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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조사, 분석, 설계, 구안, 적용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조사단계
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군 고등학생 147명을 대
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조사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
그램 목적, 회기별 목표, 회기수를 결정하였다. 설계 및 구안단계에서는 목적, 목표,
회기별 목표에 따라 선별된 활동 안을 이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의 자문과정과 예
비적용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자아통제력 향상, 공격성 완화, 스마트폰 대체활
동, 자기효능감 증진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총 12회기의 최종 프로그램을 구안하였
다. 적용단계에서는 충북소재 A고등학교 학생 2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험집단
에 12명, 통제집단에 12명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혼합변략
분석(Mixed Anova)으로 자료처리를 하였으며, 참가자의 경험보고서, 상담자 관찰내
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영역에서 통제집단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주제어: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고등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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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기능과 함께 인터넷 접속과 데이터 통신 등의 기능을 결합
한 지능형 단말기로써 게임, 멀티미디어, 통화 및 정보검색 등이 언제 어디에서나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생활상의 많은 편리함과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에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병년, 20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편리함과 유용성이라는 순기
능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기능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즉
언어파괴, 음란물 접근, 폭력적 게임의 지나친 사용과 같은 문제를 양산시키고(박선
혜, 2013; 백미성, 2014),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서나 업무
또는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김보연, 2012).
이러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은 인터넷이 스마트폰 세계로 옮겨 가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휴대전화와 인터넷
의 결합체인 스마트폰의 특성상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화 중독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휴대전화 중독은 휴대폰에 의한 의존행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 휴대폰 사용에 내성이 생겨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휴대폰이 없으
면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는 강박경향이 있어서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경
험하는 정도가 높음을 말한다(Griffiths, 1999). 인터넷 중독은 병리적이고 강박적으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Goldberg, 1996).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특성을 지닌 스마트폰 중독을 정의하면, 스마
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등의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은 일반적인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 중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금단’과 ‘내성’ 증상이 동반되고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력 저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황재인, 신재한, 2013).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Casey(2012)는 스마트폰에 중독의
특징으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유해한 결과에 대한 무시, 갈망을 잘 통
제하지 못함, 몰두, 생산성을 잃어버림, 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을 들었고 외로
움과 수줍음이 많을수록 중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스마트폰은 PC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앱이 무수히 많아 자신
이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중심으로 맞추어져 있어 중독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과 그 부작용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통제
력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은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누군가의 간섭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표현 욕구를 쉽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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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조현옥, 2012). 또한
청소년들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 흥미가 많고 주로 오락적 목적과 또래 상호작용 목
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체 선택의 동기 면에서도 중독에 취약하고(김
현숙, 서미정, 2012), 지적호기심, 민감성, 모방의 특성 때문에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
이 가능하고 다양한 앱과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할 가
능성이 크다(천예빈, 2013). 스마트폰 중독율 조사에서도 청소년이 11.4%, 성인 7.9%
로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교육부, 2012)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은 휴대전화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에서 보
이는 특성 외에 중요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개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시급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발원(2013)의 3회기로 구성된 중학교 학급단위 예방 프로그램, 김명식 외(2013)의 심
리교육, 스마트폰 중독과 뇌, 동기강화 기법 교육, 인지 행동적 기법 교육의 4회기 프
로그램, 김희진(2014)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인식, 자기통제력 향상, 충
동성 조절 프로그램, 전소영(2013)의 미술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 정서림(2014)의 스
마트폰 잠재적 위험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인식, 자기통제력 향상, 충동성
조절, 스마트폰 대체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등이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강한 충동성을 나타나게 하
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및 충동성을 완화시키는 상담
적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조현옥, 2012).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
그램 개발 자체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고하
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김명식 외, 2013), 공격성 완화(전소영, 2013)나 중독 완
화를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황재인, 신재한, 2013)을 시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스
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변인에 관한 연구와 연계성이 없이 중독 자체의 완화를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정서림, 2014). 또 학급단위 예방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 학급에는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학생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예방적 프로그램의 일률적인 적용만으로는 잠재적 위험자군 이
상의 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이 어려워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정서림, 2014). Kaplan(1967)이 1차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조기발견과 조기대응을
위한 2차적 예방에 대해서도 강조한 점(정서림, 2014에서 재인용)과 Orford(2001)가
특정 활동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 단계에서 중독적 사용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심각한 중독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잠재적 위험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김소
현(2014)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생에서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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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비율이 중학생과 특성화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고등학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과 달리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내야
만 하는 특수한 학습상황에 놓여있어 이러한 수업 스트레스로 인해 스마트폰에 몰입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손혜선, 2014) 고등학생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 변인에 대한
접근 즉,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공격성,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변인에 대한 접근
과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대체활동에 대
한 접근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 원인에 대한 접근과 고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위험군 고등학생의 중독 예방에 효과적인 개입 방안
을 도출해내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안 및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Ⅱ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북 소재 A고등학교 1, 2학년 스마트폰 사용 학생 768명을 대상으
로 스마트폰 중독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위험군은 15명(2%), 잠재적 위험군
147명(20%), 일반사용자군 606명(78%)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험군 147명의 학생을 학년별로 분류하면 1학년 73명, 2학년 74명이며, 이
학생들은 4점 척도 기준으로 점수 평균 2.62, 표준편차 .69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험
군으로 분류된 총 147명의 학생 중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목
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
하고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24명의 학생을 선별하였다. 이 중
12명은 실험집단으로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 구성하였고, 이어서 통제집단은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으로 12명 선정·구성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 통제집단에 대해서
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본 프로그램의 연구대상이 아닌 고위험군
학생들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험 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감소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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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험집단에게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12회기를 6주에 걸쳐 실시하고,
통제집단에게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두 집단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
그램 실시로 인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및 사후 검사자료를 혼합변량분석
(Mixed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 척도)이다. 이 검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결과는 점수에 따라 고
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준화 점
수(T 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원점수 총점이 45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일상생활장애요
인 16점 이상이고 금단요인 13점 이상이면서 내성요인 14점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군
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표준화 점수(T 점수) 65점을 기준으로 원점수 총점이 42점
이상 44점 이하에 해당하거나 일상생활장애요인 14점 이상 15점 이하이거나 금단요
인 12점 또는 내성요인 13점 이상인 경우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해당된다. 각 문
항마다 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하며,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며 역채점 문항은 그 반대로 채점한다. 점수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 내용
과 문항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전체

문항 수
5
2
4
4
15

문항번호
1, 5, 9, 12, 13*
2, 6
3, 7, 10*, 14
4, 8*, 11, 15

Cronbach α
.79
.43
.84
.81
.90



4.

프 그램 발
로

개

은 역채점 문항

절차

프로그램은 소규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박인우(1995)의 체계적 상담 프
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조사, 분석, 설계, 구안, 적용의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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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스마트폰 중독에 기존문헌의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고찰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변인 및 예방 프
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 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한 후, 프로그램의 하위영역과 실시 회기 수 등을 결정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잠정적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프로
그램 예비적용을 통해 잠정적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완을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학생에게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5. 자료처리방법

실험결과 처리를 위해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혼합변량
분석을 반복 사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별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Ⅲ 프 그램 안
.

1.

프 그램 안
로

구

로

구

방향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
로그램의 구안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
방을 목적으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연관된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공격성
의 구성요소를 스마트폰 사용 대체 활동과 함께 고려하여 접근하였다. 하위영역별 특
징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자기통제력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
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자신만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 방법을 익혀
스마트폰 사용 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서는 스마트폰 밖의
세계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과
거에 나의 성공경험을 회상하며 앞으로의 성공경험을 상상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다. 그 후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스스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격성과 관련하여서는 스마
트폰 사용할 때의 나의 감정과 사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SNS에서의 올바른
자기 표현법을 익혀 실제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 대체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타인과
비교해 보며 스마트폰 없이도 할 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활동에 대해 탐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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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
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공격성, 스마트폰 사용 대체활
동의 구성 비율은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요구가 높은 영역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셋째, 고등학생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래와의 관계에
민감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원간의 상호교류 및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용적이고 친밀한 집단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게임, 놀이 등 다양한 자료와
활동방법을 활용하였다.
2. 요구조사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추출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개입 요인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공격성 및 스마트폰 사용 대체활동으로 선정하고 연구대상 범위에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요구조사 설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설문지는 스마트폰 중독 원인에 기초하여 요구 정도 및 필요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
는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구성하고 상담전공 교수 1인, 박사과정 1인
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요구조사 설문문항은 자기통제력 5문항, 자기효
능감 5문항, 공격성 5문항, 스마트폰 사용 대체 활동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잠재적 위험군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분석 결과를 영역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증진 영역이 가장 높
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자기통제력 향상 영역,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대체 활동 영역
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격성 완화 영역은 다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
역별 요구조사를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하위영역별 요구조사 분석 결과
하위영역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사용
대체활동
공격성

M

3.27
3.00
2.95
2.72

학생(n=147)

SD

1.03
0.98
1.07
0.98

회기 배당
3
3
2
2

순위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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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 그램
로

설계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각 영역별 기본 2회기를 구성하고, 요구가 높
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 영역에 1회기씩 추가로 배정하였다. 영역별 프로그램 회
기구성의 반영요소와 반영과정은 [그림 1]과 같다. 프로그램의 배열순서는 먼저 1회기
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집단원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은 자기통제력이 부족하므로 프로그
램 전반부에 자기조절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2회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였다. 따라서
2회기부터 4회기는 스마트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및 문
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구체화하여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5회기부터 6회기는 공격적인 성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도록 올바른 자기표현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7, 8
회기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각자의 생활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스마트폰 사용 대신 더 의미 있고 건전한 다른 활동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
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하였다. 9회기부터 11회기에서는 스마트폰 안에서의 세계
가 아닌 밖의 현실세계에서의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탐색하고 과거의 성공경험을 떠
올려 느낌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자신감에 기본을 다지는 계
기를 마련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12회기는 프로그램을 마치
면서 회기 전반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활동으로 마무리 하였다.
순 요구조사 결과
위
1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기본회기

프로그램
추가회기

프로그램
회기구성
자기통제력 향상 영역
선
3획기
자기효능
행
증진 ⇨ 공격성 완화 영역
연 + 2 자기통제력 향상 ⇨ 영역별 ⇨ 감1회기
2회기
구
2회기씩
스마트폰 사용
분
스마트폰
사용
구성
대체활동 영역 2회기
3 대체활동
석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증진 영역
력 향상
4 공격성 완화
3회기
1회기

[그림 1] 영역별 프로그램 회기구성의 반영요소와 반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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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

정적

프 그램
로

증 보

의 전문가 검

및

완

잠정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의 이론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 및 일반화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이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먼저 이론적 타당성의 검증을
위하여 이론 전문가인 상담심리 전공교수 1인, 상담심리 박사과정에 있는 1인에게 프
로그램을 구안하기까지의 이론적 근거 및 논리적 연결성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하위 목표와 회기별 목표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대상자가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의 학생들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흥미유발 요소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도입부분에 신체활동을 보완하였고 게임과 동영상도 추가하였으며 회기마다
참여태도가 성실하고 훌륭한 학생이나 모둠에게는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둘째, 한 회기 내에 수행되는 활동 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제한시간을
고려하여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였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
로 구성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지도안의 내용과 활동지를 참고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
서 지도안의 수정· 보완과 함께 부족했던 자료는 제작·보충하여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활동이 적절한지, 고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현장 적용 및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
문상담교사 2인과 고등학교 교사 1인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자문 결과 몇 가지 개
선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3회기에 스마트폰 사용 관찰일지를 과제로 제시했을 경우 과제수행을 제대
로 하지 않고 회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회기를 진행하
면서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에게는 정적강화를 제공하여
독려하도록 하였다.
둘째, 9회기의 ‘장점 찾기’에 대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장점을 찾아 20개의 문장
을 적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장점 찾기 문장의 개수를 조절하여 문
제를 보완하였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단점만을 보는 학
생의 경우, 그 단점을 타인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단점 트랜스
포머’ 활동을 새로이 보충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수정과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프로
그램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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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 프로그램
회기 영역
프로
1 그램
소개
자기
2 통제력
향상
자기
3 통제력
향상
자기
4 통제력
향상
5 공격성
완화
6 공격성
완화
스마트
폰
사용
7 대체활
동
스마트
사용
8 폰대체활
동
자기
9 효능감
증진
자기
10 효능감
증진
자기
11 효능감
증진
12 마무리

프로그램명

회기별 목표

나를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
소개합니다. 고 친밀감을 형성한다.
스마트폰 라이 •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 알아
프를보여줘! 보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구
놀라운 마술 •자신의
체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그 해결
가게!
방법을 알아 볼 수 있다.
나의 자기조 •자기조절법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절력
향상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 사 •스마트폰 사용할 때의 나의 감정
용할 때 나 과 사고에 대해 알 수 있다.
의 마음은?
•SNS에서의 올바른 자기 표현법을
자기표현하기 익혀 실제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없 •스마트폰이 없을 때 하는 활동에
는 세상을 있어서 나는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다 비교할 수 있다.
(Ⅰ)
스마트폰 없 •스마트폰 없이도 할 수 있는 즐겁
는 세상을 고 유쾌한 활동에 대해 탐색할 수
이야기하다 있다.
(Ⅱ)
밖의 세계에서 내가 잘
나를 발견하 •스마트폰
할
수
있는
나만의 긍정적인 면에
다!
대해 탐색할 수 있다.
나의 성공경험을 회상하며
나는 해냈고, •과거에
그
때의
느낌을 떠올려보고, 앞으
또한 할 수 로의 성공경험을
상상하며 자신감
있다!
을 가질 수 있다.
사용에 관해 스스로 실
나만의 스마 •스마트폰
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
트폰 사용지 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략도 세
침서
울 수 있다.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활동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실천
마치며!
의지를 다진다.

활동내용
• 프로그램 안내
• 별칭 짓기
• 집단 규칙 정하기
•나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는?
•나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 유형은?
•나의 스마트폰 사용에서의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 찾기
• 놀라운 마술가게
•자기조절 기법 연습하기
•이완훈련 연습해보기
•‘나의 두 마음 알기’ 역할극
•‘스마트폰 사용의 ＋와－’
•SNS 상의 대화가 담긴 PPT 보
면서 토론하기
•‘나-전달법’ 익히기
•‘이럴때나는스마트폰을사용 해요!’
•‘스마트폰을쓰지않을때나 는.’
•‘시간의 중요성’
• ‘나의 대안활동 PR’
• ‘경매 그 후...’
• 나의 보석 찾기
• ‘거울아 거울아’ 장점 찾기와 생
활기록부 작성
• ‘나의 성공이야기’
• ‘자신이 원하는 꿈’ 상상하기
•‘스마트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
려면 이렇게!’
•효율적인 계획 세우기
•‘나만의 스마트폰 사용 지침서’
• 프로그램 정리하기
• ‘○○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사후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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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과

후

1. 사전·사

검사

스마트폰 중독 사전․사후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 평균값들의 변화 패턴이 전반
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평
균이 사전검사 2.71에서 사후검사 1.79로 0.92만큼 낮아진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는
2.75에서 2.64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4>와 같이 혼합변량분
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집단과 검사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F=44.839, p <.05).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변화 분석
변량원
SS
df
MS

집단간
집단내
총합

F

p

집단
오차

2.06
1.59

1
22

2.06
.07

28.44

.000

검사시점
집단×검사시점
오차

3.24
1.69
.83
9.41

1
1
22
47

3.24
1.69
.04
7.1

86.03
44.84

.000
.000

***

***
***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 영역별로 검증하기 위해 혼합
변량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하였다. 단 결과를 해석할 때 Familywise-type Ⅰ오류 가
능성이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Bonferroni 유의수준을 p<.013로 설정하였다.
실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F=8.46, p<.013), 금단(F=13.79,
p<.013), 내성(F=36.13, p<.013) 세 영역에서 집단과 검사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세계지향성 요인은 집단과 검사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유
의하지 않았다(F=3.71, p=.067).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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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통제집단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별 변화 분석
하위
변량원
SS
df MS
F
영역
집단간

집단
오차
일상
집단내
생활
검사시점
장애
집단×검사시점
오차
총합
집단간
집단
오차
가상
집단내
세계
검사시점
지향성
집단×검사시점
오차
총합
0
집단간
집단
오차
금단 집단내 검사시점
집단×검사시점
오차
총합
0
집단간
집단
오차
내성 집단내 검사시점
집단×검사시점
오차
총합
0

1.92
2.99
3.85
1.76
4.58
15.1
.630
6.45
.26
.63
3.74
11.71
3.39
7.74
2.88
1.10
1.75
10.52
1.98
5.11
5.50
3.13
1.90
7.97

1
22
1
1
22
47
1
22
1
1
22
47
1
22
1
1
22
25
1
22
1
1
22
25

1.92
.136
3.85
1.76
.21
7.88
.63
.29
.26
.63
.17
3.39
.35
2.88
1.10
.08
1.98
.23
5.50
3.13
.09

p

14.10**

.001

18.50*****
8.46

.000
.008

2.15

.157

1.50
3.71

.233
.067

9.63**

.005

36.21*****
13.79

.000
.001

8.52**

.008

63.58******
36.13

.000
.000

Ⅴ

. 논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선행연
구 및 집단원의 경험보고서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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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는 스
마트폰 중독 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자기통제력에 관한 연구(강혜자, 2011; 금창민, 2012; 김남선 외, 2012; 박용민, 2011;
배성만, 박중규, 고영삼, 2012; 서애정, 2013; 조현옥, 2012), 공격성에 관한 연구(김병
년, 2013; 신성철 외, 2013; 조규영 외, 2014),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이장형 외,
2013; 조수진, 2012, 조현옥, 2012)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특성 및 이용동기에 관한 연
구(노석준, 2013; 박지선, 2012; 손은하, 2012; 이상호, 2013)에서 제언하고 있는 스마
트폰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각 연구에서 다뤄진 중독요인 및 특성들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후 나온 결과이기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고등학생
의 발달단계와 그들의 스마트폰 사용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 영역 중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영역에서 유의한 감
소효과를 보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생활장애 영역에서는 집단상
담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대체활동 탐색,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계획세우
기, 스마트폰 사용 시 나의 감정 알기 등의 활동이 집단원들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마트폰 중
독을 위한 예방 및 개입 방안으로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한 방법 실천, 스마트폰 대
체 활동 등이 효과적이라는 김희진(2014), 여성가족부(2013), 정서림(2014), 한국청소
년상담복지개발원(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험보고서 중에 ‘평소에
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오늘부터는 국어성적 만회를 위해 문제집을
조금씩 풀면서 노력할 것이다.’, ‘하루 2시간 이상은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
했다.’, ‘나의 꿈을 위해 스마트폰 만지는 것을 줄여야겠다’ 등의 내용들이 효과를 검
증해주고 있다. 금단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자기조절법 익히기, 자
기강화, 이완훈련,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다양한 동영상 감상 등의 경험을 통해 스마
트폰에 대한 비판적 시각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태도를 함양하도록 도운 것이 주효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조절력과 자기통제력이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효과적
이라고 보고한 문소연(2013)과 이몽숙(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험보고서 중에서 ‘자기조절에 관한 연습을 하고 배움으로써 스마트폰을 엄청난 시
간동안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 ‘이완
훈련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마음도 편안했었다. 앞으로 연습하면 집중력 향상과 힐
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지침서에 서약한 대로
진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등의 내용들이 효과를 검증해주고 있다. 내성 영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의 감정알기, 사용습관 파악하기, 나만의 규칙 만들기, 시간의 소중
함 알기 등의 활동들이 효율적인 스마트폰 사용과 실천 의지를 갖게 함으로써 효과
적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피실험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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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수정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인
김희진(2014), 정서림(2014), 여성가족부(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험보고서 중에서 ‘ 86,400초 중의 23,000초를 스마트폰 사용에 쓴다는 걸 알고 나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계획실행을 위해 스마트폰 게임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
로는 미리 3번 생각하고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등의 내용들이 효과를 검증해주고 있
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 영역 중 가상세계지향성 영역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선행연구결과(전소영, 2013;
황재인 신재한, 2013; 정서림 2014)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가상
세계지향성 영역의 신뢰도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가상세계지향성 영역
신뢰도가 .43으로 낮은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처음 검사를 개발한 한국정보화진흥
원에서 나온 가상세계지향성 영역 신뢰도 결과는 .69였고,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빛누리(2014)의 연구에서는 .41, 중학생 대상
으로 연구를 실시한 조현옥(2012)의 연구에선 .44 그리고 정서림(2014)의 연구에서는
.69, 초등학생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던 김희진(2014)의 연구에서는 .58로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험집단 각 하위요인별 사전검사 평균이 일상생활장애
2.91, 금단 2.47, 내성 3.02였으나, 가상세계지향성 요인의 사전검사 점수는 2.04로 다
른 요인에 비해 중독성 정도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검사도구인 S척도에서 가상세계지향성 영역의 문항이 단 2
문항에 지나지 않아 가상세계에서의 관계성, 지향성 등을 측정해 내기에 한계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은 정서림(2014)이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가상세
계지향성 2번 문항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
는 것이 더 즐겁다’라는 내용이나, 대다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스
마트폰 SNS 서비스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관심사를 공유할 뿐 결코 가족
관계나 또래 관계보다 스마트폰 사용을 더 즐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체 프로그램 적용 결과를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구안된 프로그램은 잠
재적 위험군에 있는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관련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자기통
제력, 공격성,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대체활동을 프로그램의 활동영역으로 선정하였
다. 그러나 이 활동 영역들과 S-척도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
단, 그리고 내성영역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 같다. 프로그램 하위영
역과 스마트폰 중독 척도 영역간의 연계에 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처치의 효율성과 결과의 긍정적인 면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이유로 비교집단을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기간의 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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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스마트폰 중독 예방의 사후 지속 효과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프로그램의 사후 지속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이 학교와 가정이 연계될 때 효과크
기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가정과의 연계측면도 고
려하여 활동적인 면에서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 결과 및 본 연구
에서 가상세계지향성 영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 중독 하위 영
역에 가상세계지향성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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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Prevent
the Smartphone Addiction in a Potential Risk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Seong, Mi Ae(Ulsan Joong-ang Girls' High school )
Yu, Hyeong-Keu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Nam, Soon-Im(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reventing the smartphone addiction by high school students in the potential risk
group in the addiction and to verify the actual efficacy of the program. The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5 steps of research, analysis, design,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In the research level, a variety of preceding studies were
investigated and a survey of requirements was implemented to 147 in the potential
risk group. In the analysis level, the objective and the number of session were set
up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stage.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level, the
final 12-session program including the four elements of the enhancement of
self-control, the reduction of aggression, the alternative activities to smartphone
uses, and the improvement in self-efficacy was modified and complemented based
on the advice of experts. In the application level, this program was conducted to 24
students from A High School located in Chungbuk region. The tes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assigned with 12 students respectively. The test was done by
using S scale. The data was processed by Mixed ANOVA and the self-report of
the group members and the observation reports from the counselors were analyzed
as well. As a result, the test group indicated some significant changes in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the withdrawal, and the toleranc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Key words: smartphone addiction, potential risk group, high school
students, group couns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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