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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ffects of a Prevention Program for Cell 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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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cell phone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exam-
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impulsiveness, and cell phone use. Methods: The study was de-
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63 middle school students (31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2 in the control group).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given the cell phone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4.0 program. Results: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steem compared to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lso repor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cell phone use compared to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cell phone addiction preven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self-esteem and decreasing cell 
phone use in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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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휴대전화는 의사소통과 휴대 기능뿐 아니라 자기표현과 문화 ·

오락 기능까지 지닌 통신매체이며, 현대 사회의 필수품이다(Kim, 

Bae, & Hyun, 2007). 청소년은 친밀한 교우 관계와 또래 집단에의 

소속 및 자기과시에 대한 욕구가 높고, 새로운 매체에 대한 흥미와 

충동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Pott & Mandleco, 2002), 또래 관계

를 유지하고 동년배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사용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Kamibeppu & Sugiura, 2005). 

휴대전화 중독이란 휴대전화 사용에 몰입하고, 이에 대한 통제

력을 상실하며, 일상생활에서 문제 행동이나 병적 증상이 나타나

는 것이다(Han & Hur, 2004). 휴대전화 중독은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 없을 때 초조해지는 금단,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는 

내성,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 장애, 휴대전화를 강박

적으로 사용하고 집착하는 강박/집착으로 구성된다(Koo, 2009). 

선행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약 7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

고(Song, 2006), 4.1%가 휴대전화 중독, 7.5%가 휴대전화 과다 사용 

상태였다(Koo & Park, 2010b). 

청소년기는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휴대전

화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휴대전

화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람직한 사용 습관에 대해 지도하

고, 관리해야 한다. 현재 휴대전화 과다사용과 중독 문제가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태 조사와 관련 요인에 대한 연

구(Han & Hur, 2004; Jang & Chae, 2006; Kim, et al., 2007; Koo & 

Park, 2010b; Lee, 2008)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방과 중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휴대전화 중

독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긴급히 요구된다. 

휴대전화 중독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은 휴대전화에 병적으로 몰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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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었다(Woo, 2007). 자존감은 자신을 중요하고 유능하

다고 믿는 정도로(Lee & Chung, 1999), 청소년의 높은 자존감은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므로(Pyon & Kang, 2002),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 휴대전화 중독이 낮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은 휴대전화 중독의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Koo, 2010). 자

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청소년은 자기 효능감

이 높은 경우에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

므로(Woo, 2007), 적극적인 대처로 이어져 휴대전화 중독을 낮춘

다. 즉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은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이므로,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는 휴대전화 중독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충동성은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

는데,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충동성이 높

았고, 충동성은 휴대전화 중독의 주요 설명 요인이었다(Jang & 

Chae, 200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7)의 연구에서도 

충동성은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판별하는 유의한 예측 요인

이었다. 휴대전화 중독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

여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상태로 정의될 만큼(Han & Hur, 2004), 

청소년의 충동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휴대전화 중독 예방을 위해

서 청소년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충동성을 감소

시켜야 한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은 문자메시지를 많이 사용할수록(Koo 

& Park, 2010b; Song, 2006), 통화를 많이 할수록(Song, 2006), 사

용 요금이 많을수록 높았으며(Koo & Park, 2010b; Song, 2006), 이

러한 휴대전화 사용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보다 

휴대전화 중독을 더 많이 설명하였다(Koo, 2010). 특히 문자메시

지는 휴대전화 중독의 주요 예측 변인이었으며(Koo, 2010), 청소년

은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

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Kim, 2006). 청소년은 정보 전달보다 

관계 유지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데, 또래 관계 형성 및 유

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발달단계 특성상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에 깊이 몰입하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심리적인 접근뿐 아니라 실제 사용에 대한 구체적

인 지도와 개입이 요구된다(Koo, 2010). 

또한 휴대전화 중독은 인구학적 특성과도 관련되며, 여러 선행 

연구(Koo, 2010; Koo & Park, 2010b; Yang & Park, 2005)에서 여학

생의 휴대전화 중독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휴대전화는 대인 상호

작용을 도와주는 수단이면서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즐

거움을 얻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Na, 2005), 일반적으로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사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여학생도 쉽게 사

용에 몰입할 수 있다.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별이 간주되므로(Koo & Park, 2010b),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

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휴대전화 중독의 특성과 관

련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휴대전화가 제공하는 도구적 

편리성, 즐거움, 사회적 관계, 문화적 의미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

로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휴대전화의 매체 특성은 휴대전화 중독

에 영향을 미치므로(Ko, 2006; Lee, 2008), 프로그램을 통한 휴대

전화의 매체 특성 인식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구체적

인 지도가 요구된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단

계이고, 자아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며, 휴대전화를 접하면

서 휴대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용 습관 형성이 필요한 때이

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인 자

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위험 요인인 충동성을 감소시

키는 데에 초점을 둔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

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

이 길어질수록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므로(Ko, 2006; Song, 2006),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

용 방법과 규칙을 익히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고

등학생 시기와 성인기의 심각한 중독 문제를 예방할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한다.

연구 가설

가설 1.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 효능감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충동성이 더 감소할 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휴대전화 사용이 더 감소할 것이다. 

부가설 4-1.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휴대전화 중독 점수가 더 감소

할 것이다.

부가설 4-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가 더 감

소할 것이다.

부가설 4-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가 더 

감소할 것이다.

부가설 4-4.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통화 횟수가 더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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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중학생의 자존감, 자기 효능감, 충동성 및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연

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일개 중학교에 다니고, 현재 휴대전화

를 사용하는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학생의 휴대전화 중

독이 남학생보다 높아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Ko, 2006; Koo, 2010; Koo & Park, 2010b; Lee, 2008; Yang & Park, 

2005), 대상자를 여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유의 수준

(α)을 .05, 검정력(1-β)을 .80, 효과 크기(effect size)를 .35로 설정하

였을 때 각 군별 33명이므로(Cohen, 1988), 학급단위와 탈락률을 

감안한 각 군별 35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실험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급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는데, 임

의 선정한 두 반 중에서 홀수반은 실험군으로, 짝수반은 대조군으

로 할당하였다. 

대상 학생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

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구하였고, 실험군에 배정된 학생의 부모에

게 연구목적과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발

송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부모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실험군 33명과 서면 동의한 대조군 35명의 총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시대회 참석과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중도 탈락한 5명(실험군 2명, 대조군 3명)을 제외한 실험군 31명, 

대조군 32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 (1973)의 자존감 도구를 간호학 교수 2인

과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척도를 간호학 교수 2인과 보건교사 1인의 자문을 받

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의 17개 문항으로 구성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 .82였다. 

충동성

충동성은 Lee (2008)의 충동성 도구를 간호학 교수 2인과 보건

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9이었다.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 중독 점수: 휴대전화 중독 점수는 Koo (2009)의 우리

나라 청소년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도구로 측정하였는데, 내용타

당도와 구성타당도 및 준거타당도 검정, 신뢰도 분석을 통해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의 20개 문항(금단/내

성 7문항, 생활 장애 6문항, 강박/집착 7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

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휴대전화 중독군으로, 표준점수가 63점 이상이고 

70점 미만인 경우에 과다 사용군으로, 표준점수가 63점 미만인 경

우에 일반 사용군으로 분류한다(Koo, 2009). 본 연구에서 Cron-

bach’s α= .92였다.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는 하루에 문자메

시지를 보내는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는 하루에 문자메

시지를 받는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통화 횟수: 통화 횟수는 하루에 통화하는 횟수를 기입하도록 하

여 측정하였다.

연구 절차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Han & 

Hur, 2004; Jang & Chae, 2006; Kim et al., 2007; Koo, 2009; Lee, 

2009; Song, 2006)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재 연

구(Jang & Shin, 2003; Lee & Ahn, 2002)를 검토하고, 청소년의 휴

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Koo & Park, 2010a)

를 토대로 예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해 청소년 관련 전문

가 6인(교사 1인, 간호학교수 2인, 간호사 1인, 상담자 1인, 사회복지

사 1인)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아 프로그램의 내용과 중재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 후에 프로그램

을 실제 실시했을 때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을 측정하고, 프로그램의 

흐름과 내용 및 사용된 용어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행위 관련 인지와 정서는 건강증진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침을 고려하여(Pender, 1996), 중학생이 휴대전화 매체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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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의 이점과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

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행위와 관련된 부정

적인 정서인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보호 요인인 자존감

과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 휴대전화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

력을 기르도록 자신의 장점과 단점, 충동적인 경향과 조절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휴대전화는 통신 매체로서의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특성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최신 유행을 

따르며 친구에게 자랑하려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므로(Lee, 2008; 

Woo, 2007), 교우관계와 자기표현에 대해 토의하고, 바람직한 방

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은 휴대전화 중

독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았음을 고려하여(Koo & 

Park, 2010a),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하고, 바람직한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연습과 훈련의 기회를 마

련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연구자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연구보조원의 진행으로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교실에서 프로

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3단계 10회기로 구성되었다. 1단계 휴대전화 바로 

알기는 1회기 휴대전화 사용실태 알아보기, 2회기 휴대전화 중독

의 위험 알기, 3회기 휴대전화 사용의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로 구

성되었고, 2단계 나를 알기는 4회기 나를 이해하기, 5회기 나의 장

점과 단점을 알기, 6회기 나를 표현하기로 구성되었으며, 3단계 휴

대전화 바로 쓰기는 7회기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 알기, 8회기 

휴대전화 사용규칙 만들기, 9회기 휴대전화의 주인이 되기, 10회

기 계속 잘 하기로 구성되었다(Table 1).

매 회기는 도입(5분), 토의 및 구체적인 작업 활동(30분), 주제에 

대한 강의(10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정리(5분)로 총 50분간 진행

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휴대전화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해 원하는 방

법 중 시청각교육이 가장 많았으므로(Koo & Park, 2010a), 참여를 

격려하고 흥미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자료와 구체적인 작업 활동 

자료를 활용하였고, 교육 자료를 배부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일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동

의를 구하고 보건교사의 협조를 받아 2009년 4월 20일부터 6월 18

일까지 약 2개월간 자료 수집을 하였다. 대상자에게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

속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연구 결과로만 활용됨을 알려

주었고,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응답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기입 후 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였

고,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학용품)을 하였다. 

실험군에게는 10회기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

였고, 대조군에게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다. 실험군은 프로

그램 첫 회기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실험군과 동일한 시기에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후 조사가 끝난 후 간단

한 설명과 함께 실험군에게 배부했던 교육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2 검정(χ2 test)과 독립 t 검정(independent t test)으

로 분석하였고, 중재 프로그램이 자존감, 자기 효능감, 충동성 및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효과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적, 아버지 교육 수준, 어머니 교육 수준,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여부,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지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실험군은 성적이 상위 30% 이내가 25.8%, 중위 31-70%가 48.4%, 

하위 30% 이내가 25.8%였고, 대조군은 상위 30% 이내가 22.6%, 

중위 31-70%가 61.3%, 하위 30% 이내가 16.1%였다. 실험군은 아버

지가 대졸 이상인 경우가 48.3%, 고졸인 경우가 48.3%, 중졸 이하

인 경우가 3.4%였고, 대조군은 아버지가 대졸 이상인 경우가 26.7%, 

고졸인 경우가 66.6%, 중졸 이하인 경우가 6.7%였다. 실험군은 어

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가 31.0%, 고졸인 경우가 62.1%, 중졸 이

하인 경우가 6.9%였고, 대조군은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가 

30.0%, 고졸인 경우가 53.3%, 중졸 이하인 경우가 16.7%였다. 실험

군은 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가 51.6%였고, 대조군은 

54.8%였다. 실험군은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경우가 77.4%였

고, 대조군은 90.0%였다. 

실험군의 자존감은 28.66점으로 대조군의 32.28점보다 유의하

게 낮았으나( p= .026), 자기 효능감, 충동성, 휴대전화 중독 점수,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 통화 횟수는 실험군

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 자기 효능감, 

충동성, 휴대전화 중독 점수,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 통화 횟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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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자존감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p= .087), 시점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p= .759), 집단과 시점 간에 유의한 교호 작용이 있어서

( p= .038),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

상이 유의하게 달랐다. 즉 실험군의 자존감은 프로그램 실시 전 

28.66에서 실시 후 29.83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32.28에서 31.41로 감소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자기 효능감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p= .284), 시점 간에 차

이가 없었으며( p= .550), 집단과 시점 간에 교호 작용이 없어서

( p= .159),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

상이 다르지 않았다. 즉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충동성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p= .324), 시점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p= .857), 집단과 시점 간에 교호 작용이 없어서(p= .532),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상이 다르

지 않았다. 즉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휴대전화 사용 정도 중 휴대전화 중독 점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p= .122), 시점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p= .475), 집단과 시

점 간에 교호 작용이 없어서( p= .891),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

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상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휴대전

화 사용 정도 중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

Table 1. Outlines of Prevention Program for Cell Phone Addiction 

Phase Session Topic Content    Method Time (min)

K nowing cell 
phone ex-
actly

1 K nowing my cell  
phone use

· Introducing program objectives and process
· Conducting pre-test
· Checking my cell phone use
·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Test & check

Closing

10
30

10
2 K nowing the risk of cell 

phone addiction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Discussing cell phone use and its related problems
·  Understanding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ell phone addiction
· Evaluating works and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Teamworks
Lecture
Closing

  5
30
10
  5

3 K nowing merits and  
demerits of cell  
phone use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Discussing why I use cell phone 
· Discussing merits and demerits of cell phone use
· Understanding merits and demerits of cell phone use
· Evaluating works and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Teamworks

Lecture
Closing

  5
30

10
  5

K nowing  
myself

4 Understanding myself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Discussing who I am
· Understand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is unique and different from others
· Evaluating works and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Teamworks
Lecture
Closing

  5
30
10
  5

5 K nowing my strength  
and weakness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Understanding my special ability
· Discussing my strength and weakness
· Evaluating works and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Lecture
Teamworks
Closing

  5
10
30
  5

6 E xpressing myself  
properly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Discussing my special ability and friendly relationship
· Discussing how to express myself and how to control my behaviors
· Understanding how to express myself and how to control my behaviors
· Evaluating works and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Teamworks

Lecture
Closing

  5
30

10
  5

U sing cell 
phone 
properly

 

7 K nowing the proper  
use of a cell phone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Knowing why I use cell phone
· Discussing the proper use of a cell phone
· Understanding the proper use of a cell phone
· Evaluating works and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Teamworks

Lecture
Closing

  5
30

10
  5

8 R ule making of cell  
phone use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Understanding the advantages of the proper use of a cell phone 
· Making rules of cell phone use
· Evaluating works and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Lecture
Teamworks
Closing

  5
10
30
  5

9 B eing a master of a  
cell phone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Discussing which helps to follow rules of cell phone use and which obstructs to do
· Being sure I am a master of cell phone
· Understanding the proper use of a cell phone
· Evaluating works and referring next session

Introduction
Teamworks

Lecture
Closing

  5
30

10
  5

10 Going well · Introducing session objectives and process
· Sharing benefits of the program 
· Conducting post-test
· Evaluating the program

Introduction
Teamworks
Test & check
Closing

  5
20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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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63)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31) Control group (n=32)

χ2 p
n (%) n (%)

Academic achievement Under 30th  8 (25.8)  7 (22.6) 1.23 .541
  (percentile)* 31-70th 15 (48.4) 19 (61.3)

Above 71th  8 (25.8)  5 (16.1)
Education of father* University or more 14 (48.3)  8 (26.7) 3.01 .222

High school 14 (48.3) 20 (66.6)
Middle school or less 1 (3.4) 2 (6.7)

Education of mother* University or more  9 (31.0)  9 (30.0) 1.39 .500
High school 18 (62.1) 16 (53.3)
Middle school or less 2 (6.9)  5 (16.7)

Conversation with family* Do 16 (51.6) 17 (54.8) 0.07 1.000
Don’t 15 (48.4) 14 (45.2)

Conversation with friends* Do 24 (77.4) 27 (90.0) 0.19 .301
Don’t  7 (22.6)  3 (10.0)

*Missing data is not included in the values.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Self-Esteem, Self-Efficacy, Impulsiveness, and Cell Phone Use (N=63)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31) Control group (n=32)

t p
Mean±SD Mean±SD

Self-esteem 28.66±7.07 32.28±5.23 2.29 .026
Self-efficacy 50.76±9.58 54.16±7.88 1.52 .134
Impulsiveness 12.00±4.15 11.21±3.92 0.74 .462
Cell phone use   Cell phone addiction   53.31±15.45   47.03±16.50 1.53 .131

  S ending text message (per day)   72.74±98.46   48.50±53.49 1.19 .239
  R eceiving text message (per day)     78.71±101.56   48.17±59.05 1.43 .158
  Talking by cell phone (per day)   5.10±7.07   4.50±3.28 0.42 .676

Table 4.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in Self-Esteem, Self-Efficacy, Impulsiveness, and Cell Phone Use (N=63) 

Variable Time
Experimental group (n=31) Control group (n=32)

Source F p
Mean±SD Mean±SD

Self-esteem Pre 28.66±7.07 32.28±5.23 Group 3.02 .087
Post 29.83±6.60 31.41±5.60 Time 0.10 .759

G*T 4.50 .038
Self-efficacy Pre 50.76±9.58 54.16±7.88 Group 1.17 .284

Post   52.45±10.27 53.47±6.48 Time 0.36 .550
G*T 2.03 .159

Impulsiveness Pre 12.00±4.15 11.21±3.92 Group 0.99 .324
Post 12.25±3.99 11.07±3.63 Time 0.03 .857

G*T 0.40 .532
Cell phone use
  Cell phone addiction Pre   53.31±15.45   47.03±16.50 Group 2.46 .122

Post   54.28±18.23   47.69±16.11 Time 0.52 .475
G*T 0.02 .891

  Sending text message (per day) Pre   72.74±98.46   48.50±53.49 Group 0.07 .794
Post   41.61±43.62   57.00±94.28 Time 1.30 .259

G*T 3.99 .050
  Receiving text message (per day) Pre     78.71±101.56   48.17±59.05 Group 0.35 .559

Post   48.55±53.65   57.33±99.64 Time 1.19 .281
G*T 4.16 .046

  Talking by cell phone (per day) Pre   5.10±7.07   4.50±3.28 Group 0.08 .784
Post   3.77±2.47   3.83±3.23 Time 3.04 .086

G*T 0.33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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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 .794), 시점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p= .259), 집단과 시점 간

에 유의한 교호 작용이 있어서( p= .050),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

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상이 유의하게 달랐다. 즉 실험군의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 72.74에서 실시 후 41.61

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48.50에서 57.00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

고( p= .559), 시점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p= .281), 집단과 시점 간

에 유의한 교호 작용이 있어서( p= .046),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

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상이 유의하게 달랐다. 즉 실험군의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 78.71에서 실시 후 48.55

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48.17에서 57.33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통화 횟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p= .784), 

시점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p= .086), 집단과 시점 간에 교호 작용

이 없어서(p= .567),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상이 다르지 않았다. 즉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자

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자존감은 프로

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오히려 감소

하여,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1이 지지

되었다. 동일한 프로그램이 적용된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는 어

렵지만,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Park, 2008)에서 12

회기 동안 진행된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존감이 향상되어 본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중학생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생각

된다. 높은 자존감은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에 중요한 보호 요인이므로(Pyon & Kang, 2002), 청소년의 휴대전

화 중독을 예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중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자기 효능감과 충동성

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상이 다르지 않아서, 가설 2와 3은 기각되었

다. 아직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매체라는 공통성을 

지녔고, 휴대전화 중독보다 먼저 연구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Jang & Shin, 2003)에서 자기 통

제력은 4주간의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

한 확신을 갖고,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조절하도록 자신의 

충동적인 경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법

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나, 자기 효능감과 충동성에 변화를 가

져오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자기 효능

감 향상과 충동성 감소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중재를 포함하여 프

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2개월 후에 실시한 추후 검사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데(Jang 

& Shin, 2003), 심리 내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

므로,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는 심리적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

을 수도 있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서 1, 2개월 후의 사후 검사가 필요하며, 추후 반복 연구

를 통해 예방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효과에

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점수의 변화 양상은 다르지 않아서 부가설 4-1은 기각되었다. 인터

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Jang & Shin, 

2003)에서도 중학생은 4주간의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끝

난 직후에 인터넷 중독 심각도의 변화가 없었으나, 2개월 후에 유

의하게 변해서,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휴대전화 중독 점수는 표준 점수 기준에 의하면 일반 사용

군에 분류되므로(Koo, 2009),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중독 점수의 변화뿐 아니라 프로그램 실

시 전후의 실제 사용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과 대조

군의 통화 횟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변화 양상이 다르지 

않았지만, 실험군의 문자메시지 발신 및 수신 횟수는 프로그램 실

시 전보다 실시 후에 감소한 데에 비해, 대조군은 오히려 증가하

여,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가 더 감소할 것이

다’라는 부가설 4-2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문자메시지 수신 횟

수가 더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가설 4-3은 지지되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Ahn (2002)의 연구에서 인지행

동치료 프로그램은 게임이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중독 행동은 행동에 몰입하

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을 내재하

고 있으므로(Lee & Ahn, 2002), 중독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

독 대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수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중

학생이 휴대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휴

대전화 매체의 특성,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의 이점, 휴대전화 중독

의 위험을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하였다. 또한 중독 행동은 부적절

한 대응 기술에 기인하기 때문에(Lee & Ahn, 2002),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 기술을 익히고, 바람직한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구체

적인 지도와 연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중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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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은 통화보다 문자

메시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청소년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를 통해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Koo & Park, 

2010b),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의 문자메시지 발신 및 수신 횟수가 감소한 것은 프로그램이 휴

대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

는 결과로 생각된다.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거나 위험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게 문

제가 있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

방과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Jang & 

Shin, 2003),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인 학급 단위로 예방 프로그

램을 실시하면 또래와의 협력과 상호 지지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급 단위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을 효율

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태 파악과 관련 요인 분

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험 요인에 노출

된 청소년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 단계

인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전 조사 시 실험군의 자존감은 대조군보다 유의

하게 낮았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와 시점 간 차이 및 집단과 시점

의 교호작용을 알아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

료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처치 전 동질성이 확보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자존감

은 청소년의 행동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Pyon & Kang, 

2002),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높아서 다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후 반복 확대연구를 통해 중

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자존감을 비롯한 심

리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존감이 증가하였고, 문자메시지 발신 및 

수신 횟수 등 휴대전화 사용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과 휴대전화 사용 감

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지속적

인 효과를 파악하며,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여 남자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

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심한 청소

년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학령기 아동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

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증가하였고, 문자메시

지 발신 및 수신 횟수 등 휴대전화 사용이 감소하였다. 중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초기 단계에서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 방법과 규칙을 익히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서, 고등학생 시기와 성인기의 심각한 문제 행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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