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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요인에 관한 연구
오 주*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요인,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관련요인들의 차이
를 살펴보고, 그러한 요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 398명 중 스마트폰 중독집단으로 분류된 학생은 132
명(33.2%)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사용동기와 성적, 경제수준, 부모관심도,
가정 분위기, 부모와의 대화수준, 자아존중감, 충동성, 외로움, 공격성 그리고 스
마트폰 사용 횟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
격성, 스마트폰 사용횟수, 자존감, 충동성, 부모관심, 외로움, 부모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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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과 사용은 우리사회 전
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폰 이용현황의 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 스
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3,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령별
이용률에서는 청소년이 87%로 가장 높았다(한국방송통신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이고, 놀이이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이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되었다. ‘손 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은 청
소년들에게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PC나 방송매체와 다르게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과 휴대성 및 즉시성으
로 인해 게임중독, SNS(social network service)중독, 사이버 따돌림, 음란․유해
애플리케이션 접촉 등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역기능적인 문
제가 야기되고 있다(조규영· 김윤희, 2014).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서 2011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11.4%고, 2012년은
18.4%로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의 이면에는 디지털매체
의 확대로 인한 인터넷 중독, 온라인 게임 중독의 사회문제화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1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통
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이 8.4%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중독률
7.7%보다 더 높았으며, 10대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 그중 2.2%가
고위험군으로 조사되었다(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또한 방송통신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만 12~59세의 스마트폰 사용자 4000명을 대상으
로 한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했으며(경향신문. 2013. 5. 5), 또한 서울시교
육청이 2013년 3월 전국 1304개 초·중·고등학생 30만 239명을 대상으로 인터
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51%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청소년 10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중독
이라는 결과이다(헤럴드 경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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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원
만하지 못해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서 많은 문제행동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신호경ㆍ이민석ㆍ김흥국, 2011; 조현옥, 2012; 황재인ㆍ신재관ㆍ김진영ㆍ홍
지혜, 2013; 박나영, 2014).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통제 없이 언제 어디서
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자아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에게 스
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조규영ㆍ김윤희, 2014).
청소년 시기는 건강한 정서발달과 인격발달을 지향해야 하는 시기이며 정서적
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자기표현욕구’가 강한 시기이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싶
어 하는 종류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거나 원하는 애플이나 게임을 다운받아 사용
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마
트폰 중독문제는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그리고 국가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
단된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증가와
지속적 사용 전망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다른 연령대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따라 관련요인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예방교육이나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초등학교 6학년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집단과 비중독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독립요인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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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기청소년과 스마트폰 중독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을 가진다.
스마트폰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용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앱(mobile application)을 자유롭게 설치‧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
전화로서 스마트폰을 통한 관계지향적인 사고는 디지털시대의 대표적인 가치관
으로 자리 잡았다(홍윤선, 2002). 디지털 세대의 주역인 오늘날의 초기청소년들
은 디지털 매체에 둘러싸여 성장하는 첫 세대로 기성세대와는 다른 스마트폰에
대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기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 매체의 역기능적 측면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하다면 초기청소년
의 앞으로의 발달단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기회지수(DOI) 세계 1위, 국가경쟁력지수 세계 7위,
국가 정보화 지수 세계3위로 명실상부한 인터넷 강국이다(강원일보, 2008년
4-30). 그러나 최고의 인터넷 환경은 스마트폰 중독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
며 각 언론사에서는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정신 병리적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왕욱, 2010).
물론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스마
트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등 좋은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도 보고하였듯이 초기청소년들이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은 공부나 지식습득보다는 게임, 오락, 채팅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며(이지원, 2011; 전소희, 2013),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강한 사
람이 게임이나 오락을 더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을 오래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설
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초기청소년의 다양한 연령층이 스마트폰 중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반면 자
신을 탐색하거나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몰입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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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Suler(2000)의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이 가상공간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실험하고 탐색하면서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
고,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초기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좌절감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현상으로는 주로 피로감과 두통, 수면
부족 등의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으로 우울, 조울,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며, 학업
면에서는 지각과 성적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영
역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강주연, 서지혜, 김남선 외, 2012; 남은경,
2013).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초기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자기통제력이 약하며, 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과 잘 어
울리지 못하고, 충동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주연, 김남선 외, 2012; 서애
정, 황승일, 성윤지, 2013). 이렇듯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이를 스
스로 판단하기란 극히 어려워 심한 중독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이정화, 2001).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로 볼 때, 초기청소년과 스마트폰 중독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역기능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스마트폰 환경은 아주 빠르고 첨단의 기술력으로 다양하게 변화
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
이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가 중학생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
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역시 여러 가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
는 시기로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
다(강주연, 2011; 김보연, 2011; 전민, 2012; 조현옥, 2012; 이윤희, 2013). 따
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초기청소년 중 초등학생 6학년으로 구체화하여 조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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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중독 관련요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스마트폰 중독 관련요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관련요인으로 보고한 가정요인(경제수준, 부모형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통제정도, 가정 분위기, 부모와의 대화수준 등)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자아
존중감, 외로움, 충동성 , 공격성 등)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요인(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이용횟수, 스마트폰 사용용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1) 가정요인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저하된 가족기능은 초기청소년의 충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귀화, 2002, p.33), 구조적 결손으로 인한 가족
기능의 저하는 가족의 지지에 손상을 주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석, 2000; 이해경, 2002; 임옥연, 2011; 황승일, 2013).
Orzack(1999)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는 스마트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외롭고 지루하거나 또
는 방과 후 집에 아무도 없는 아동들이나 초기청소년들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저하된 가족기능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정적 관련이 있는데 그 중 가정의 분위
기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정도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정순, 2003; 윤혜정, 2010). 초기청소년 스마트폰 중
독자들은 부모들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및 부모의 무관심 속에
내버려져 있으며, 학교와 사춘기의 방황 및 가족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
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몰입할 수 있다(강희양 등, 2007; 김혜민, 2013).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
구마다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높을수록 중독정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부정민, 2007)가 있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부모나 가족의 통제가
갖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을 자신의 방에서 하는 학생들은 다른
가족의 방에 있는 학생들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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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3). 이는 간접적인 검증이긴 하지만 가족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중
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 안에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내재는 초기청소년의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김미자, 2010; 최재향, 2006). 초기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
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부모외의 대상들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터넷 중독을 근간으로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따른 가족과의 대화
빈도 및 만족도를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 간 차이를 통해 살펴본 양돈규(2003)
와 유현주(2009)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가족들
과의 대화빈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화수준 역시 만족스럽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미숙, 2011; 최은영, 2008; 전민 2012; 송혜진,
2011). 위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적 결함
이 초기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개인의 심리적 요인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적인 정보가 배제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익명성을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유혹적인 공간이다(조현옥,
조수진, 2012). 김흥국과 신호경(2011)은 중독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집
단의 경우 비중독 집단에 비해 정신적 건강과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해결에서 사
회적 위축으로 인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도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나은영, 2001; 장성화, 박영진, 2010; 장혜진, 채규만,
2006; 한상훈, 2008)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
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
의 중요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휴대폰 관련 연구에서도 과다사용 초기
청소년들의 경우 비과다 사용 초기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주, 2004; 김정숙, 2003; 장혜진, 2002).
충동성은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인성특질로 자제력이 약하고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고, 침착
성과 자제력이 결여되는 경향을 뜻한다(진선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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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 즉 충동
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킨다는 견해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충동성이 유
발된다는 입장이다.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킨다는 입장은 초기청소년기
에 충동조절의 부정적인 결과로서 중독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쉽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많은 학자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충동성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한다. 스마
트폰 상에서는 모든 활동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런 반응의 즉각성에 익숙
해지면 질수록 성격이 잘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공간에서의 활동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물리적 보복의 가능성도 낮아서 현실세계와는 달리
말과 행동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을 무절제하게 행하는
탈억제현상이 나타나며, 이런 경험 역시 충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금
창민, 2013; 조현옥, 2012; 김혜민, 2013).
Diana JamesᆞJudy Drennan(2005)은 외롭고 우울할 때가 휴대전화 중독을 심
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외로움 및 중독과 관련하여 최근에
는 휴대전화 및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외로움이 휴대
전화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
계를 맺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질이 자
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불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중
독되는 경향이 있다(이만제, 장해승, 2009). 아울러 외로움이 초기청소년의 휴
대전화 중독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외로움
을 많이 경험하는 초기청소년이 휴대전화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외로움 해소를 이유로 휴대전화
를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양심영, 박영선, 2005).
외로움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로서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간
의 관계를 외로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현덕, 홍혜영, 2011),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자존감
이 외로움에 영향을 주어, 이것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다고 하였다(전효정,
2006). 또한 컴퓨터 게임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소외와 외로움이 높을수
록 게임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박선영, 김광웅, 2008)결과가 있으며,
게임중독과 외로움이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서준호, 이희경, 2012;
이형초, 안창일, 2002). 스마트폰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SNS 중독 경향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조성현, 서경현, 2013).

- 54 -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요인에 관한 연구

이를 토대로 실제 현실에서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 결
핍되어 느끼는 외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적 상호작용매체인 스마트폰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외로움 수
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중독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이민석, 2011; 최다혜, 2014).
그 밖에도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김병년･고은정･최홍일, 2013) 대
인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초기청소년들이 또래의 관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
서는 또래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또래동조성이 높을 가능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
도의 차이를 연구한 양돈규(2003)는 스마트폰이 또래관계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질적인 측면 즉, 대인관계 만족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또래관계와 인터넷/휴대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인터넷/휴대폰 중독 증상을
더 많이 보였다(박승민, 송수민, 2010; 이준기 외, 2012; 장성화, 박영진, 2010).
그러나 또래관계가 인터넷/휴대폰 중독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종하, 2011; 최혜진 외, 2011).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스마트폰
을 통한 대인관계의 증가가 실생활 속에서의 대인관계를 감소시키거나 축소시키
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결론은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상대적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인터넷 게임의 폭
력성이 초기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인터넷 게임이 PC가 아닌 스마트폰에 장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중독으
로 이어져 공격성을 유발하고 있으며 공격성의 주요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폰 과다사용으로 지목되고 있다(천예빈, 2013; 최남순, 2013; Steinhausen &
Metzke, 2001; Sullivan, 2010).
신성철, 백석기(2013)는 초기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그밖에 관련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간에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강미영, 2012; 전소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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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공격적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또
한 공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모바일 메신저의 주요 사용 원
인은 인정에 대한 동기, 자기과시 등을 들 수 있는데(김병년, 2013), 한영경 등
(2008)은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아동·초기청소년의 주도적 공격성을 높인
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공격성은 최근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터
넷 중독과 관련된 개인 위험요인 중 공격성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임병
익, 2013; 장재홍, 2004; 김효순, 2009; 남영옥 등, 2005; 부정민, 2007; 김태
남, 2009; 이준기, 2011; 권재환, 2010; 김희지, 2010; 서민영, 임은미, 2012).
금창민(2013)과 김보연(2012)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우울 등의 정신병리적 문제들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사용은 현실에서의 공격성
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스마트폰 사용 관련요인
국내에서 스마트폰 중독경향집단이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에 대한 실
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김형
지, 김정환, 정세훈, 2012;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황하성, 손승혜, 최윤
정, 2011)에서 스마트폰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스마트폰 중독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현주(2006)의 연구에서도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많은 학생이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행동에 대한 통제
력이 상실되고 이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중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목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여러 연구에서
는 음란물⋅음란채팅에 중독된 경험이 있는 초기청소년들이 여러 사람을 사귈
수 있다는 ‘사회적 이유’로 스마트폰에 반복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원
석, 2010; 신광우 외, 2011). 한편 폭력게임을 목적으로 접속하는 중독집단 초
기청소년들은 음란물이나 음란채팅을 목적으로 접속하는 중독 초기청소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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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스트레스 해소나 고민을 잊기 위한 이유가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이용횟수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목적 변
수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인터넷 예방교육을 실시한 부산 시내 초등학교 2개교에서 설문지
작성을 허락한 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403명을 최종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설
문은 연구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성실한 응답을 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 직접수거 하였다. 이 중 답변
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398부의 설문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스마트폰 중독 척도
스마트폰 중독척도는 안석(2000)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
마트폰 중독을 알아보는 20문항으로 구성된 Young(1998)의 온라인 중독센터에
서 만든 도구로서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계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중독성향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권윤희(2005)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계수가 .843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계수는
.9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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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존중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Rog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지를 전병재
(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김종범, 한종철(2001)
의 연구에서 Cronbach's ⍺계수는 .7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계
수는 .732로 나타났다.

3) 충동성 척도
충동성 수준 측정을 위해 Barratt(1985)가 제작한 BIS-Ⅱ판(Barratt Impulsiveness
ScaleⅡ)을 이현수(1992)가 번안한 충동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3개 문
항으로 4점 척도로 3개의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계수는 .729로 나타났다.

4) 외로움 척도
외로움 척도는 Russell 등(1980)이 제작한 UCLA 외로움 척도를 김교헌 등
(1989)이 번안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20문항 4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교헌 등(1989)의
연구에서 Cronbach's ⍺계수는 .84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계수는
.819로 나타났다.

5) 공격성 척도
공격성 척도는 Buss and Durkee(1957)가 제작한 것을 노안영(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29문항으로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안영(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계
수는 .93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계수는 .9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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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요인 척도
연구 대상자의 가정요인 척도는 먼저 경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항의 속
성을 최하 1점에서 최상 5점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모 형태는 친
부모 두 분과 거주할 경우를 1점으로, 그 외 한부모와 거주할 경우와 기타 다른
형태의 부모님과 거주할 경우를 0점으로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
모의 통제정도는 ‘통제를 아주 많이 한다’를 5점으로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가정 분위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화목하
지 않다’를 1점으로, ‘아주 화목하다’를 4점으로 구성하여 연속선상에서 측정하
도록 하였다. 부모님과의 대화수준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아주 잘
통한다’를 4점으로 구성하여 역시 연속선상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7) 스마트폰 사용관련요인 척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스마트
폰 이용횟수 문항은 ‘거의 안함’을 1점으로, ‘7회 이상’을 5점으로 구성하여 측
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용 18.0으로 처리하였다. 스마트
폰 중독수준의 차이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요인으로
하고 가정요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관련 요인을 독립요
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정하였다.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 간 연속변수의
속성을 지닌 독립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독
집단과 비중독집단 간 명목변수의 속성을 지닌 독립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서 x2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정 및 개인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스마트
폰 이용관련 요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요인들을 재구조화하고 범주형 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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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1. 스마트폰 중독 집단과 비중독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
명목변수로 측정된 독립변수에 대해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2

살펴보기 위해 x 독립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 중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스마트폰 사용동기 변수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형태를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중독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독집단에 따른 부모형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구조적 특성이 스마트폰 중독성향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최명선 외(2007)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
다. 이러한 결과의 상이성은 연구 대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그의 연구에서는 초, 중, 고 남녀학생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 상황에서 부
모의 구조적 형태 차이로 인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
반면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x =20.912,

p<.01). 즉 스마트폰 중독 집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동기는 다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미 추구’ 동기에서 중독집단은 53.8%인 반면 비중
독집단은 44.9%, ‘새로운 정보수집’에서는 중독집단은 20.0%, 비중독집단은
31.3%, ‘친구 사귀기’ 동기에서 중독집단은 1.5%인 반면 비중독집단은 0.8%, ‘시
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의 동기에서 중독집단은 2.3%, 비중독집단은 1.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동기에서 중독집단은 25.0%, 비중독집단은 14.0%, 그리
고 ‘기타’동기에서 중독집단은 3.0%, 비중독집단은 7.4%로 나타나 중독집단이 비
중독집단에 비해 재미추구나 친구사귀기,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등의 동기가 상
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동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세정(2011)과 양일영 외(2011)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그들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이유
가 호기심과 재미 추구와 같은 개인적 이유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회피적인 경
우에 스마트폰 폭력게임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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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두 집단 간 관련변수에서의 특성 차이
집단 구분
전체
일반특성

중독집단
빈도(%)

가정
형태

기대
빈도

비중독집단
빈도(%)

기대
빈도

빈도

118(89.4) 120.4 226(92.2) 223.6 344(91.2) 344.0

결손가정

14(10.6)

전체
재미있어서

19(7.8)

21.4

33(8.8)

33.0

63.4

109(44.9) 116.6 180(48.0) 180.0

새로운 정보수집 19(14.4)

33.4

76(31.3)

61.6

95(25.3)

95.0

친구 사귐
2(1.5)
스마트
폰 사용 시대에 발맞추려 3(2.3)
동기
스트레스 해소 33(25.0)

1.4

2(0.8)

2.6

4(1.1)

4.0

2.5

4(1.6)

4.5

7(1.9)

7.0

23.6

34(14.0)

43.4

67(17.9)

67.0

기타

7.7

18(7.4)

24.3

22(5.8)

22.0

4(3.0)

전체

132(100) 132.0 243(100) 243.0 375(100) 375.0

게임

85(64.9)

77.8

137(56.4) 144.2 222(59.4) 222.0

채팅

11(8.4)

13.7

28(11.5)

25.3

39(10.4)

39.0

정보검색

18(13.7)

23.8

50(20.6)

44.2

68(18.2)

68.0

메일

2(1.5)

1.8

3(1.2)

3.2

5(1.3)

5.0

음란물

8(6.1)

4.6

5(2.1)

8.4

13(3.5)

13.0

동호회활동

0(0.0)

1.8

5(2.1)

3.2

5(1.3)

5.0

자료다운로드

4(3.1)

3.2

5(2.1)

5.8

9(2.4)

9.0

학습활동

0(0.0)

0.7

2(0.8)

1.3

2(0.5)

2.0

기타

3(2.3)

3.9

8(3.3)

7.1

11(2.9)

11.0

전체

pvalue

.873

1

.350

20.912

7

.004

12.507

8

.130

132(100) 132.0 245(100) 245.0 377(100) 377.0
71(53.8)

스마트
폰 사용
목적

자유도

기대
빈도

일반가정

11.6

x2

131(100) 131.0 243(100) 243.0 374(100) 374.0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용도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집단과 비중독집단은 스마트폰 사용 용도가 별
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상
관없이 모두 게임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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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로 측정된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결
과는 <표 1-2>와 같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적,
경제수준, 부모의 관심정도, 가정 분위기, 부모와의 대화수준, 자아존중감, 충동
성, 외로움, 공격성,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횟수로 나타났다.
성적에서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t=2.428, p<.05) 성적
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황광민, 2004; 김은옥, 2005; 배진영, 2012).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
생의 경우 성적은 스트레스의 주요인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수준에서는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t=2.655, p<.01). 가정의 경제수준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른
여가생활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스마트폰 사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에서도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통제
를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이 약할수록 비중독집단
에 비해 중독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비중독집단이 중독집단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집단 간 평균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
다(t=5.578, p<.001).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부모의 관심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부모의 무조건적
인 통제보다는 관심정도가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분위기에서도 비중독집단이 중독집단에 비해 더 화목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기능이 원활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
모와 자녀의 대화수준에서도 비중독집단이 더 원활하고 대화의 빈도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가정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초기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
명선 등(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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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먼
저 자아 존중감에서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집단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964,

p<.001).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조춘범, 이민석, 2010;피승정, 2013;장성화. 박
영진, 2010)과 같은 결과이다. 즉, 스마트폰 상에서는 익명성을 유지 할 수 있
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려
는 시도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충동성에서는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게 나타나(t= -5.693, p<.001),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집단 역
시 충동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조수진, 2012; 고영삼ㆍ황용석, 2008; 조현옥, 2012; 정은다,
2013). 초등학생의 중독집단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
로 충동성이 높은 경우에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으리란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충동성이 유발되
었는지, 충동조절장애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는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시계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로움 수준에서도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외로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 -5.458, p<.001).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소통의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황정민,
2004), 이로 인해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서(박영숙, 2002) 결국, 실
제생활에서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한 가상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지게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공격성의 평균차이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졌는데(t= -7.552, p<.001),
이는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 중 스마트폰 중독 집단으로 분류된 학생들
이 게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들의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다면 순기능적
이라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높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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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습관적인 사용으로 인해 공격성을 부추기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횟수가 많았
으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집단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비중독 학생들에 비
해 취약성을 더 많이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이
자신의 외로움 및 내면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스마트폰상에서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두 집단 간 관련변수에서의 평균 차이
구분
성적
경제수준
부모의
통제수준
부모관심도
가정분위기
대화수준
자아존중감
충동성
외로움
공격성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횟수

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중독집단
비중독집단

사례수
131
242
129
243
128
244
127
242
129
243
129
244
128
240
124
229
121
234
121
236
126
238
128
24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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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89
3.16
3.03
3.23
2.00
2.16
3.35
3.71
3.05
3.29
2.84
3.11
2.62
2.83
2.47
2.31
2.22
1.97
2.77
2.35
13.0
11.5
3.52
3.18

표준편차
1.054
.973
.637
.780
.832
.859
.719
.498
.660
.868
.690
.768
.375
.410
.233
.309
.400
.424
.469
.554
11.444
13.384
1.261
1.266

t
2.428*
2.655**
1.784
5.578

***

3.053

**

3.348

**

4.964

***

***

-5.693

***

-5.458

***

-7.552

-1.126
-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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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서는 이전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
여주었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유은희, 2007; 김민정, 2011; 신향숙,
20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사용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사용횟수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 -2.520,

p<.05),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
여 진다. 즉, 학교에서 사용시간은 많지 않으나 짧은 시간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이 중독성향이 강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게임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자주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실증
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2. 독립요인 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요인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단순상
관계수가 0.8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데(김호정, 허전, 2004),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상관계수는 0.5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로는 학업성적, 경
제수준, 부모의 통제정도, 부모의 관심, 사용횟수, 가정 분위기, 대화수준, 자존
감, 충동성, 외로움, 그리고 공격성 등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통제가 적을수록, 부모관심이 적을수록, 사용횟수가 많을
수록,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을수록, 대화수준이 적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
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
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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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립요인 간 상관분석
경제
수준

성적
성적

부모
통제

부모
관심

사용 가정 대화
자존감 충동성 외로움 공격성
횟수 분위기 수준

1

경제수준 .236

***

1

부모통제 -.027 .105*
부모관심 .209

***

***

.183

1
.004

1
***

사용시간 -.007 -.035 .094 -.241
*

사용횟수 -.119
분위기

사용
시간

1

*

.014 -.014 -.120 .213***

.079 .270

***

*

.122 .354

***

1

***

-.291 -.029

1

대화수준 .078 .182*** .102* .389*** -.230*** .005 .390***
자존감 .207

***

.164

**

***

**

.059 .252

***

*

**

충동성 -.247 -.178 -.131 -.141

***

-.089 -.013 .265
.050

***

1
***

.237

1

***

.098 -.243 -.212 -.402***

1

외로움 -.115* -.125* -.060 -.166** .080 -.065 -.249*** -.177** -.470*** .450***
***

***

**

***

공격성 -.186 -.199
중독

-.174 -.197

*

**

*

***

-.106 -.167
-.112 -.289

.003

*

.051 -.075 -.121 -.090 .175
***

.089 .291

***

**

***

-.192 -.153 -.358 .316

**

***

1
*

1

***

.410***

.130
.283

*p<.05, **p<.01, ***p<.001

3.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스마트
폰 중독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이 의미 있는 직선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F=11.478, p<.001), 회귀식의 설명력은 33.1%로 나타났다. 허용오차인 공
차한계도 .10보다 크고, VIF도 10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요인 중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는
공격성(β=.295, p<.001), 사용횟수(β=.167, p<.01), 자존감(β= -.139, p<.05), 충동
성(β=.136, p<.05), 부모의 관심(β= .135, p<.05), 외로움(β= .116, p<.05), 그리고
부모의 통제(β= -.113, p<.05) 순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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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투입변수

스마트폰 중독

B

S.E

상수

1.074

.600

성적

-.004

.044

부모형태

.044

경제수준

β

t

p-value 공차한계

VIF

1.789

.075

-.005

-.098

.922

.854

1.171

.089

.024

.489

.625

.933

1.072

-.039

.044

-.045

-.877

.381

.852

1.173

부모통제

-.088

.038

-.113

-2.321

.021

.932

1.069

부모관심

-.140

.056

-.135

-2.489

.013

.758

1.319

사용시간

-.001

.003

-.028

-.540

.590

.847

1.181

사용횟수

.086

.025

.167

3.411

.001

.924

1.083

분위기

.006

.044

.008

.142

.887

.712

1.396

대화수준

.061

.048

.069

1.285

.200

.762

1.313

자존감

-.223

.096

-.139

-2.322

.021

.617

1.620

충동성

.296

.121.

.136

2.448

.015

.722

1.385

외로움

.171

084

.116

2.022

.044

.668

1.497

공격성

.357

.060

.295

5.944

.000

.899

1.112

2

R
수정된 R2
F

.331
.302
***
11.478

***p<.001
(성적; 하=0, 상=1, 부모형태; 친부모와 거주=1, 그 외 부모형태=0, 경제수준; 하=0, 상=1)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경향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공격
성이 높거나 스마트폰 사용횟수가 많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충동성과 외로움이
많은 경우 부모의 관심과 적절한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처한 사회환경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취약성이 현재의 환경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주었듯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
에 스마트폰 사용횟수가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
은 부모의 관심이나 통제의 부재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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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
순히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가족의 구조적 결함이나 경제수준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통제 속에서 지지 받지 못
할 때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
른 개인적 심리적 특성과 가정요인,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요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 398명 중 스마트폰 중독집단으로 분류된 학생은 132
명(33.2%)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사용동기와 성적, 경제수준, 부모관심도,
가정 분위기, 부모와의 대화수준, 자아존중감, 충동성, 외로움, 공격성 그리고 스
마트폰 사용횟수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즉 스마트폰 중독집단은 비중
독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동기가 재미와 스트레스해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부모의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가정 분위
기가 화목하지 않은 것으로, 부모와의 대화수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충동성과 공격성 그리고 외로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격성, 스마트폰 사용횟수, 자존감, 충동성, 부모관심, 외로움, 부모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자존감이 낮
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이 적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자가 일부 지역의 초
기청소년으로 임의표집 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초기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이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스마트폰 중독 집단의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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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로 나타난 점은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은 단순히 공부하는 것에만 비중을
두고 생각한 나머지 스마트폰 예방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 대상에서 소원하게 다
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역시 여러
가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로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환경으
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이들은 게임사용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접속하
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게임이 가진 중독 메커니즘에 반
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마트폰 중독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
그램의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
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다루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본 연
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독집단은 비중독집단에 비해 심리적 어려움을 많
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이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앞서 그러한 심리적 어려움이 어떤 원인으로 형
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심리적 어려움이
스마트폰 중독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집
단 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더불어 프로그램 실시 시에는 소규모 집단상담 형식으로 이루
어져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상담 형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부모들에 대한 스마트폰 교육실시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에 전
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녀의 자율
성에 완전히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관심이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접속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집단
이기도 하다. 비록 처음에는 단순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접속하
였다 해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중독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스마트폰 중독이 초기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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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jor Factors to
Teenagers' Addiction to Smart-Phone
Oh, Ju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Busan Digit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look at individual's psychological character,
causes from home and a discrepancy among major factors to be addicted to
smart-phone. Also, it was studied to find out how those factors could be
influenced on the smart-phone addiction. Participants are 6-grade elementary
students. What follows are the results from the study.
First, it is shown that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group with addition
to smart-phone, which was included 132 participants (33.2%) among the
entire of 398 participants, and non-addiction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motive of smart-phone use, performance at school, an economic level, the
level of parents' interest, a family atmosphere, the level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self-respect, loyalty, loneliness, aggressiveness and frequency.
The other appears that major factors for 6-grade elementary student to
be addicted to smart-phone are graded to aggressiveness, frequency, self-respect,
loyalty, the level of parents, loneliness, parents' control.
Key words : 6-grade elementary student, addiction to smart-phone, major
factors to be addicted to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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