지역, 부산·경상 그리고 광주·전라도의 지역별로 a)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 b)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 c)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인터

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를 상으로 3

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특별히 지역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

는 이유는 참여자 간의 동질성이 포커스그룹 구성의 적합성을 지지하기 때문에 

(Krueger, Morgan, & King, 1998) 집단 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상자들의 성별

은 남성4명 여성이 18명으로 총 22명이었으며, 구체적인 인구학적 배경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다) 질문지 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는 다수의 미디어 중독 연구 및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심

리상담센터장 1인, 임상심리전문가 2인, 청소년학 박사 1인, 교육학 석사2인 등 본 연구

진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으

로 구성하였다. 일정절차와 질문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질문의 초안을 작성 및 검토한 

후 협의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를 토 로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반영하여 포커스그룹인 터뷰 질문에 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

다. 둘째, 질문의 내용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표 및 연구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셋째, 질문할 사항에 하여 질문이 명료한지, 답

변하기 어려운지, 다른 질문과 반복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한 질문은 삭제 또는 

보완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많은 질문을 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우하여 자유로운 의견으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질문

들만 포함하도록 하였다. 

질문내용은 부록 2에 첨부되어 있으며, 주요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한다.

주요질문 1: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

분이 문제로 나타나는가? 

주요질문 2: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을 만

든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주요질문 3: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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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면,  보호자, 교사 그리고 상담사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무엇

인가?

추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질문지 내용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문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사 등으로 부터 검증 받아 보완하였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단계인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

리’단계를 바탕으로 구성할 것이다 (Krue & Casey, 2014).

라) 포커스그룹 인터뷰 자료수집 및 내용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은 연구진 중 프로그램개발 및 면접경험이 많은 1인이 인터뷰 

전체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상담학과 교육학 등 석사학위소지자 3인이 보조하였다. 인

터뷰 소요시간은 각 집단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9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인

터뷰 실시 전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

을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의 경우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과 인터뷰 진행자가 작성한 현장 기록

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연구의 참여자 5인이 직접 만나 전사된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

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주제를 파악한 후 결과를 범주에 맞춰 분류하고 해석하는 고전적 접근법으로 분석했는

데, 이는 녹취록을 분류하고 이를 범주화, 하위범주 만들기, 서술적 발언요지 작성, 주제 

확인, 주제중심 보고 등 총 5단계로 구성 된다 (Krueger & Casey, 2014). 1차 모임에서 

각자가 검토한 초기 범주와 이를 지지하는 각각의 진술예문을 선택해 자료에 한 1차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 자료들로 재 범주화하

여, 2차 모임에서 합의를 통해 범주를 수정하였다. 더불어, 범주와 하위범주에 부합되는 

개념을 합의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는 상담 전문가 1인

의 감수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마)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

(1) 교사, 현장 전문가가 지각한 아동의 특성

인터뷰 결과 교사와 현장 전문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의 특

성과 관련하여 인지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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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사와 장 문가가 지각한 아동의 특성 분석

①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아동의 인지적 특징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아동의 특성 중 인지적 특징에 해 교사와 현장 전문

가의 다양한 보고가 있었다. 우선 해당 연령 아동의 특성상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어려

우며, 자기중심성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자신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호기심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는 보고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령에서 개인간 언어 발달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는 보고가 있어, 언어 중심의 전달에 한 우려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하나씩 짚어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라는 인식을 못하더라구요, 전체적인 맥락을 파

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전체 맥락 파악이 어려움, 교사 F)”

“자극에 바로 반응하는 것, 뭔가 자극이 있으면 좀 참고 이런 걸 못하고요. 바로 반

응해서 말을 하거나 참아야하거나 기다리는 것에 해 좀 어려워하고요(즉각적인 반응, 

교사 D)”

“똑같은 3학년인데, 글씨를 너무 잘 읽고 잘 쓰는 아이가 있는데, 글씨를 하나도 못 

읽고 잘 못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개인간 언어 발달 차이가 큼, 현장 전문가 A)”

범주 하 범주 교사 장 개념

아동 ( 등 

학년)의 특징

인지  특징

◯ 체 맥락 악이 어려움

◯ 자기 심성

◯ 즉각 인 반응

◯ 호기심이 많음

◯ 개인간 언어 발달 차이가 큼

사회  특징

◯ 래와의 계가 요

◯ 교사 역할 요

◯ 규칙에 순응 인 경향

◯ 독립  행동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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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아동의 사회적 특징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아동의 특징 중 사회적 영역은 또래와의 관계와 교사 

역할의 중요함에 해 보고가 되었다. 더불어, 해당 연령의 아동이 통제를 잘 따르는 규

칙에 순응적인 경향과 점차 독립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자연스럽게 또래와의 관계도 예전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유행이라는 거

를 알게 되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자각하기 시작하다고 봐요(또래와

의 관계가 중요, 교사 B)”

“교사가 말을 하는 거에 해서, 고학년보다 훨씬 중요하게 받아드리는 것 같아요. 

교사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자기 행동에 해서 평가하는 것에 해서(교사 역할 중요, 

교사 E)”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이제 의존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독립적 행동 증가, 현장 전문가 B)”

(2)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가 지각한 아동의 미디어1) 사용 현상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었다. 첫째는 보호자가 바라보

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자신의 응 그리고 보호자, 교사, 현장전문가 모두가 보고하

는 미디어 사용으로 나타난 변화 및 어려움에 한 것이다. 

보호자의 보고는 미디어 사용을 허용한 계기, 아동의 미디어 사용 용도와 태도 및 미

디어 사용에 한 보호자의 생각과 통제 방식으로 범주화되어 보고되었다. 더불어, 보호

자, 교사, 현장 전문가가 보고한 내용은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아동의 부정적 변화가 보

고되었다. 어려움과 관련해 일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보호자들은 생

활과 관련하여 교사는 인지 및 학습과 관련된 보고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한 자세한 사항은 <표 6>에 제시하였다.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편의상 미디어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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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호자, 교사, 장 문가가 지각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상 분석

범주 하 범주 교사 장 부모 개념

미디어 사용을 

허용한 계기

부모님의 미디어에 

한 태도
◯ 극  제공

양육의 편리함 ◯

형제와의 놀이를 해

심심함을 없애주기 해

자녀의 치 확인

자녀의 달래기 수단

아동의 미디어 

사용용도

여가활동 ◯

심 있는 것 공유

게임사용

상 촬   시청

취미 생활로 연결

친구 계 소통 ◯
친구들과의 화 목

친구와의 놀이 목

학습 ◯ 학습 자료로 활용

아동의 미디어 

사용 태도
자녀의 사용 패턴 ◯

부모의 규칙 하에 사용

자녀 마음 로 사용

친구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한 

부모의 생각  

통제

미디어 사용 규칙 

없이 사용
◯ 미디어에 한 허용  태도

미디어 사용을 

걱정
◯ 부작용 걱정

미디어 사용규칙 

용

◯ 자녀 행동에 한 보상으로 활용

◯ 미디어 사용의 직  통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아동의 

부정  변화

생활에서 미디어의 

요도 증가

◯ 미디어 사용이 우선순 가 됨

◯ 미디어 련 주장 증가

여가 활동의 변화
◯ 미디어 심의 놀이로 바뀜

◯ 자발  동기의 하

언어생활의 변화
◯ 미디어의 직  향 증가

◯ ◯ 욕설 등 나쁘고 공격 인 언어 사용

인지  능력의 

부정  변화
◯

기본 인 학습 능력 하  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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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디어 사용을 허용한 계기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이를 허용한 계기는 부모님의 미디어에 

한 태도와 양육의 편리함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미디어에 한 태도는 적극적 

제공으로 개념화 될 수 있었다. 더불어, 양육의 편리함은 형제와의 놀이를 위하거나, 아

동의 심심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녀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하기 위함과 자녀를 달래

기 위한 수단 때문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있는 입장, 저희는 학교를 가기 전에 먼저 해주

는 편이에요 (적극적 태도, 보호자 3A)”

범주 하 범주 교사 장 부모 개념

◯ ◯ 생각하는 능력의 부족

◯ 동기화의 어려움

◯ 집 력  기억력 하

조 의 어려움
◯ 내성의 증가

◯ 미디어 사용에 한 갈망

문제행동의 증가

◯ 좋지 않은 행동의 무분별한 수용

◯ ◯ 청소년 노출이 지된 자료에 근

◯ 부모님을 속이는 행동

학교생활의 부 응 ◯ 수업시간에 집  어려움

건강문제
◯ 시력 하

◯ 비만

감정변화와 단

◯ 폭발  감정 표출

◯ ◯ 짜증스러움과 공격성 증가

◯ 일상에 한 지루함

◯ 상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인 계문제
◯ 요 상과의 계 소원과 갈등

◯ 혼자 있는 성향 증가

충동성의 증가
◯ 인내심의 부족

◯ 과잉행동  통제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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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하는 엄마기 때문에 핸드폰 아에 안 주는 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

면 연락이 닿아야지만 제가 안심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위치 확인, 보호자 4A)”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으니, 내 아이만 땡깡 부리고 하니까 

이거를 줄 수 밖에 없어요 (자녀 달래기 수단, 보호자 4B)”

② 아동의 미디어 사용용도

보호자가 보고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용도 관련하여서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친구들

과 관심 있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촬영이나 시청을 하거나 취미 생활로 연결되는 활동

과 관계된 것이었다. 또한 친구관계에서의 소통 목적과 관련되어 함께 화를 하거나 

놀이를 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학습과 관련하여서 학습을 위한 자료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각자의 집에서 게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핸드폰 통

화를 틀어 놓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임사용, 보호자 4C)”

“게임을 직접 하지 않고 남이 하는 거를 보는 것도 많이 봤고, 자기는 그게 너무 재

밌데요 (영상 촬영 및 시청, 보호자 1A)”

“신조어나 줄임말들은 잘 모르잖아요. 유추도 안 될 뿐더러 전혀 모르는 말이다 보

니까 질문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일부러 맞추려고 화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친

구들과의 화 목적, 보호자 4D)”

③ 아동의 미디어 사용 태도

보호자가 보고하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 패턴은 크게 부모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사용 할 때, 저희는 숙제나 뭐 자기 할 일을 끝내고 나서 몇 분, 자유시간

이 있거든요. 오빠 혼나는 것을 많이 봐 가지고 알람을 자기가 맞춰놓더라고요(부모의 

규칙 하에 사용, 보호자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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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몰래 가져 갈 때가 한 번씩 있기는 해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렇게 잠깐 자

리를 뜨면 슬쩍 가지고 들고 가요 (자녀 마음 로 사용, 보호자 3C)”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친구들과 충분히 밖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옆에서 계속 몇 시간이고 붙어서 해요 (친구 스마트폰 통해 사용, 

보호자 3D)”

④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한 보호자의 생각 및 통제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보호자는 걱정을 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에 미디어 사

용을 아동에게 자율성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다. 더불어, 보호자의 미디어 사용 통제는 

주로 보상으로 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선 저는 못하게 하거나 막지는 않아요. 노출된 상태기 때문에 막으면 애가 더 하

고 싶을 것 같아서 (허용적 태도, 보호자 1B)”

“충분히 밖에 놀 수 있는 공간에서 몇 시간이고 붙어서 있는 거 보면, 아이가 아직

은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욕구가 크게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자꾸 노출이 되는 구나 (부

작용 걱정, 보호자 3D)”

“숙제 끝나고 자기 자유시간이 있어가지고 30분? 저희도 1시간? 이런 식으로 뭐 잘

했을 때는 좀 더 길게 준다거나 (보상 활용, 보호자 3B)”

“비 번호는 다 열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볼 수 있게, 너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비 번호는 다 풀어놔야 한다’해가지고 비 번호 

다 같이 공유해요 (사용 통제, 보호자 3B)”

⑤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아동의 부정적 변화

아동의 미디어 사용 이후 경험하는 부정적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자는 생활에서 

미디어의 중요도가 증가하여 미디어 사용을 우선순위에 둔다거나 여가활동에서 오프라

인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집중을 요하는 영역에서의 동기 수준이 저하되고, 내성의 증

가에 따른 조절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건강과 인관계 관련되어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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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사와 현장전문가, 보호자가 함께 보고한 내용은 미디어로부

터 영향 받은 나쁘고 공격적인 언어 사용, 공격성과 갑작스런 감정 표출 같은 감정 변

화와 금단, 인내심의 부족과 과잉행동 관련된 충동성 증가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

지적 능력의 부정적 변화는 주로 교사들의 보고가 많았으나, 보호자와 공통으로 생각하

는 능력의 부족에 한 보고도 있었다.  

“전에는 책을 항상 일어나면 봤었거든요. 이제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본 다음에 몰래 핸드폰을 먼저 한다거나 (미디어 사용이 우선순위가 됨, 보호

자 3B)”

“지금 애들은 놀이라 하면 무조건 뭐 게임이나 뭐 보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속

상하더라고요 (미디어 중심의 놀이로 바뀜, 보호자 3E)”

“폭력성 그런게 좀 있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화를 들어 보니까 ‘죽여’, ‘죽여’

이 말을 해 가지고 (욕설 등 나쁘고 공격적인 언어 사용, 보호자 3E)”

“학습 동기를 찾는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미 더 자극적인 걸 많이 봤기 때문

에 웬만큼 자극적이거나 재밌지 않으면 별로 흥미가 없고 (동기화의 어려움, 교사 F)”

“집중력이 짧다, 부족하다, 산만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교사 D)”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스스로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냥 귀찮아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많이 줄어들고, 해결 능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능력의 부족, 보호자 4E)”

“한번 보면 조절이 안 돼서, 그게 좀 걱정이 많아요. ‘이제 그만보자’고 애기하면 

그게 짜증이 나고 애들은 싫은 거죠. 한 번 보고 있으면 조절이 안 되니까 (내성의 증

가, 보호자 1C)”

“머릿속에 TV랑 핸드폰이 가득 차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심심해서 싫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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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있고 (미디어 사용에 한 갈망, 보호자 1A)”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보거나 성적인 컨텐츠를 보거나 이런 것들에 많이 노

출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 노출이 금지된 자료에 접근, 현장 전문가 B)”

“유튜브를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하는데, 일을 나가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거짓말 

하게 되는거에요. ‘안 봤어요’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몰래 하게 되고 (부모

님을 속이는 행동, 보호자 4A)”

“건강상의 문젠데 시력이 먼저요. 시력이 너무 많이 나빠졌고, 초점이 안 맞 요 (시

력저하, 보호자 4B)”

“좀 더 폭력적이고 더 볼려고 하고, 짜증을 내고, 엄마가 뺏으면 난리가 나는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그러니까 안 주면 난리나 (폭발적 감정 표출, 보호자 3A)”

“모든 거에 흥미를 잃고 이거 하나만 하니까 이거 없으면 심심한 사람이 되는 거에

요 (일상에 한 지루함, 보호자 4B)”

“얘기를 안 하니까 단절이 되는거죠, 화단절, 집에서도 단절이 되는 거죠 (중요 

상과의 관계 소원과 갈등, 보호자, 1C)”

“단점이 기다리질 못하죠, 빠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의 성향에 맞춰서 아이가 기다림

이 없어요. 성격이 급해지고 기다림이 없어지는 거죠 (인내심의 부족, 보호자 3A)”

(3)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한 보호자 응 관련 분석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해 보

호자 응 관련하여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던 보호자의 응과 효과적인 응을 어려

웠던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여 보고되었다 (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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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한 보호자 응 련 분석

① 자녀의 미디어 사용 어려움에 한 보호자의 응

보호자들은 자녀의 미디어 사용 어려움과 관련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특히, 언어적, 기계적, 행동적 방법과 같은 적극적 개입과 미디어 사용 

환경 변화를 꾀하는 환경 변화로 구분하여 보고되었다. 

“자기 집을 찍고 하는 걸, ‘이거 너무 우리집 노출되니까 이건 안 좋은 것 같다’하

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언어적 설득, 보호자 4B)”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 따라 하잖아요. 정말 아이가 하고 싶다 하면, 저희는 집 안에

서 같이 합니다. 신 부모님과 먹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

다 (행동적 개입, 보호자 3A)”

“이제 스마트폰을 안 보여 주게했죠. TV도 없애버리고 핸드폰도 집에 오면 아에 저

희도 안 보고 그러면서 (환경적 통제, 보호자 3D)”

범주 하 범주 개념

자녀의 미디어 사용 

어려움에 한 

보호자의 응

보호자의 극  개입

언어  설득

언어  통제

기계  통제

행동  개입

환경의 변화
환경  통제

부모의 미디어 사용 모범

자녀의 미디어 사용과 

련된 보호자 응의 

어려움

미디어 사용 기  

수립의 어려움

사용 시간 설정의 곤란

사용 조  지도의 곤란

부모의 미디어 조  태도가 서로 다름

규칙 용의 비일 성

등 학년 청소년의 미성숙

미디어 사용 계 

설정의 어려움

미디어 사용에 한 래 집단의 심

미디어 사용에 한 보호자 집단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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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할 때, 가족끼리 얘기할 때, 저는 아빠도 그렇고 휴 폰을 못 보게 하거든요. 

저도 식사 시간이나 차 마시는 시간에는 카톡이 와도 휴 폰 안 봐요 (부모의 미디어 

사용 모범, 보호자 1A)”

② 자녀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보호자 응의 어려움

보호자들은 자녀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되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응에 어려움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한 미디어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데 실패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한 보고가 있었으며, 미디어 사용에 허용적인 자녀 주변 관계로 인한 사용 

조절의 어려움도 하나의 범주로 보고되었다.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자꾸 큰소리로 오고 가고 제가 어떻게 

중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애들은 중간에 뺏어버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아이는 마음이 상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구요 (사

용 조절 지도의 곤란, 보호자 4C)”

“아빠는 게임을 하고 애보고는 하지 말라하고 본인도 하면서 애보고는 하지 말라고, 

이게 참 저희는 너무 어려워요,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부모의 미디어 조절 태도가 서로 

다름, 보호자 4C)”

“근데, 나중에 힘들고 지치면, 한 번 보여주면 저랑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에요 (규

칙 적용의 비일관성, 보호자 1C)”

“안 보게 한다 해도 우리 딸만 안 보면 애들 사이에서 ‘너는 왜 안 봤어?’, ‘엄마

가 안 보여줘?’ 막 이래요 (미디어 사용에 한 또래 집단의 관심, 보호자 1C)”

 

(4)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의 프로그램에 한 제안 분석

본 프로그램의 상이 되는 초등 3~4학년 아동은 연령 특성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

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 모두 아동 프로그램에 적합

한 교육 방안에 한 보고와 더불어 다양한 안활동을 활용한 체험 중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 분석은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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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보호자, 교사 장 문가의 로그램에 한 제안 분석

① 프로그램 포함 요소 및 제언

교사, 현장전문가, 보호자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및 제언에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요소와 관련해 세 가지 범주

이며, 이는 안활동의 활성화와 미디어가 조절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한 제시 그리

고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경험이었다.

①-1 안활동

본 프로그램의 상이 되는 초등학교 3~4학년은 발달적으로 인지적인 주의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상 연령의 특성을 고려해 체험이 중시되는 안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실제

범주 하 범주 교사 장 부모 개념

로그램 

포함 요소 

 제언

안활동

◯ ◯ ◯ 즐길 수 있는 놀이 경험

◯ ◯ 체할 수 있는 활동 정보

◯ ◯ 체험이 심되는 활동

◯ 신체활동

◯ 력이 심되는 활동

미디어 

통제의 

필요성 제시

◯ 경각심을  만한 정보

◯ 인 계 어울림을 강조

정서경험
◯ 정서  안정감을 한 로그램

◯ ◯ 성공 경험으로 자존감 상승

교육의 

구체 인 

방안 제시

◯ 돌발 상황에 한 안 마련

◯ ◯ 아동의 인지  특성에 맞춘 컨텐츠 구성

◯ 미디어 사용 최소화

◯ 다양한 교구재 활용 필요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미디어 사용 시간표 짜기

◯ 집단과 개인 활동의 균형이 필요

◯ 집단을 구성하는 인원수가 해야 함

◯ 참여 아동에게 고른 발표기회 제공



44

로 최근 아동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놀이에 한 경험이 낮은 바,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놀이 경험과 관련한 정보가 보고되었다. 더불어, 상담 과정에서도 체험과 함께 하는 가

치가 중심이 되는 활동들이 필요함이 보고되었고, 신체활동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동네에서 노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무줄놀이라든지, 비석치

기, 그런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놀이 경험, 

보호자 1A)”

“ 체할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주는, 놀이방법들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어요 ( 체할 수 있는 활동 정보, 보호자 4B)”

“체험이 중심되면 좋겠는데, 보드게임도 그렇고, 신체활동 있는 화도 나오고 놀이

도 나오면 좋겠다. 그런 자극이나 활동들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빠지는 것 같

다(체험이 중심 되는 활동, 교사 C)”

“문제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서로 돕지 

않으면 해결 못하는 그런 걸로 짜가지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가 도

움이 안된다는 것도 말하면서 내가 여기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협력

이 중심 되는 활동, 교사 C)”

①-2 미디어 통제의 필요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아동들은 미디어가 조절이 필요한 상이라는 인식이 부

족하다고 하면서, 사용 조절과 관련된 필요성에 한 인식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다소 충격적이더라도, 경각심을 줄 만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아동들에게 중요한 인관계의 친 함은 온라인이 아닌, 실질적인 상

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좀 강하게 뭔가가,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 스스로 안해야겠다고 생각해야지, 자기는 귀닫고 있는데,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느끼게끔 충격요법 (경각심을 줄 만한 정보, 보호자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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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핸드폰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화하고, 놀이하고, 게임하면서 얻어지는 아

이들의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인관계 어울림을 강조, 보호자 

1D)”

①-3 정서경험

인터뷰 참가자들은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

인 정서 경험을 통해서 동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제안된 정서경험은 집

단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과 스스로 결정하여 조절에 성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존감 상승 관련 경험이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프로그

램, 보호자 1B)”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스스로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가 조절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극복했어, 내가 이걸 안 봐도 다른 걸 할 수 있어’아이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경험으로 

자존감 상승, 1C)”

①-4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FGI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는 그만큼 상이 되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현장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인지적 특성에 부합한 컨텐츠 구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은 아동들의 특성상 프로그램 운영 중 돌발 상황의 발생이 

높을 것을 예상해 다양한 안이 매뉴얼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미디어 사

용 조절이라는 목적에 맞게 영상 매체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하였

다. 현장 전문가는 아동의 기호에 맞추어 영상 등 다양한 교구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하며, 사용 조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기기를 잘 사용

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집단과 개인 활동이 고루 분포

되게 하며, 아동이 발표할 기회를 균등하게 하거나, 집단 상담의 특성에 맞추어 인원수

를 조정하는 등 실제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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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반응의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수집해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즉

각 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저학년은 좀 더 다채로운 반응들이 나오

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교사로 치면 수업지도안이죠 (돌발생황에 한 안 마련, 교사 

F)”

“잘개 쪼개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너무 큰 그림보다는 당장 오늘 해결 할 수 있는 

미션 위주로,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자기가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

으로 좀 가야되지 않을까 (아동의 인지적 특성에 맞춘 컨텐츠 구성, 교사 F)”

“매체는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림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영

상도 만화 이런 것 들이요 (다양한 교구제 활용 필요, 현장 전문가 A)”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자연스럽게 때

문에 자연스러운 매체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해 전달하면 좋을 것 같

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 전문가 B)”

“너무 단체 위주의 활동들이면 개인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같이 집단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적절히 섞여서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단과 개인 활동의 균형이 필요, 현장 전

문가 B)”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이들 개별적인 발언권도 일일이 리더가 생각해서 배분을 해

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해요 (참여 아동에게 고른 발표기회 제공, 현장전문가 C)”

(5)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의 부모교육과 교사 필요 정보에 한 제안 분석

아동의 미디서 사용조절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해서는 인터뷰 상 모

두 보고하고 있으며, 교사 집단은 아동을 교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에 해서 보고

하기도 하였다 (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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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호자, 교사 장 문가의 부모교육과 교사 필요 정보에 한 제안 분석

① 부모교육에서 포함이 필요한 요소 및 제언

아동 생활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 사용 조절 프로그램에서 부모의 참여는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공통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다양한 제안들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들은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정보나, 미디어에 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미디어를 조절하는 방법, 미디어를 왜 조절해

야 하는지 실제적인 이해와 자녀들과 같이 놀 수 있는 방법들에 해 보고하였다. 더불

어 현장 전문가들은 보호자의 범위를 확 해 실제로 아동들 양육에 깊게 관여하는 조부

모에 한 교육과 보호자들 간의 미디어에 한 사용 태도 일치를 위한 교육 등을 제안

하고 있다.

“이 학년 때는 왜 안되는지, ‘2학년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돼’ 이런 식으로 알

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별, 학년에 따른 정보, 보호자 1B)”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우리 아이도 안 받고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스트레스 최소화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보호자 3D)”

범주 하 범주 교사 장 부모 개념

부모교육에서 

포함이 필요한 

요소  제언

미디어 

교육방법 제시

◯ 성별, 학년에 따른 정보

◯
미디어에 한 부모 인식 증진 한 

도움

◯
스트 스 최소화 하면서 조 할 수 있는 

방법

미디어 통제의 

필요성 제시
◯ 미디어가 미치는 신체  향

안활동 ◯ 놀이에 한 정보

보호자들의 

양육태도 교육

◯ 조부모에 한 미디어조  필요성 교육

◯ 부모님의 미디어에 한 태도 일치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

미디어 교육 

사례
◯ 과의존 응 방안이 담긴 사례

미디어 교육 

교안

◯ 자료로 정리된 것 필요

◯ 교육 필요성 강조되는 학부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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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뇌에 어떤 영향이 간다든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신체

적으로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디어가 미치는 신체적 영

향, 보호자 4B)”

“놀이 방법을 몰라요, 가정에서 간단하게 아이와 놀 수 있는 방법, 빵을 먹으면서 노

는 방법, 집안에서 앉아서 아이랑 둘이 놀 수 있는 방법, 뭐 그러 거라든지 (놀이에 

한 정보, 보호자 3A)”

“학부모 교육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미디어 교육을 해야 한다. 할머니, 할아

버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하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에요 (조부모에 한 미디어 조절 필요성 교육, 현장 전문가 A)”

②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해, 과의존 응 방안이 담긴 미디어 교육 

사례와 미디어 교육 교안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저희가 사례에 해서 정보가 있으면, 이런 사례에 해 위험성이 있고, 극복은 이

렇게 했다는게 있으면 전문적으로 학부모 상담할 때도 당위성으로만 학부모를 설득하

는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듯 해요 (과의존 응 방안이 담긴 사례, 교사 A)”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경각심을 느끼고, 학부모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잘 안내될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필요성 강조되는 학부모 자료, 교사 C)”

(6)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는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는 초등 저학년에 해당

하는 아동들의 특성과 이들의 미디어 사용 현상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와 현장

전문가는 아동들의 인지적 및 사회적 특성을 보고하였고, 보호자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

과 관련되어 용도 및 태도 그리고 보호자의 미디어에 한 생각과 통제 방식에 해 보

고하였다. 또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아동의 부정적 변화는 인터뷰 상자 모두의 보

고로 분류가 이루어져,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미디어 사용은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하였으며, 이와 관련되어 가정 내에서의 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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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보고를 통해, 부모 교육 교안 마련을 위한 구성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

소 및 교육방법을 위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보호자, 교사, 현장 전문가 모두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한 고려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우선, 아동의 인지적 특징상 자신의 상황이 아닌 프로그램

의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바, 참여 아동이 전체적

인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조망하여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

황을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고 선택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호기심이 완성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타인에 한 조망 능력의 발달과 함께 다른 사람의 관심에 

한 욕구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집단을 기본 구성으로 

하지만, 개인의 표현이 잘 보장 될 수 있게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초등1~3

학년 사이의 아동에게서 언어 발달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의 언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언어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으로 미디어 사

용 조절에 한 공감을 얻기 보다는 아동의 생활에 기반한 직접적인 적용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아동들의 미디어 사용은 부분 양육의 편리함이라는 측면에서 허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여가와 친구관계를 위한 것으로, 

재미라는 오락적 요소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과 관련하여서는 부분의 가정이 걱정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규칙을 적용하는 

가정도 있으나, 부분 어려움이 발생하고 나서 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입하는 

응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초

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의 연령에서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고학년의 어려움처

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재미와 인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미

디어 사용 용도의 특성상 초기부터 적극적인 규칙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의 필요성에 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보

호자의 다수는 아동이 미디어 말고는 재밌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한 보호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아동과 같이 하였고, 아동에게 미디어 사용만큼이나 재밌는 것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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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에도 있을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미디어 사용규칙과 함께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재미의 확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변화와 관련되어 보고되었다. 크게 

생활과 관련된 부정적 변화와 인지 및 학습과 관련된 변화 그리고 정서 관련된 측면으

로 구분될 수 있었다. 우선 생활에서 차지하는 미디어의 중요도가 증가하여 어떤 활동

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위축된다고 한다. 더불어, 

미디어 사용으로 나타나는 가정에서의 갈등과 미디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문제행동, 불

온 매체에 접속을 하거나, 부정적인 언어생활 및 태도를 보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서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한다. 미디어 시용으로 인해 아동 생활에서의 변화는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아동과 보호자가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는 바, 프로그램에서 목표

로 하여 다룰 때, 다른 주제보다도 아동의 공감을 일으키기에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음으로 인지 및 학습과 관련된 변화에서는 생각하는 능력의 부족과 동기화 및 집중력의 

어려움이 보고가 되었다.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에 익숙해져 시간을 드려 고민하

고 주의를 한 곳에 유지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기에서

의 이러한 어려움은 이후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와 생각이라는 주제를 재미와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고민이 필요하겠

다. 한편, 미디어에 과의존된 아동이 느끼기에 지루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짧은 주의력을 고려하여 인지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보다는 명료한 주제를 가지면서도 단순하게 목적을 향

해 갈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서 관련해서는 폭발적이고 짜증과 공격성 관련

된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는 조절을 강요당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 아동기의 미디어 조절 문제가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차원이 아

닌, 심리·정서적 차원에서의 고민도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아동을 위한 미디어 사용조절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들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한 제안이다. 특별히 모든 인터뷰에서 나왔던 주제는 안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아동들이 재미있으면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나 안활

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부프로그램들이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닌 함께 협력하면서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구성되는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집단 상담

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에 해 보고되었는데, 다양한 교구 활용과 집단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 로그램 개발  51

과 개인 활동의 균형 등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편,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모든 인터뷰 구성원들이 보고하고 있는바, 아동의 

생활 변화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개입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미디어 

사용 조절이 왜 필요한지에 한 인식 증진 노력과 구체적인 방법에 한 교육은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주제일 것으로 여겨진다. 

나. 로그램 구성단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

의존 문제에 초점을 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연령 아동의 인지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회기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흥미위주의 활동

을 포함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담당 실무자 및 강사 상 기초설문과 보

호자, 교사, 현장전문가 상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별도의 프로그램 재구성 없이도 현장에서 즉

시 사용이 가능한 5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1차로 구성하였으며, 구조 및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개요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가 확인

된 (김은영, 2012; 박경란 & 김희숙, 2011; 임숙희, 2016) 자기결정성이론을 토 로 하였

으며, 추상적 사고가 어려우나 실제적인 것에 한 이해가 가능한 초등학교 3, 4학년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수준에 

맞는 구체적 상황 제시 및 처방안 연습을 위한 영상자료, PPT, 학생용 워크북과 함께 

참여 아동의 가족 및 또래와의 관계성을 높이고 유능성, 자율성 충족을 위한 지도자 강

의안, 부모교육용 자료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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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표 10. 로그램의 구성

구성형식 내용

활동 목표 각 회기에서 으로 다루어야 할 목표를 제시하 다. 

활동 개요
각 회기의 주요내용, 기 효과, 유의사항  소요시간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집단지도자가 사 에 체 인 내용을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지도자용  

강의안(매뉴얼)

주요 내용별로 진행방법을 상세 안내함으로써 집단지도자가 실제 집단 운

시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하 다.

집단상담용 PPT 실제 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집단상담 자료를 PPT로 제작하 다.

학생용 워크북

학생들이 스스로 집단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하여 

일방 인 강의가 아닌 지도자와 학생이 상호작용하고, 개인별 는 모둠별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로 구성하 다. 

부모교육용 

자료

어린 연령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  모니터링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

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을 고려하여 로그램에 한 안내  부모의 

참여를 높이고, 과의존 자녀를 하는 양육태도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

포용으로 구성하 다.

회기별 동 상
참가 청소년의 흥미를 끌고, 구체  상황 제시를 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

다. 

3) 집단의 크기 및 회기 구성 

프로그램 집단의 크기는 참여자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발전적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집단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프로그

램 회기 수 또한 프로그램의 목표, 집단의 크기, 집단구성원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

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구성원의 연령과 집단 개입의 목표를 고려하

여 참여자들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집단 크기가 이상적이며, 

집단원들의 나이, 지도자의 경험, 집단의 유형, 집단에서 탐색할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

라 집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Corey & Corey, 2012). Corey와 Corey는 초등학생 집

단의 경우 3~4명 정도, 청소년 집단의 경우 6~8명 정도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정도 집단의 크기가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충분하고 모든 집단원이 몰입하

고 ‘집단’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규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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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집단지도자가 참여자 각 개인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단원 모

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5~10명으로 집단원의 수를 결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일반화, 

동일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각 개별 사례로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여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각 경험에 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생 상 프로그램과는 다르

게 작은 집단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전체의 기간 즉, 총 회기 수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병행하는 총 5회기 프로그램으로 초등 저학년 청소년이 집중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회기별 시간은 아이스브레이킹 10분, 주요활동 및 마무리 40분

으로 배분하여 총 50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부모교육의 경우 청소년 프로그램과 함

께 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안내 자료를 통해 체 할 수 있도록 보호자용 안내 지침

을 함께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기 시간과 총 회기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

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보호자, 교사, 현장전문가 등의 포커스그

룹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 둘째, 초등학생 및 보호자의 집단참여 가능성, 셋째, 상 

청소년의 인지 발달 단계, 주의집중 지속의 정도,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에 

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심각성)을 고려하였다. 

4) 프로그램 구성 원리 및 내용

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으로 확인 가능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연령의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구체적

인 경험에 근거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최 한 일반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겪는 인터넷·스마트폰 관련

한 갈등상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실패

할 경우 경험할 수 있는 결과를 두뇌, 기분, 관계, 건강, 말과 행동의 변화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족, 친구

들과의 관계 속 갈등, 신체적 문제, 행동 문제 등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인터넷·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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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의 적절한 사용 습관의 부재와 연결함으로써 행동 변화의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변화 행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평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시간, 갈등 

속 자신의 모습 등에 해 구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변화시켜야 하는 행

동에 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최근 아동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요 기기

가 스마트폰인바, 본 프로그램에서는 편의상 스마트폰 기기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할 예

정이다.

나)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 욕구 충족을 통한 행동 변화 

동기를 강화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개인화되어 있어 부모의 모니터링이 어려운 기기 특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청

소년 스스로 행동 변화를 위한 내적 동기 강화가 필요하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할 

때, 내적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회기 중 참여 청소년의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과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다른 상과 친 한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 보다는 함께 화합하고 즐

거워 할 수 있는 집단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능성 강화를 위해 아동 스스로가 

결정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생활 중심의 접근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

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 개인과 집단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부족한 

면을 집단의 응집력으로 채워 주면서 유능성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 속에서 청소

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응 방법에 해 선택하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함으로써 자율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에 근거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행동변화를 촉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정보, 내적 동기강화, 행동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자기관리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변화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 

그리고 변화를 이루기 위한 실현 가능한 행동기술이 필요한데, 이는 아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개

인의 행동과 정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결과에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실생활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기술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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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 행동 변화를 위한 토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라) 보호자가 가정 내 실천할 수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양육 방법을 안내한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모니터링은 초등 저학년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 화하기 위해서

는 보호자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 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호자 상 교

육을 구성하였다. 동시에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실제 부모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실무자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 특성과 본 프로

그램의 내용,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안내 자료를 함께 구성, 배

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하였다. 

마) 발달수준에 맞는 용어 선택과 구체적인 사례 제시한다. 

기존 초등 고학년, 중고등 청소년의 인지 발달수준에 맞춘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초등 

저학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청소년을 상으로 프로그램에 쓰인 단어, 프로그램 

교구재 내용의 연령 적합성을 파악하였으며, 수정 보완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초등 저학년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내에서 제시

되는 예시를 개개인의 상황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 유사성

과 단서를 요구하므로, 생활 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시청각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지도자 매뉴얼을 통해 부연설명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집단상담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구성한다. 

기존 초등 고학년, 중고등 청소년 상 프로그램은 인터넷·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기저 욕구를 파악하고, 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 달리 초등 저학년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고, 사용 

조절실패로 인한 결과들로 인한 갈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부정적 결과를 

인식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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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 로그램 구성  안면타당도 평가

1) 프로그램 세부 구성

가) 프로그램의 전반적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모두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살펴본 뒤, 자신과 비교하여 현

재 스마트폰 사용정도에 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1).

2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및 처방안에 해서 살펴본다. 자신의 감정, 

행동, 건강 및 인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색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기는 부

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알아보고 친구들과 나누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하고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단계에서 살펴본 방법들을 종합하여 과다사용을 막을 수 있는 액션플랜을 세우고, 재

미있는 안활동을 실행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 또한 부모에게는 청소년들이 세운 액션플랜을 가정에서 잘 지킬 수 있

도록 격려하는 방법 등에 한 안내서가 제공된다. 

표 11. 로그램의 반  구성

단계 회기 회기 제목 주제

1단계 집단1회기 스마트폰은 안 할까요? 스마트폰 사용정도 인식

2단계

집단2회기 내 마음의 험상황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  

향 : 감정과 인 계

집단3회기 내 생활의 험상황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  

향 : 건강과 행동

3단계

집단4회기 스마트폰 험탈출
스마트폰 사용조 을 한 행동계획 

세우기

집단5회기
스마트폰 사용조  

Cheer up!
스마트폰 사용조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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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상담 

저학년 상 집단상담은 5~10명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2~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1명의 

리더가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회 50분씩 총 5회기 동안 이루어지고, 각 회기는 <도입활

동>, <주요활동>, <마무리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입활동>에서는 주로 이전 시간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아동

들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활동에 참가시킬 준비를 한다.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은 모듈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시된 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고, 추후 지속적

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주요활동>은 한 회기 당 2~3개의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시간에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의식으로 진행되지만 스티커 붙이기, 동영상 시

청, 조별 발표 등 저학년 학생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짜

여 있다. 

<마무리 활동>에서는 당일 학습한 활동을 요약하고, 빈 칸 채우기를 통해 내용을 되

새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단한 과제를 내어주어 배운 것을 집에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회기별 주요내용은 표 12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표 12. 집단상담 로그램 주요내용

회기 회기제목 목표 주요 내용

1회기
스마트폰은 

안 할까요?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해 다시 

생각해본다.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

는 향을 이해한다.

 스마트폰이 향을 미치

는 역별로 험도를 

악한다.  

①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스마트폰이 재미있어서 하루 종일 사용하

는 등학생 동 상 시청하기 

 일상 속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살펴

보기

②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동 상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생기는 어

려움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용하기

③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어려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악하고 이해하기

2회기
내 마음의

험상황

 마음 속 다양한 기분에 

해 탐색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기

는 부정 인 기분과 주

변사람들과의 문제에 

해 인식한다.

① 내 마음 속 들여다보기

 마음속 다양한 기분과 여러 가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탐색하기

②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와 가족의 마음이 상

할 수 있는 동 상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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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회기제목 목표 주요 내용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는 방법을 학습하고 

방하기 해 스마트폰 

사용조  목표를 세운다.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나 다른 상황을 경험

한  있는지 이야기하기

③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스마트폰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 해결방법 이야기하기

 가족들과도 친하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세워보기

3회기
내 생활의

험상황

 스마트폰으로 인한 건강

과 생활의 변화를 생각

한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으로 생길 수 있는 건강

과 생활의 어려움은 어

떤 것이 있는지 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

들을 알아보고 연습한다.

① 내 건강의 험상황

 동 상 시청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

기는 건강의 변화 생각하기

 스마트폰 사용을 조 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의 어려움을 나 고, 방 

는 극복하기 한 처 방법 배우기

② 내 생활의 험상황

 동 상 시청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

기는 생활의 변화 생각해 보기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기는 부정 인 행동

변화의 이유와 결과를 나눔으로써 심각성

을 인식하기

 다 같이 만드는 한  동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건강한 생활의 태도를 유지

하도록 아이디어 나 기

4회기
스마트폰

험탈출

 2～3회기에서 배운 스마

트폰 액션 랜을 구체

으로 작성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신 할 수 있는 안활

동을 구체 으로  작성

한다. 

①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내 마음의 험상황’ 구체  실행계획 세

우기

 ‘내 일상의 험상황’ 구체  실행계획 세

우기 

②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스마트폰 신 재미있게 할수 있는 활동 

선택하기

 선택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실행계획 세우기 

5회기

스마트폰 

사용조  

Cheer up!

 로그램 참여 이후 아

동의 변화를 확인한다.

 로그램을 정리하고 변

화를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다짐을 

한다.

①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스마트폰 이용습  체크하기’를 다시 실시

하여 자신의 변화를 비교하기

② 액션 랜 돌아보기

 지난 회기의 액션 랜을 다시 읽어보고 수

정/추가가 필요한지 살펴보기

③ 다짐카드 만들기

 나와의 약속인 액션 랜 실천의지를 다짐

하는 다짐/응원카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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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안면타당도 평가

가) 안면타당도 평가 실시 과정

안면타당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을 상으로 프로그램 초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우선 임상심리학

자 2인, 아동학 박사 1인, 교육학 석사 2인인 총 5명을 2개의 운영진으로 나누었다. 그리

고 스마트폰 사용의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 2인과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4인을 모집하였다. 우선 2019년 8월 30일, 학부모 2인을 

상으로 저학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초안을 시연하며 함께 살펴보았고, 같은 날 다른 

운영진 1팀은 모집된 초등학교 3학년 2인, 4학년 2인에게 집단상담의 <주요활동>을 중

심으로 시범운영하였다.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1주일 이내에 프

로그램 시범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왔다. 시범운영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실시 피드

백, 저학년을 고려한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 삽입 동영상의 적절성 평가

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평가 후 수정 및 보완

프로그램 시범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된 부분은 크게 2가지였다. 

첫 번째로는 4회기 액션플랜 세우는 방법을 수정하였다. 저학년이 액션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러 단계로 나뉘

어져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3단계로 간략화 시켜서 수정하

였다. 

두 번째로는 2회기 갈등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수정하였다. 갈등 상황을 

분석하여 상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고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

다는 피드백을 근거로 하여, ‘나’와 ‘타인’으로 구분하여 기분을 파악하고 상황을 

예측하며 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13). 

표 13. 수정된 집단상담 로그램의 세부내용

회기 회기목표 단계 활동내용

1회기
라포형성

과도한 스마트폰이 

도입

(10분)

(1) 로그램 소개  아이스 이킹

 진행자  로그램에 한 소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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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회기목표 단계 활동내용

자기에게 미치는 

부정  향 이해

 아이스 이킹 시  1개를 선택한다. 

 게임을 진행하여 참가자 간 친 감을 높인다. 

주요활동

(33분)

(1)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스마트폰이 재미있어서 하루 종일 사용하는 등학생 

동 상을 함께 시청한다.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

시 살펴본다. 

(2)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동 상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생기는 5개 역의 어

려움을 살펴본다. 

 살펴본 어려움을 스스로 표 하여 자신에게 용해본다. 

(3)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5개 역에 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서로 토론하면서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악하고 이해한다. 

마무리

(7분)

스마트폰이 재미있지만, 어려움을  수 있음에 해 되

새겨 본다. 

 스마트폰 이용습  체크리스트 작성

 과제를 내어 다.

(스마트폰 사용조  련 측정앱 소개)

2회기

스마트폰 

사용조 을 한 

계성 향상 

스마트폰이 계에 

미치는 향 인식 

 처방안모색

도입

(10분)

(1) 과제 검  아이스 이킹

 ‘  얼마나 쓰니’ 앱 확인  사용량을 확인한다.

 ‘뇌구조 활동지’를 활용하여 지난회기를 돌아본다. 

 오늘 로그램에 해 설명한다.

주요활동 

(35분)

(1) 내 마음 속 들여다보기

 마음속 다양한 기분에 해 탐색한다.   

 여러 가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해 

탐색한다. 

(2)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와 가족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

는 상황에 한 동 상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지 생각해 본다.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나 다른 상황을 경험한 이 있

는지 이야기한다. 

(3)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스마트폰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

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 

 가족들과도 친하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세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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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회기목표 단계 활동내용

마무리

(5분)

 스마트폰은 재미있지만, 조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족들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마음의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오늘 활동을 통한 자신의 행동목표를 한 로 어본다. 

 과제를 내어 다.( 처 략 실천해 보기)

3회기

스마트폰으로 인한 

건강과 생활의 

어려움 인식  

처방안 모색

도입

(10분)

(1) 아이스 이킹

 지난 시간에 작성한 ‘나의 다짐’ 을 실천해본 경험을 

나 다.

 행동 조  련 아이스 이킹을 진행한다.

 게임을 진행하여 참가자 간 친 감을 높인다. 

 오늘 로그램에 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주요활동 

(35분)

(1) 내 건강의 험상황

 동 상 시청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건강

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

 스마트폰 사용을 조 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건

강상 어려움에 해 나 다. 

 스마트폰 사용 조 의 실패로 생길 수 있는 건강의 어

려움을 방하거나, 극복하기 한 다양한 처 방법

을 배운다 (스트 칭, 바른 사용 태도 등) 

(2) 내 생활의 험상황

 동 상 시청 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생활

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기는 부정 인 행동 변화의 이

유와 결과를 나눔으로써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 

 “다 같이 만드는 한  동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서도 건강한 생활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아이디어를 

나 다.

마무리

(5분)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행동  

변화에 해 다시 생각하게 지도한다.

 이번 회기에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서 이야기 한다

 (과제) 오늘 배운 스트 칭을 집에서 해보기

4회기

스마트폰 

사용조 에 한 

자율성 증진

실천 가능한 

구체 인 액션 랜 

세우기 

도입

(5분)

(1) 아이스 이킹

 ‘상하좌우 모션’ 게임을 실시한다. 

 오늘 로그램에 해 설명한다.

주요활동 

(40분)

(1)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2회기 ‘내 마음의 험상황’에서 다짐한 것의 구체  

실행계획을 세운다.

 3회기 ‘내 생활의 험상황’에서 배운 것의 구체  실

행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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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램 시범운   평가

가. 시범운 의 개요

1) 연구 설계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명칭: 스마트폰 위험탈

출 Cheer up!)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 하였다 (표 14).

회기 회기목표 단계 활동내용

(2)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스마트폰 사용 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

한다. 

 선택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실행계획

을 세운다. 

마무리

(5분)

 자신이 계획한 액션 랜 실천을 다짐해 본다. 

 한주동안 액션 랜을 실행하도록 격려한다.

5회기

스마트폰 

사용조 에 한 

유능감 증진

로그램 참여 

이후의 변화 확인

변화를 지속하기 

한 다짐

도입

(15분)

(1) 아이스 이킹

 지난 회기에 작성한 ‘나의 액션 랜’을 실천해본 경험

을 나 다. 

 아이스 이킹으로 참여자간 친 감을 높인다.

 오늘 로그램에 해 설명한다.

주요활동 

(30분)

(1)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스마트폰 이용습  체크하기’를 다시 실시하여 자신

의 변화를 확인한다.

(2) 액션 랜 돌아보기

 지난 회기의 액션 랜을 다시 읽어보고 수정/추가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3) 다짐카드 만들기

 나와의 약속인 액션 랜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다짐

/응원카드’를 만든다.

마무리

(5분)

 지 까지 참여한 로그램에 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진다.  

 행동의 변화는 쉽지 않음을 상기하고 지속 인 노력

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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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한 초등학교 3, 4학년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및 프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자기보고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전, 사

후 실시하여 점수간 변화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보호자가 인식하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와 아동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자

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담당자의 회기별 

평가와 아동 및 시범운영 지도자의 종합평가내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

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표 14. 시범운  평가개요

구분 사 검사 처치 사후검사 회기평가

청소년 O1 X1 O2 O3

보호자 O4

담당 지도자 O5

O1 : 사 검사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청소년 자기보고용)

O2 : 사후검사 (청소년 자기보고용, 사 검사와 동일)

O3 : 청소년용 종합평가지

O4 : 사 검사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찰자용)

O5 : 지도자용 회기별 평가지, 종합평가지

X1 : 실험처치 (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집단상담 로그램!)

2) 측정도구

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한 사전-사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9)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유·아동 관찰자용’은 프로그램 실

시 전에, ‘청소년 자기보고용’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하였다. 관찰자용 

척도는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에 하여 각 3문항씩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자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내적합치도 

(Chronbach’s alpha)는 .90으로 나타났다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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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찰자용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스마트폰 이용에 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2)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 한다.

 3) 이용 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4)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5)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6)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8)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 1)∼3)번 문항 역채  

청소년 자기보고용 척도는 조절실패, 현저성이 각각 3문항씩, 문제적결과는 4문항인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신이 스마트폰

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본 척도에서는 청소년, 성인, 고령층용 자기보고용 문항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는  문항은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난 적이 있다’로,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는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형제자매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로,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 (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는 문항은 ‘스마트폰 때문에 해야 할 일 (공부, 숙제 또는 학원 등)을 하기 어렵다’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기보고용 스마트폰 과의존의 내적합치도 

(Chronbach’s alpha)는 사전이 .902, 사후가 .895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표 

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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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청소년 자기보고용

          

나) 회기별 평가 및 종합평가지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외에도 참여 아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의 평가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 상자들이 프로

그램 내용과 그 과정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그

램의 성과와 더불어 잠재적 서비스 상자들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운영 지도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참여 과정에 한 회기별 평가와 아동 및 시범운영 지도자의 참여 후 종합평가를 수행

하였다 (표 17 참조). 

우선 회기별 평가에서는 시범운영 지도자에게 회기별로 아동들의 참여반응 및 개선

사항에 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종합평가에서는 참여 아동에게는 현장활용성 (이해용

이 성, 참여자 만족도, 유익성, 활성가능성)에 관한 5점 척도 형식의 질문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과 아쉬웠거나 어려웠던점, 그리고 달라진 점에 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시범

운영 지도자에게는 현장활용성 (시의적절성, 목적성, 실용성, 유익성, 결과기여 도)에 관

한 5점 척도의 질문과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  하는 것이 어렵다

 3) 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4) 스마트폰이 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 하기 어렵다.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 있다.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난 이 있다.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형제자매와 갈등을 경험한 이 

있다.

10) 스마트폰 때문에 해야할 일 (공부, 숙제 는 학원 등)을 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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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회기별 평가지  종합평가지의 세부내용

3) 프로그램 참여자

본 시범운영의 참여 상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3, 4학

년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 및 

연구 참여 상 선정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개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자를 상으로 공문, 이메일을 보내 프

로그램 시범운영에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으면서, 미디어중독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1년 이상, 10여회 이상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자로 모집하였다. 

둘째, 7개 지역 15개 기관 지원자를 상으로 프로그램에 한 소개 및 회기별 운영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도자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원 기관별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등 3,4학년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한 보호자 및 아동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구분 내용 문항 형태

지도자 

평가

회기별 

평가

- 학생들의 반  참여반응

- 활동과정

- 수정  보완사항

주 식

종합

평가

장 활용도

시의 성

5  Likert 

목 성

실용성

유익성

결과기여도

로그램에 한 지도자 의견 (가장 도움이 된 회기, 목표

에 부합되지 않는 회기, 가장 실시하기 어려운 회기)
주 식

아동 

평가

종합

평가

장 활용도

이해용이성

5  Likert 
만족도

유익성

추천의향

로그램에 한 의견 (가장 기억에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험,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 달라진 )
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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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7개 지역 15개 기관 가운데, 본원 연구진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인천, 

전, 충북, 전남지역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사회복지기관, 초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6개 지역 총 14개 기관의 지도자 16명이 총110명의 아동을 

상으로 시범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 결석으로 5회기 모두 참여하지 않았거

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료 (14명, 전체 110명의 12.7%)는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시범평가에 사용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제 로 작성하지 않은 자료(청소

년 자기보고용 3명)를 제외하고 아동 9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아동 

및 보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8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아동의 59.1% 

(55명)가 남학생이었으며, 4학년 76명 (81.7%), 3학년 38명 (40.9%)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였

다. 보호자의 경우, 부 (14.0%)에 비해 부분 모 (83.9%)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전 

검사에 참여하였다. 

참여 지역 비율은 전이 36.6%로 가장 높았고, 서울 (26.9%), 충북과 전남 (10.8%), 그

리고 부산 (9.7%)과 인천 (5.4%) 순으로 참여하였다. 

표 18. 시범운  참여아동  보호자 특성

구분 처치 명 (%)

성별
남 55 (59.1%)

여 38 (40.9%)

학년
3학년 17 (18.3%)

4학년 76 (81.7%)

보호자

부 13 (14.0%)

모 78 (83.9%)

기타(조부모) 2 (2.1%)

지역

서울 25 (26.9%)

부산 9 (9.7%)

인천 5 (5.4%)

34 (36.6%)

충북 10 (10.8%)

남 10 (10.8%)

합계 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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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지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9). 여성이 11명 (68.8%), 남

성이 5명 (31.3%) 이었고, 30 가 11명 (68.8%)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81.3% (13명)으로 다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은 5년 이하가 

62.5% (10명)로 가장 높았다. 

표 19. 시범운  지도자의 특성

4)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범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9월 20일에 프로그램 초안에 관한 시범운영 지도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둘째, 2019년 9월 16일 ~ 10월 18일 사이에 시범운영 지도자는 선정한 기관의 상자

들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도자의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

을 돕기 위해 지도자용 매뉴얼이 제공되었고, 이메일을 통해 각 회기별 애니메이션 동

영상 클립 6개를 포함한 강의용 파워포인트 자료를 전송하였다. 또한 참여 아동들에게 

워크북과 부모를 상으로 하는 2회기용 지침서를 전달하였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아동

구분 처치 명 (%)

성별
남 5 (31.3%)

여 11 (68.8%)

연령

20 2 (12.5%)

30 11 (68.8%)

40 2 (12.5%)

50 1 (6.3%)

학력

상담 련학과 학사 2 (12.5%)

상담 련학과 석사 13 (81.3%)

상담 련학과 박사 1 (6.3%)

집단상담 로그램 운  경력

3년 이하 3 (18.8%)

5년 이하 10 (62.5%)

10년 이상 3 (18.8%)

합계 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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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매 회기 강화물이 제공되었다. 

셋째, 시범운영 지도자들은 회기 프로그램을 마칠 때마다 회기별 평가지를 작성하였

다. 또한 시범운영을 마친 후 지도자와 참여 아동 각각은 프로그램에 한 종합평가지

를 작성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을 마친 직후에 참여 아동들에게 사후 검사가 시행되었다. 

나. 시범운  평가

1) 프로그램의 효과

먼저, 연구 참여 상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사전, 사후 검사의 평

균이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표 20). 구체적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전점수는 보

호자 보고, 아동 보고 둘 다에서 남학생이 (M = 2.43, SD = 0.57) 여학생보다 (M = 2.30, 

SD = 0.59)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후 스마트폰 과의존 사후 점수는 여학

생에게는 평균 점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은 근소한 차이로 감소하였다 (M = 1.58, 

SD = 0.57). 그러나 성별에 따른 그리고 학년에 따른 사전, 사후 검사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 시범운  참여 상 인구학  특성별 기술통계

구분

M (SD)

사 검사-보호자 보고

(N  = 90)

사 검사-아동 보고

(N  = 93)

사후검사-아동 보고

(N  = 93)

성별

남
2.43 (0.57)

(n = 54)

1.84 (0.70)

(n = 54)

1.58 (0.57)

(n = 54)

여
2.30(0.59)

(n = 36)

1.73 (0.61)

(n = 39)

1.73 (0.64)

(n = 39)

학년

3
2.58 (0.46)

(n = 15)

1.99 (0.59)

(n = 16)

1.65 (0.61)

(n = 16)

4
2.38 (0.58)

(n = 75)

1.79 (0.66)

(n = 77)

1.64 (0.60)

(n = 77)

합계 2.38 (0.58) 1.79 (0.66) 1.64 (0.60)

※ 분석 상인 93명  보호자 보고가 락된 자료 3건을 제외하고 90개의 자료를 본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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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마트폰 과의존 사전검사 점수가 보호자 보고와 아동보고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동이 보고한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와 보호자가 보고한 과의존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8.42, p <.001). 즉, 아동이 보고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평균은 1.79 (SD = 0.66)으로, 보호자 

보고한 평균 값 2.38 (SD = 0.58)보다 낮게 나타나, 보호자에 비해 아동이 자신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하여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사 -보호자 보고와 아동 보고 차이 검증 결과                          (N = 90)

구분 M (SD)
Difference

t
M (SD)

사 - 보호자 보고 2.38 (0.58)
0.59 (0.66) 8.42***

사 - 아동 보고 1.79 (0.66)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및 보호자를 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사

전-사후 검사에 한 집단차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응표본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

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t = 2.73, p < .01). 즉, 프로그램 참여 후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평균 1.64 (SD = 0.60)로, 프로그램 참여 이전 평균인 1.79 (SD = 0.66)보다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

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 결과는 표 22

와 같다.  

표 22. 아동의 로그램 참여 사 -사후 검증 결과                                (N = 93)

구분 M (SD)
Difference

t
M (SD)

사 1.79 (0.66)
0.15 (0.52) 2.73**

사후 1.64 (0.6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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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기별 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

가) 시범운영 지도자의 회기별 평가 결과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지도자를 상으로 회기별로 참여아동의 반응 및 이해도와 

프로그램 중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시범운영 지도자들이 관찰한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인지적 활동 ( 처방안 

생각하기, 계획세우기 등)에서는 이해도에 있어 개인차가 있었으나, 동영상을 활용한 내

용 전달이나, 스티커를 통한 위험 상황 체크, 한 줄 동화 만들기 등 활동은 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별로 참여 청소년을 관찰한 

내용은 표 23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표 23. 시범운  지도자의 회기별 평가 결과 (참여아동 반응에 한 의견)

회기명 참여 아동 반응에 한 의견 

1회기

스마트폰은 

안 할까요?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부분이 매일 사용하거나 수시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

 자신이 즐겨쓰는 앱에 해 소개하는 것에 한 호응이 좋음

 아이들이 반 으로 많이 공감하 고, 이해도가 좋았음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스마트폰이 건강에 미치는 향은 잘 알고 있으나 기분, 행동

에 미치는 향은 악하기 어려워함

 생각주머니 (뇌, 머리)가 작아져요, 거북목이 되요, 팝콘 

인, 손목이 아 요, 키가 안커요, 친구들과 멀어져요, 엄마한

테 혼나요, 게임에서 지면 기분이 나빠요, 시력이 나빠져요, 

사춘기가 심해져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옴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매우 좋아함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음

 자신이 경험하는 험상황을 두뇌, 기분 등 다섯 역으로 나

어 설명하여 스마트폰 향에 한 이해에 도움이 됨 

2회기

내 마음의 

험상황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극 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 하려고 함

 특정 상황이 아닌 일반 인 마음의 상태를 표 하는 것에 약

간의 혼란이 있었음. 

  신 활동지에 있는 이모티콘으로 그림으로 표 함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아주 같은 상황이 아니면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고 인지하

는 경우가 있음 ( :  외동이에요, 우린 정해놓은 시간이 없

어요,  형이 있는데요 등) 

 험상황에 한 처법 는 것을 반복 으로 느끼고 이해

를 어려워함

 단계별로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간단한 감정과 단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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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명 참여 아동 반응에 한 의견 

과 (나빠진다, 안좋아진다)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음

 구체 으로 구조화 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임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나만의 처방법 찾기를 어려워 함

 처방법을 아래에 다시 쓰기 어려워해서 을 그어 체크

하도록 함

 처방법 다시 쓰는 것을 어려워해서 짧게 핵심 단어만 도

록 함

 세 가지 처방법의 구분이 모호하여 어려워 함. 나 어 생각

하기보다 합쳐서 한가지 처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3회기

내 생활의 

험상황

내 건강의 

험상황

 동 상을 본 후 실제 본인이 스마트폰 할 때 자세를 해보도

록 했을 때 활동 으로 참여하고 공감함

 스트 칭 따라하는 것에 흥미를 가짐

 자신들이 아는 스트 칭을 서로 알려주기도 하여 함께 나눔

 1회기 내용과 비슷하게 느끼는 청소년이 있었음.  

내 생활의 

험상황

 왜 하게 되나요? 내용을 는 것을 어려워 함

 자신의 경험을 구체 으로 써 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돌아

 한 동화 시를 두 개 정도 읽어주고, 마지막 한  동화 첫 

문장만 읽어  뒤 동화를 돌아가면서 만듦. 흥미를 보이며 다

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냄

 시를 읽은 후 만들게 함. 창의 이고 흥미롭게 진행함

4회기

스마트폰 

험탈출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인지  활동을 귀찮아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음. 반복

인 설명과 추가  개입이 필요함. 

 구체 으로 쓰는 것을 힘들어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림

 한 답을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함

 스트 칭에 한 액션 랜은 상 으로 쉽게 근함

 2, 3회기 활동을 돌아보는데 기억해내기 어려워 시간이 많이 

소요됨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가족과 함께 꼭 하고 싶은 안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고름

 조별활동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신하고 싶은 것을 고 발

표함

 액션 랜 세우기 이후 비슷한 것을  하니 어려워 함 

 안활동 리스트를 흥미로워 함

5회기

스마트폰 

사용조  

Cheer Up!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검사 실시와 함께 자신이 경험했던 스마트폰의 부정 인 

향에 한 이야기를 나 어 

액션 랜 

돌아보기

 스마트폰 사용 조  액션 은 좀 더 구체 인 안내와 시

가 있다면 이해가 더 쉬울 듯 함

주요활동3: 

다짐카드 

만들기

 응원의 말을 조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음

 다짐카드를 즐겁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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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초등 3, 4학년의 수준에 맞도록 세부 활동들이 더욱 구체적

인 상황을 설정하거나 안내할 필요가 있고, 생각하고 쓰는 활동의 반복 작업을 최 한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중 처방안을 작성하거나, 액션플랜

을 쓰는 과정에서 이전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해내기 어려워하는 아동이 있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회기 당 다루어야 할 활동의 양에 비해 진행 시간의 부족함에 한 개선의 필

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1회기 프로그램의 5가지 위험상황에 하여 한 회기에 

다루기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에 나머지 회기 내에서 위험 상황에 해 하나씩 다루는 것

에 한 의견, 집단 안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시간이 적어서 집단원이 많아질 경우 피

상적인 집단 상담이 될 수 있어 소규모 집단의 형태로 심층 개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참여 아동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애니매

이션을 시청하고 난 뒤 아동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회기 내에 더 할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도자가 회기별로 제안한 개선사항은 표 24에 제시하였다. 

표 24. 시범운  지도자의 회기별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한 의견)

회기명 개선 의견사항

1회기

스마트폰은 

안 할까요?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조별로 마인드 맵 형태로 스마트폰 사용에 해 작성하면 좋을 

듯 함

 반 인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함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상을 보고 자신의 사례에 용해보는 작업은 시간이 부족하

음.

 개별 인 워크북보다 조별로 향에 해 나  수 있는 활동이 

좋을 듯함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나에게 미치는 향과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 첩되는 느낌임. 

 체크리스트의 문항이 o/x로만 되어 있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체크하기 어려워함

 문항을 쉽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워크북 ‘스티커 붙이기’ -> ‘스마트폰 험상황 표시하기’로 제

목 수정

2회기

내 마음의 

험상황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기분에 한 설명과 기분을 선으로 연결하는 형태의 활동은 어

떨지

 스마트폰 사용과 련된 감정으로 구조화된 감정 선택 필요

( : 스마트폰을 할 때, 못할 때, 숙제를 못하게 되었을 때, 친

구들이 스마트폰만 할 때 감정 등)

 감정 스피드 퀴즈 는 감정 빙고로 감정의 종류 탐색해보기 

등 활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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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범운영 지도자의 종합평가 결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본원 연구진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범운영 지도자 

16명에게 종합평가를 의뢰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의 현장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

램 의 시의 적절성, 목적성, 실용성, 유익성, 결과기여도에 관한 5개 질문을 제시하였다. 

종합평가를 제출하지 못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의적절한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78.6% (11명)가 ‘매우 

회기명 개선 의견사항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동 상을 말로 설명하면 좋겠음

 워크북에 로 모두 쓰는 것을 어려워함. 기분과 계만 쓰도

록 하는 것이 핵심 일 수 있겠음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처방법을 직  다시 쓰도록 하기 보다는 , 체크하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이미 실행하고 있는 처방법을 살펴보고 강화하는 것도 정

일 것 같음

 더 많은 처 방안 목록이 포함되면 좋겠음

3회기

내 생활의 

험상황

내 건강의 

험상황

 상 내용에 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장면 간 구분이 

필요함.

 상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음

내 생활의 

험상황

 동 상을 설명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 음. 장면 간 구

분이 필요함. 

 ‘왜 하게 되나요?’ 내용을 는 것을 어려워 함. ‘~하는 이유’라

고 워크북에 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 함. 

 ‘왜 하게 되나요?’에서 시 문항이 제시되면 좋겠음.

4회기

스마트폰 

험탈출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인지  활동은 소규모 집단 형태에 합해 보임

 활동지나 구체 인 상황에 한 시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 함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몇 가지 안활동( : 십자수, 비즈 만들기, 마니 , 포토샵, 캘

리그라피 등)은 추가 설명이 필요함

 액션 랜 세우기 이후 비슷한 것을  하니 어려워하므로 게임 

(빙고게임 등)을 활용한 안활동 고르기를 하면 좋겠음

5회기

스마트폰 

사용조  

Cheer Up!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검사 실시와 함께 자신이 경험했던 스마트폰의 부정 인 향

에 한 이야기를 나 어 

액션 랜 

돌아보기

 스마트폰 사용 조  액션 은 좀 더 구체 인 안내와 시가 

있다면 이해가 더 쉬울 듯 함

 이후 실천에 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개입 (확인)이 필요함

다짐카드 

만들기

 스스로를 응원하는 말을 는 것을 쑥쓰러워 하는 청소년도 있

었음. 상장을 만들어 격려하는 것도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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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렇다’에 응답하여 시의적절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마

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 목적성에 해서는 응답자 중 71.4% (10명)가, 실용성은 50%(7

명)가, 유익성은 64.3% (9명)가, 마지막으로 결과의 기여도는 78.5% (11명)가 긍정적인 평

가를 하였다. 시범운영 지도자의 현장활용성 평가의 영역별 점수의 평균은 3.5에서 4.07

에 이른다 (표 25).

표 25. 시범운  지도자의 종합평가 결과 ( 장활용성 평가)                          (N = 14)

본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세부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범운영 지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26). 

먼저, 1회기의 경우 아동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

고,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2회기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살피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3

회기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공감하기 쉬운 활동들로 

흥미를 유지하면서 회기의 목표를 온전히 전달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4회기에서는 초

등 3, 4학년 수준에 적합하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사용조절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5회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번

호
반  평가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M 

(SD)

1
본 로그램 개발은 시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7.1%)

2 

(14.3%)

6 

(42.9%)

5 

(35.7%)

4.07

(0.92)

2
본 로그램이 개발 목 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4 

(28.6%)

8 

(57.1%)

2 

(14.3%)

3.86

(0.66)

3
본 로그램이 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7.1%)

6 

(42.9%)

6 

(42.9%)

1

(7.1%)

3.5

(0.76)

4
본 로그램을 등3,4학년에게 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7.1%)
4 (28.6)

9 

(64.3%)
-

3.57

(0.65)

5
본 로그램이 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 3 (21.4)

10 

(71.4%)

1

(7.1%)

3.86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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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계획안을 적절히 활용하여 놀이와 함께 접목한 활동들로, 위

험상황의 원인과 결과에 해 아동들이 이해하기 용이해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한 개

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1, 2, 3회기의 애니메이

션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한 참여 아동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표 26. 시범운  지도자의 종합평가 결과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

회기 이유

1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스마트폰 사용 횟수를 구체 으로 확인하면서 일주일동안 자

신의 사용정도를 직  확인 할 수 있었음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애니매이션의 사례가 아동들의 참여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됨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체크리스트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습   험상황을 쉽고 

명료하게 인식 하는데 도움이 됨

 다섯가지 험상황 분류가 했고 자신이 어떤 역에서 

험신호 (빨간불)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애니메이션으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의 상황을 다른 

아동과 비교하면서 자기탐색에 효과 이었음

 워크북에 시각 으로 스티커를 붙이며 몰입 할 수 있었음

2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감정에 한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고 재미있어 감정을 표

하는데 어렵지 않은 활동이었음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재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부분을 자각함으로서 경각심을 심

어주고, 스마트폰의 부정  향에 해 환기시킬 수 있었음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세부 으로 알게 되면서 스마트폰 사용

으로 인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살피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

이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3

내 건강의 험상황

 신체의 험 상황에 해 명확히 이해하는데 효과 이었음

 아동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  가장 공감하기 쉽고 참

여도가 높았음 

 직  활용가능한 스트 칭 같은 활동은 흥미를 유지하면서 회

기의 내용을 온 히 달 할 수 있었음

내 생활의 험상황

 <한  동화> 활동은 험상황을 깨닫고 스스로 처 방법에 

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효과를 높임

 직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 에 한 이야기를 동화처럼 설

정하고 좋은 결말로 자연히 이끌어 갈 수 있었음

4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스마트폰 사용을 이는 구체 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직  

세워보는데 효과 이었음

 실질 인 사용조 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활동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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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세부 프로그램 (회기 또는 활동)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회기는 

없으나 부분의 시범운영 지도자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활동 및 이에 한 개선 방향에 

한 의견을 보고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의견은 회기 내에서 다루고자하는 내용이 많고, 

3학년이나 상 적으로 이해력이 낮은 4학년이 있을 경우 집단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기라고 볼 수 있는 4회기의 액션플랜 세우기

는 2회기와 3회기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참여 아동들이 

2,3회기 내용을 정리하여 액션플랜 세우기를 어려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별히 본 프

로그램의 특성상 생각하고 쓰는 작업이 많은데, 이를 귀찮아하거나 어려워하는 아동들

이 지루해 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에 어려웠다는 보

고가 있었다. 

다) 참여 아동의 종합평가 결과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전반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한 의견으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험’,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점’, ‘프로그램을 하면서 달라진 점’ 에 하여 개방형 질문

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해용이성, 만족도, 유

익성 및 활용가능성에 한 4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5점 Likert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

다. 93명의 참여 아동 가운데, 종합평가결과지를 작성하지 않은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9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회기 이유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다양한 안활동을 구체 으로 인식하고 계획해 볼 수 있음

 아동의 수 에 맞게 실천가능한 계획에 해 반복하여 강조하

는 것이 효과 임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흥미

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음 

5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고 검할 수 있었음

액션 랜 돌아보기  자신이 세운 실천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목표 달성 효과를 높임

다짐카드 만들기  로그램의 마무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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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현장활용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해하

기 쉬운지에 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84.8% (78명)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이해용이성 에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

로그램 참여 만족도에 해서는 응답자 중 90.2% (83명)가, 프로그램의 유익성에 해서

는 응답자 중 90.3% (83명)가,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에 해서는 응답자 중 84.8% (78

명)가 체로 그렇다고 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 효과 및 활용가능성에 해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아동의 현장활용성에 한 영역별 평가 점수의 평균은 

4.39에서 4.61에 이르기까지 높게 나타났다 (표 27).

표 27. 참여아동의 종합평가 결과 ( 장활용성 평가)                               (N = 92)

프로그램 내용에 한 의견 응답은 다음과 같다. 가장 기억에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험에 한 질문에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한 것을 알게 된 것,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새로운 정보습득, 스마트폰을 줄이는 법 및 안

활동에 해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27 참조). 프로그

램에서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점에 한 응답으로는, 쓰는 활동이 많다는 점과 2회기 내

마음의 위험상황 활동과 같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종결에 한 아쉬움 의견이 많았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달라진 점에 한 질문에는, 스

마트폰 사용 조절, 사용에 한 다짐을 하게 된 것과 안활동에 한 관심과 스마트폰

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28

에 제시하였다.

번

호
질문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M 

(SD)

1
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

웠나요?

1

(1.1%)
-

13

(14.1%)

14 

(15.2%)

64

(69.6%)

4.52

(0.82)

2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았

나요? 

1

(1.1%)

1

(1.1%)

7

(7.6%)

15

(16.3%)

68

(73.9%)

4.61

(0.77)

3
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1

(1.1%)

2

(2.2%)

6

(6.5%)

18

(19.6%)

65

(70.7%)

4.57

(0.80)

4
이 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

도 권하고 싶나요? 

3

(3.3%)

4

(4.3%)

7

(7.6%)

18

(19.6%)

60

(65.2%)

4.3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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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참여아동의 종합평가 결과 (가장 기억에 남는 에 한 의견)

질문 응답요약 진술 문

Q1. 

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이 미치는 

향에 한 정보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배운게 도움이 되었다. 

 게임을 하고난 후에 해야 할 스트 칭이 가장 기

억에 남았다.

 게임을 계속하면 엄마아빠에게 짜증을 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마트폰 이는 법

 선생님 덕에 휴 폰을 많이 일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 심이 없어졌고, 스마트폰 사용을 조

이나마 이게 되었다.  

안활동과 행동계획

 스마트폰을 신해서 하는 게임 같은 것을 알아 

기쁘다.

 핸드폰을 이고 액션 랜을 배우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기타
 나의 감정 배우기가 기억에 남는다.

 나의 스마트폰 사용 다짐하기가 기억에 남는다. 

Q2. 

로그램에서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은 

무엇인가요?

내용이 어렵고 복잡

 스마트폰 사용계획(액션 랜) 세우는 게 좀 어려웠다.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이 어려웠다. 

 쓰는 게 많아서 어려웠다. 

 재미있지만 복잡해서 아쉬웠다.

로그램 종결의 

아쉬움

 로그램을 매일매일 진행했으면 좋겠다.

 더 배우고 싶은데 끝내야 해서 무 아쉬웠다. 

기타
 이해하기는 쉬웠는데 재미가 좀 없었다.

 간식이 어서 아쉬웠다.

Q3. 

로그램을 

하면서 달라진 

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사용조
 게임 약속시간을 잘 지키게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쉬는 시간이 달라졌다.

스마트폰 사용다짐
 스마트폰에 해 생각과 다짐이 생겼다.

 핸드폰을 게 하자는 다짐을 했다.

안활동에 한 

심

 엄마 아빠하고 취미를 같이 하자고 해야겠다. 

 액션 랜을 하면서 핸드폰을 이고 다이어트를 

한다.

스마트폰의 부정 인 

측면에 한 인식

 스마트폰의 나쁜 을 알게 되었다.

 핸드폰을 하면 뭐가 안 좋은지 배웠다.

기타  아빠의 잔소리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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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램의 수정보완 방향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분석결

과와 참여아동 및 시범운영 지도자의 종합평가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에 

한 수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본 프로그램의 전체 구

성에 한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판단 하에, 기본적인 전체 구성 및 하위 구성요소는 유

지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있는 아동이 문제 상황에 적절히 처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시범운영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들은 ‘생각하고 쓰는 활동’에서 지루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학습활동과 

같이 느껴지는 ‘쓰기활동’을 부분적으로 줄이고, 프로그램 지도자가 참여인원에 따라 

개인 또는 모둠별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토론하는 등의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적

용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이 시간에 비해 단계별로 많은 세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지도자가 프로그램 참여 상의 수준이나 활동 

내용의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프

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각 회기별 핵심 내용 및 우선순위를 표기하여 지도자가 자율적으

로 선택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넷째,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이해 폭을 높이고자 애니메이션을 다양하게 구성하

고 활용하였다. 다만 애니메이션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피드

백을 받은 바, 주제별로 애니메이션을 구분하도록 하겠다. 또한 애니메이션 시청 이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둠별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용 매뉴얼에서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충자료들을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시범운영 집단에서 나타난 반응을 수록하

여 예상되는 집단의 반응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아동들에게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제를 내어줄 때 예상되는 문제 (예. 스마트폰 용량 제한, 

스마트폰 사용권 제한 등)를 운영팁으로 제시하여 과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하였다. 또한, 아동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관련 탐색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운영

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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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논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인터넷·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아동에 이르기까지 사용 상이 확 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일상의 편리

함과 더불어 지적 영역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영향력은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생활과 발달 전반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의존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남성 청소년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성별 차

이가 무의미해졌고, 3~9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과의존 비율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상 연령의 확 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을 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프로그램개발을 목

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부모에게 제공되는 안내

문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시범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본

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연령 청소년을 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사방

법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접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프로그램들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

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한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현장실무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더불어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3, 4학년 보호자, 담당교사, 

현장전문가를 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의 확인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 체계적인 방법으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해 9 ~ 10월 말에 걸쳐,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자를 시범운영 지도자로 모집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한 시범운영 지도자 워크숍을 진

행하였다. 본원 연구진 및 시범운영 지도자들은 관할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청소년 유관

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3~4학년 남녀 학생 총 93명을 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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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 아동 및 보호자를 상으로 사전-사후 

검사와 시범운영 참여자들의 평가 (회기별 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 지

침서는 본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응표본t검증 (Paired t-test)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스마트폰 위험탈출 Cheer up!)이 초등학교 3, 4학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감

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는 초등 3, 4학년을 상으로 자기결정성에 근거하여 아동의 행동변화에 한 내적 

동기를 강화 시키고자 하는 개입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부족한 아동에게 가족과의 관계성을 높이고, 스마

트폰 사용조절에 한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 스스로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한 유능감을 높이도록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확

인하고 변화에 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해 보도록 하는 행동적 개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조절 실패로 인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문제 상황들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했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족, 형제자매와의 

갈등, 건강관련 문제, 생활태도 및 행동의 문제 등을 이해가 쉽도록 애니매이션으로 제

시함으로써 관심과 집중을 높이고 아동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

제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과 및 과정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범운영 지도자 및 

참여 아동들의 평가가 별도 실시되었다. 먼저, 시범운영 지도자에게 회기별 참여 아동들

에 한 관찰 반응과 개선사항에 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애니매이션을 활용

한 내용 전달이나, 스티커를 활용하여 신체 부위별로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

황들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회기별 목표와 의미의 전달이 용이했음을 보고하였다. 개선

사항으로는 ‘쓰기 활동’의 반복 작업을 최 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처방안이

나 액션플랜을 쓰는 과정에서 이전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해 내기 어려워하는 아동이 있

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 참여 아동들과 시범운영 지도자들에게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 아동들은 84.8%가 프로그램 내용에 한 이해가 쉬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 로그램 개발  83

90.2%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좋았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에 해 전반적으로 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고, 90.3%가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응답하였다. 마지막

으로 84.8%가 본 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기억

에 남는 프로그램 내용에 해서는,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에 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고, 스마트폰 줄이는 법과 다양한 안활동에 해 알게 된 점을 

보고하였다.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에 한 응답으로는 쓰는 작업이 힘들다는 것

과, 프로그램이 끝나 더 이상 참여가 어렵다는 것에 한 아쉬움을 많이 보고하였다. 마

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조절 필요성에 해 인식하

게 된 것과 안활동에 한 관심이 생긴 것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다음, 시범운영 지도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종합평가를 수집한 결과, 78.6%가 프로그램 

개발의 시의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성과 유익성 그리고 결

과 기여에 해서도 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실용성에 한 평가는 50%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시범운영 지도자들의 회기별 개선사항 및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더욱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제안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프로그램 최종안에 한 수정방향이 수립되었다. 프로그램

의 기본 구성요소는 유지하되 프로그램 세부내용 면에서 생각하고 쓰는 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탐색의 기회를 높이고 자신의 경험

과 자신의 행동변화에 해 집단원들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프로그

램 운영자가 각 회기 내 활동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지도자 매뉴얼에 추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범운

영에 참여한 아동들의 반응을 매뉴얼에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

서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 확인에서부터 요구,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는 다음과 같다. 

본 저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가장 큰 의

의는 체계적인 개발절차를 거쳐 미디어 과의존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서, 저연령 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다차원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미디어 과의존 현상에 한 다양한 관점을 고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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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요 예방 모델을 살펴보았으며, 다

양한 관점에서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보다 공통적으로 지지받

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실효성이 높은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치유프

로그램에 있어 주요 수혜자들의 인식과 요구 및 프로그램이 주로 보급될 상담현장의 요

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보

호자, 교사, 미디어 과의존 관련 현장전문가들을 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여 현장의 요구를 최 한 매뉴얼에 담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에 한 아동 및 보호자의 사전 검수, 프로그램 초기개발안에 한 현장 및 학

계전문가의 감수 등을 거침으로써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3,4학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아동들을 상으로, 실제 상담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상담 현장에 

보급되어 정착될 가능성을 높였다. 증거기반의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의 상담프로그램 

수준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서비스 상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을 기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한 자기인식이 부족하고 프

로그램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을 상으로, 자신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패턴

을 인식하고, 변화에 한 내적 동기를 강화하여 행동변화를 이끌어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높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만으로 설계된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설계를 사용하였다.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가장 전형적인 설계

는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실험집단의 효

과성 검증이 본 프로그램의 성과를 더욱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프

로그램이 무작위 할당, 독립변수의 조작, 사전-사후 검사라는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있

다 하더라도, 통제집단이 부재한 단일 집단만의 효과성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에 제공하는 중재 내용이 이로운 것일 경우 조군에게도 연

구 완료 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기통제 실험설계 (wait-lists)와 같은 연구

계획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처치의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나, 이는 아동의 보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

며 보다 객관적인 관찰자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운영 기관의 특성 및 보호자들의 개인 사정으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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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종료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사전 검사에 한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 아동에 한 자기보고와 관찰자 보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듯이, 

사후 검사 결과도 아동보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

서는 보호자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에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호자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안내서를 상담 초반에 배포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맞추어 가정 내에서 고려 할 부분과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별도의 보호자교육 회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내서 형태로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자

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제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추후 프로그램에서는 보호

자 교육을 위한 별도의 회기를 계획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으며, 현장의 여건

상 별도의 보호자 교육이 어렵다면 가정 내 보호자의 참여를 위해, 집단상담 진행과 동

시에 보호자에게도 과제 및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참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계획해보고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혹은 집단에서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워크북의 구조화에 공을 들였으나, ‘쓰는 활동’이 많아지

면서 아동들이 과제를 어렵게 느껴,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추후 수정

에서는 ‘쓰는 활동’을 줄이고, 선택하여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

이다. 더불어,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안이 되었던 것처럼, 놀이 기반의 

프로그램 전환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상담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을 살리면서 놀이를 어떻게 접목 시킬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현장의 여건 상 

충분한 공간의 확보와 교구재의 마련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아동 프로

그램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놀이 기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

겠으며, 관련 전문 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을 기 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획에서부터 교사, 학부모, 상담 

실무자 등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같은 요구도 조사

가 선행되었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초등 저학년 아동들에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기획단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교사, 부모 등 성인들의 관

점뿐만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경험과 이해에 한 의견 수

렴이 포함되었다면 아동 경험 기반의 요소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

다. 추후 초등 1, 2학년을 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서비스 상이 되는 아동들

의 의견이 요구조사에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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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저연령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 된다.

첫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기관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 청소년에 한 실질적인 치유서

비스 개입을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치유서비스의 상인 저연령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터넷·스마

트폰 과의존 위험도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의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써 서비스 콘텐츠 확  및 상담전문인력의 역량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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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장실무자 상 설문조사 질문

2. 상별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3. 스마트폰 과의존 설문지 – 보호자용, 아동용

4. 시범운  평가 – 시범운 지도자 (회기별 평가지, 종합평가지), 

참여 아동 (종합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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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장실무자 상 설문조사 질문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로그램 개발

Ⅰ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아니오 

Ⅱ. 연령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어느 

연령 (학령)가 가장 시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등학교 5, 6학년     ② 등학교 3, 4학년      ③ 등학교 1, 2학년 

Ⅲ. 효과 인 로그램의 개발을 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 인 회기, 시간, 집단의 크기 등

 로그램에 필수 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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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상별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교사 상 인터뷰 질문 

<소개질문>

# 여러분의 재 근무처, 담당업무(근무경력, 학령 기 ( 1～3) 담임 경력, 재 

담임학년)는 무엇인지요?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있는 학령 환기 청소년의 한 

학 당 얼마 정도나 될까요?

1. 학교에서 찰하는 학령 기 청소년 ( 1～ 3)의 특징은?

 - 학교생활  래 계 등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연령과 차이나는 발달  특징 

(과거 세 와의 차이  포함)

<주요질문>

2. 스마트폰사용과 련되어 변화된 ?

 - 학령 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과거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았던 시기와의 비교 혹은 1에서 3으로 가면서 생기는 변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보이는 학령 기 청소년의 특성)

3. 학령 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련하여 어떠한 부분이 문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가? (학 내 심)

 - 학교  학업 역 (규칙 응, 교사와의 계, 교유 계, 학업 성취도  학습

태도 등)

 - 일상생활  개인 역 (가정생활, 생  생활 리, 정서  행동 등)

( 로그램 개발방안)

4. 학령 기 청소년을 한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

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 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 로그램의 구성요소)

5. 치유 로그램을 제작한다면, 로그램을 달하는 방식에서 요하게 고려해

야 할 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선생님에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정보는 무엇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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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효과 인 집단활동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스마트폰 사용 련한 어려움이 있는 학령 기 청소년에게 두드러지는 환경  

혹은 개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환경  특성 (사회  혹은 가정  특징) 

 - 개인  특성 (정서  특성, 기질  특성, 계 특성 등)

 - 그 다면 선생님이 찰하시기에, 인터넷 사용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는 어떠한 공통  혹은 차이 을 보이는지요? 

**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문제에 해 어떻게 처하셨는지요?

 - 선생님께서 직  하신 응은? (교사의 처행동)

 - 이러한 문제에 한 처방법으로 학  자체 지침이 있는지요? (학 지침)

 - 이러한 문제에 해 학교 자체에서 마련한 지침이 있나요?

 - 지도나 상담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경험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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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 인터뷰 질문 

<소개질문>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녀의 성별, 나이, 자녀분의 특성 등을 간략히 소개해주

세요.

1. 재 자녀가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그 지 않다면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허락을 받지 않고 독립 으로 쓰나요? 그럼, 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은 하다고 생각하나요?

<주요질문>

2.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과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가

요?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있다면, 처음 어려움이 있을 때부터 재까지 변화

된 과정과 어떤 부분이 향을 주었는지 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련하여 어떠한 부분이 문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가? (가정내 심)

 - 일상생활  개인 역 (가정생활, 생  생활 리, 정서  행동 등)

 - 학교와 학업 역 (규칙 응, 교사와의 계, 교유 계, 학업 성취도  학습태

도 등)

4. 학령 기 청소년을 한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내

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 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 로그램의 구성요소)

5. 치유 로그램을 제작한다면, 부모님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을까요?

**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문제에 해 어떻게 처하셨는지요?

 - 부모님이 직 하신 응은? (성공경험과 실패경험)

 - 이러한 문제에 한 처방법으로 가정 내 기 과 지침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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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무자 상 인터뷰 질문 

<소개질문> 

# 여러분의 재 근무처, 상담경력, 학령 기 ( 1∼ 3) 청소년에 한 상담 경험

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있는 학령 환기 청소년의 상담 비율

은 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1. 상담자가 생각하는 학령 기 청소년 ( 1∼ 3)의 특징은?

 - 상담과 경험 등을 통해 다른 연령과 차이나는 발달  특징 (과거 세 와의 차

이  포함)

<주요질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보이는 학령 기 청소년의 특성)

2. 최근 학령 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련하여 어떠한 부분이 문제로 나타난

다고 생각하는가?

 - 일상생활  개인 역 (가정생활, 생  생활 리, 정서  행동 등)

 - 학교  학업 역 (규칙 응, 교사와의 계, 교유 계, 학업 성취도  학습

태도 등)

3. 학년 청소년 상담 시 유용했던 상담 방법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련되어 집단, 개인, 가족, 부모 상담 등 방법과 련 

내용

( 로그램 개발방안)

4. 학령 기 청소년을 한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

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 로그램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 로그램의 구성요소)

5. 치유 로그램을 제작한다면, 로그램을 달하는 방식에서 요하게 고려해

야 할 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상담자에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정보는 무엇인

가요?

 - 집단 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효과 인 집단활동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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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용 련한 어려움이 있는 학령 기 청소년에게 두드러지는 환경  

혹은 개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환경  특성 (사회  혹은 가정  특징) 

 - 개인  특성 (정서  특성, 기질  특성, 계 특성 등)

 - 그 다면 선생님이 찰하시기에, 인터넷 사용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는 어떠한 공통  혹은 차이 을 보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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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스마트폰 과의존 설문지 – 보호자용, 아동용

스마트폰 과의존 설문지 [보호자]

※ 설문내용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녀 (아동)에 하여 평소에 생각하시던 

로 솔직하게 표시해 주세요.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스마트폰 이용에 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2)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 

한다.

3) 이용 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4)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5)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6)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8)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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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 설문지 [아동용]

※ 학생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생각에 한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표시해 주세요.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  하는 것이 어렵다

 3) 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4) 스마트폰이 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 하기 어렵다.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 있다.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난 이 있다.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형제자매와 갈등을 경험한 

이 있다.

10) 스마트폰 때문에 해야할 일(공부, 숙제 는 학원 등)을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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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시범운  평가 – 시범운 지도자 (회기별 평가지, 종합평가지), 

참여 아동 (종합평가지)

회기별 평가지 (상담자용)

1.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  태도, 반응, 참여도, 학생들의 활동 과정이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주요 내용

(학생들의 반  참여 반응/ 활동 과정 / 수정 보완 사항) 

1회기

스마트폰은 

안 할까요?

도입활동

주요활동1: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주요활동2: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주요활동3: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마무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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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학생들의 반  참여 반응/ 활동 과정 / 수정 보완 사항) 

2회기

내 마음의 

험상황

도입활동

주요활동1: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주요활동2: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주요활동3: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마무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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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학생들의 반  참여 반응/ 활동 과정 / 수정 보완 사항) 

3회기

내 생활의 

험상황

도입활동

주요활동1: 

내 건강의 

험상황

주요활동2: 

내 생활의 

험상황

마무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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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학생들의 반  참여 반응/ 활동 과정 / 수정 보완 사항) 

4회기

스마트폰 

험탈출

도입활동

주요활동1: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주요활동2: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마무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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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학생들의 반  참여 반응/ 활동 과정 / 수정 보완 사항) 

5회기

스마트폰 

사용조  

Cheer Up!

도입활동

주요활동1: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주요활동2: 

액션 랜 

돌아보기

주요활동3: 

다짐카드 만들기

마무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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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평 가 지 (상담자용)

1.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2. 세부 로그램  본 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되십니까? 3가지를 순 로 선택해주시고 그 이유를 어주십시오.

순

작성
순 이 유

1

회기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1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2

회기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2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3

회기

내 건강의 험상황

내 생활의 험상황

4

회기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3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5

회기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액션 랜 돌아보기

다짐카드 만들기

반  평가
매우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본 로그램 개발은 시의 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2
본 로그램이 개발 목 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

고 생각하십니까?

3
본 로그램이 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 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4
본 로그램을 등3,4학년에게 용할 경우, 유

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본 로그램이 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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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로그램  본 로그램의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회기를 선택해주시고 그 

이유를 기록해 주세요. (없을 경우 미작성)

∨표 이 유

1회기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2회기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3회기
내 건강의 험상황

내 생활의 험상황

4회기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5회기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액션 랜 돌아보기

다짐카드 만들기

4. 로그램  학생들에게 가장 실시하기 어려운 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

까? 그 이유를 어주세요.

∨표 이 유

1회기

나의 스마트폰 사용 모습

스마트폰이 나에게 미치는 

향

나의 스마트폰 험상황

2회기

내 마음속 들여다보기

내 마음의 험상황 발견하기

내 마음의 험상황 처하기

3회기
내 건강의 험상황

내 생활의 험상황

4회기
험 탈출! 액션 랜 세우기

안활동 액션 랜 세우기

5회기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액션 랜 돌아보기

다짐카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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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의 견 지 (아동용)

1.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2. 이 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3. 이 로그램에서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은 무엇인가요? 

4. 이 로그램을 하면서 달라진 은 무엇인가요? 

질 문 ○ ○ ○ ○ ○
1 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2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았나요? 

3 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4 이 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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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growing concern regarding addictive Internet and smart-phone use habits of 

school-age children, the demand for age-adequate intervention programs has increased. 

Many empiric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negative effects of excessive media us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xcessive media use can trigger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for children and can negatively impact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To date, most of intervention programs have focused o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or older adolescents. As children and adolescents differ in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by age, age-appropriate intervention programs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ge 9-12 to reduce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and verify the impact 

and appropriateness of the program. 

The procedure of the development of this program is as follow. 

In the planning stage, first,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garding influence factors, 

recent group counseling trends, and developmental features of target age groups was 

conducted.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70 field practitioners related to the 

National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to confirm the demand for the program. 

Additionally, we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22 parents, teachers, and field 

experts who experienced media dependence problems in Seoul, Yeongnam, and Honam, and 

analyzed the results.

Based on the data derived from the planning stage, in the program construction stage, a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organized pursuant to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3rdand4thgraders.

First, the program was designed to focus on the problems that children can experience 

daily. Second, the goal was to strengthen the motivation for behavior change by satisfying 

the relationship, competence, and autonomy needs of children based on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Third, the guide on how to monitor and nurture the use of Internet 

smart-phones at home and how to encourage children to follow their action plan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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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rovided. Fourth, the terminology selection and the concrete case for the development 

level were presented. Fifth, the program's form and activities that can minimiz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failure to control the use of Internet smart-phones were 

considered.

The validity of the first draft of the program was reviewed by professionals, parents, 

and children and the revised version of the program was then conducted with 93, 3rd(n = 

16) and 4th(n = 77) graders from September through the end of Octob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pre-tests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on participati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Also, the counseling teachers and participating 

children evaluated the impact and appropriateness of the program. 

Paired t-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pre-post changes. Results show a significant 

decrease over time on the level of dependency on smart-phones. In other words, the 

program (program name: Smart-phone Risk Escape, Cheer Up!)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dependency on smart-phones in the target age group. Participating 

children reported the program enabled them to reconsider the side effects of excessive 

media use. Last, the counselor who participated in the pilot operation reported that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appropriately developed and can be used within various 

counseling settings without difficulty. A few suggestions were mentioned, including 

integrating counseling materials (workbook and animation) with the program. After 

conducting a pilot operation, the collected statistical results and the evaluation opinions of 

the participants and staff were tactically manipulated for program modifications. 

Afterwards, the final program was completed through research meetings and expert 

supervision.

It is also crucial to note that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the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he program was conducted without a control group.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ies include control group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hile there has 

not been any group counseling program to prevent problematic smart-phone use of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s, a new program has been developed and is available 

for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