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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재*, 고기숙**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Features of Smartphone Use by University Students

Myoun Jae Lee
*
, Ki Sook Ko

**

Division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BaekSeok University
*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의 확립을 위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관한 경
험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9명의 대학생들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제군과 18개의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군들은 1. 스마트폰 사용 배경 2. 스
마트폰 애착 요인 3. 나만의 세상 구축, 4. 인간관계의 신풍속도 출현 5. 스마트폰 사용의 부담요인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실천적 제언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스마트폰 사용, 질적 연구, 스마트폰 사용 특성, 스마트폰 사용 문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s of the feature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regard to their smartphone usage in order to establish the culture of good smartphone u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nine university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qualitative method.
As a results, five theme and 18 subthemes of characteristic of smartphone usage were identified. Those themes 
include 1. background of smartphone usage, 2. attachment to smartphone usage, 3. building of my own the 
world, 4. emergence of new human relation, 5. burden of smartphone usage. This study provided practical 
suggestions and follow studies for good smartphon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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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이란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메일, 

웹 라우징, 멀티미디어 메시지 등 무선 인터넷 기능과 

일정 리 등 컴퓨터 기능이 보강된 고 형 휴 화로 

정의할 수 있다[1]. 즉, 스마트폰이란 PC와 동기화 기능

을 제공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  기능을 제공하는 휴 화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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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인터넷을 본격

으로 활용하는 모바일 인터넷 기기라는 에서 기존의 

휴 화와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검색, 이메일, 지도 등의 인터넷 기능, 음악/사진/비디오 

등의 미디어기능, PDF와 MS 오피스 등의 비즈니스 기능 

등 종합 인 기능을 제공한다. 

한 음성, 동 상, 데이터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 성이 

더욱 극 화된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발 된 기계

 성능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애 리 이션으로 표되

는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단말기인 것이다. 

이 같은 스마트폰은 재 빠르게 보 되어  국민으

로 확 되어 가고 있고, 그 향력도 한 기하 수 으

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이용을 통해 개인들은 공

, 사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들의 소통, 사  커뮤니

이션의 확 를 꾀하고 있다[2]. 인터넷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커뮤니 이션 도구로 진화한 스마트폰은 

휴 화에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를 탑

재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폰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어 리 이션을 통해 새로운 자신들의 모습을 

확 해 가고 있다[3].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생활, 학업, 

친구  가족과의 계 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매

개체가 되어, 학생활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 이 

큰 만큼,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이 확립될 필

요가 있고, 이를 해 스마트폰 사용의 실태와 특성이 어

떤지 실제 인 조사가 요구된다. 

재까지 스마트폰 사용에 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주로 구매 동기와 이용 동기, 이용만족, 구매자 유

형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연구들을 분석

해 본 결과, 학생들에 주로 을 맞춘 연구는 드물고, 

 설문조사를 통한 양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 기 

때문에, 미리 도출된 변수들을 확인하는 식의 연구 으

며, 열린 에서 사용자들 시각에 기반한 스마트폰 사

용 특성을 악하 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

면서 발생되는 특성을 상학  연구방법에 의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악하고자 하 다. 이 연구는 향후, 학

생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과 련

한 학생들의 생활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학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한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은 무엇인

가? 

 

2. 선행 연구 검토

기존 스마트폰에 한 연구는 주로 이용 동기, 만족 요

인, 소비 유형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먼 ,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한 연구를 보면, 학생

들의 휴 폰 이용 동기 연구[4]에서는 자기과시, 체면 등

의 요인들이 휴 폰의 의존성향을 부추긴다고 주장하

으며 연구[5-6]에서는 정보획득, 커뮤니 이션  사회  

계, 서비스 통합성, 유행  과시, 상시  정보 활용, 즉

시성, 습 성, 이용편리성이라고 분석하 다.  성별차

이가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분석

한 연구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휴식  스트 스 해소를 

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애

리 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7]. 휴 폰 이용 동기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Leung 

과 Wei[8]는 휴 폰 이용 동기가 ‘패션과 지 ’, ‘감정과 

사회성’, ‘휴식’, ‘이동성’, ‘즉시성’, ‘도구성’, ‘안심’ 등 7가

지임을 보고하 다. 주정민[9]은 휴 화 이용 목 이 

‘기분 환’이나 ‘시간 때우기’라고 보고하 다. 박웅기[10]

는 학생 이용자의 이용 동기가 ‘습 /무료함’, ‘ 실도

피’, ‘오락’, ‘휴식’, ‘흥분’, ‘사교’임을 발견했고, 윤해진[11]

도 학생을 상으로 이용 동기를 분석한 결과가, ‘일상

조정 동기’, ‘친 감 동기’, ‘체면/동조 동기’ 등을 밝혔다.

사회  계 형성에 휴  화가 사용됨을 강조한 연

구들도 있다. Spitzberg[12]는 휴 화를 통한 인 계 

요성을 언 하 고 Rettie[13]는 휴 폰을 통한 사회  

계의 확장을 주장하 다. Wajcman과 Bitman[14]의 연

구에서는 휴  화의 통화 목 이 사회  계를 유지

하는 것을 밝혔으며, Thomson과 Cupples[15]의 연구에

서는 문자 메시지가 인 계의 주요 채 임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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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만족에 한 연구들을 보면, 박인곤･신동희[5]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만족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

는데, 만족요인으로는 빠른 속성, 오락성/시간 때우

기, 사회  지 , 문제 해결성, 촬 /스크린 등을 제시하

고, 불만족 요인으로는 소 트웨어 요인, 경제  요인, 

하드웨어 요인 등을 제시하 다. 

스마트폰 사용에 한 소비자 유형을 구분한 연구를 

보면, 그 연구자들은 Q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그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유행민감형 독자, 비즈니스 

헤비 유 , 로우 테크 유 , 짠돌이 보수형 유 로 분류하

다[13].

3. 연구 방법

3.1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기 해, 참여자는 재 학

에 재학 에 있고, 스마트폰을 어느정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하여 심과 애착이 큰 학생

들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기  표집방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기 에 따라 선정되

었다.

1) 재 학에 재학 인 자

2)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고, 일일 

사용시간이 통화시간 외 3시간 이상인 자

3) 주 으로 스마트폰에 한 몰입도가 크다고 응답

한 자

4) 자신의 경험을 언어 으로 풍부하게 표 할 수 있

으며, 연구에 동의한 자이다. 

참여자 선정  자료수집은 2012년 6월～7월 사이에 

이루어 졌고, 개별 혹은 소그룹별로 인터뷰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연구질문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

는지 말 해 주세요”라는 개방질문으로 시작하 고, 그 

뒤에는 참여자의 화 속에서 면담을 이어나갔다. 충분

한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생각한 시 에서 인터뷰를 종료

하 으며, 그 시 의 참여자 수는 총 9명이었다. 참고로, 

질 연구에서 자료의 크기는 제한이 없다. 부분 질

연구의 참여자 수는 4명～40명 사이에 해당되며, 자료수

집이 끝나는 시 은 자료가 포화되는 시 으로, 더 이상 

참여자 자료를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

을 때이다.[16] 

참여자들의 학년은 2학년～4학년에 해당되었고, 성별

은 남자 3명, 여자 6명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기간은 6개

월 이상 1년 미만이 3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3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2명, 3년 이상이 1명이었다. 일일 사용시

간은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6명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명, 10시간 이상 2명이었다. 

3.2 분석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질 연구 에 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상학  연구는 기본 으로 연구자의 선입

견, 편견 등을 최 한 배제하고,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순

수하게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분석은 Colaizzi[17]의 상학  연구 진행 과정

에 따라, 먼 ,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경

험세계를 수집하고, 기록된 자료를 반복 으로 읽으면서 

체 인 의미와 맥락을 탐색하 다.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문장들에서 개념들을 추출하고, 이 개념들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질  의미와 구조를 탐색하 다.  

구체 으로 보면, 첫번째,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한 

진술들을 뽑아서 학문 인 개념을 명명하고, 개념들을 

묶어 주제를 선정하고, 두 번째, 이 주제들을 다시 추상화

하여 주제군을 도출하 다. 셋째, 이 주제군들을 통해 스

마트폰 사용 특성에 한 본질  의미와 구조를 발견하

다. 

윤리  고려를 해 자료수집과 분석  쓰기 과정

에서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를 최 한 비 보장을 유지하

려고 하 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한 반의 

사항을 설명해 주고, 이에 한 동의를 구하 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정확한 자

료수집을 해 인터뷰 녹음 허락을 받았고, 녹취가 끝난 

후에 폐기할 것을 약속하 으며, 소정의 답례품을 지

하 다. 

4.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즉,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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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무엇인가? 에 한 자료분석 결과, 18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아래 <Table 1> 참조. 자료

분석은 어떠한 틀과 범주, 개념들을 가정하지 않은 채 진

행되었다. 최 한 선입견을 배제한 개방 인 연구질문들

을 던지고, 그로부터 수집된 자료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

하고, 주제와 주제군을 도출하 으며, 이를 설명하기 

한 기술과 추상 인 분석  해석을 시도하 다. 

Themes Subthemes

background of 

smartphone 

usage

￭ Help in real life

￭ A sense of alienation

￭ Mass psychology

￭ Economical complex

￭ Eager for the latest devices

attachment  to 

smartphone 

usage

￭ Necessity

￭ Immediacy

￭ Maximization to utilization of free 

messenger application

￭ Facilitation to human contact

building of my 

own the world

￭ Only own world

￭ Reduction of the interest for the 

general interest.

￭ Isolation

￭ Objectification

emergence of 

new human 

relation

￭ Maintenance to the relationship through 

smartphone

￭ Segregation of body and mind

￭ Relationship with a distant friend

burden of 

smartphone 

usage

￭ cost

￭ Anxiety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at the time of losting smartphone

<Table 1> Features of Smartphone Usage by 
University Students

4.1 스마트폰 사용의 배경

4.1.1 실생활에 도움

참여자들은 통화, 문자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실생활에 편리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 스마트폰을 선택하 다.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격이 많이 나가

는데도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어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 수 있고, 통화와 문자 떠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여자 B>

일반 핸드폰으로 문자하면 상 방이 불편할 것 같아서, 

도 카톡 쓰게 되면 편리하게 살 것 같아서..<참여자 E>

수신 발신 다 정지된 상태에서 (카톡은) 와이 이 잡히

는 곳에서 모두 되니까 그게 편리하더라고요. <참여자 G> 

4.1.2 소외감

스마트폰 사용 배경에는 무료 메신 ( , 카카오톡)를 

통한 화에 끼지 못한데서 오는 소외감을 피하려고 하

는 것도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없이 소통하

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 다.

조카들 3명이...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카

톡창 만들어서 하니까 부럽고 소외감도 들고 해서...<참

여자 D>

친구들은 카톡으로 빠르게 연락하고 는 그 결과만 

아니까 그런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고  혼자 폴더

폰 쓰니까 아이들이 비웃고 놀려서 도 합류하게 된거

죠. <참여자 C>

문자 주고 받으면 돈 많이 나가는데 카톡은 무료고...

<참여자 G>

4.1.3 군중심리

군 심리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남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친구

들이 부러워서 구입했다고 하 다. 

군 심리라고 해야 하나? 남들도 다 쓰니까 도 사용

한다고 할까. <참여자 B>

희와 같이 통학하는 친구가 있는데 번 주까지 2G

폰이었어요 근데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희 학과에서

는 다 스마트폰이고.. <참여자 H>

애들이 학교에서  바꾸잖아요. 무 부럽고 나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I>

4.1.4 경제적 컴플렉스

스마트폰은 참여자들에게 경제  측면에서도 일정한 

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을 부유

하다고 생각되고 있었으며, 구핸드폰을 쓰는 것이 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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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친구들이 불 하고 불편하

게 생각되고 있었다. 

스마트폰 쓰면 사람들이 우와 잘 사나 보다. 희 집이 

좀...가난해서 콤 스가 있거든요. 제가 스마트폰 쓰기 

에 휴 폰도 좋았는데, 그런 심리  측면도 작용한 것 

같아요. <참여자 B>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이 조  불 했어요 .<참여자 I>

무 창피했어요. 제 핸드폰이 무 옛날거라서요. 그

거는 약정기간도 다 끝나서 바꿀 수는 있는데 집안 사정

을 서는 좀 사치인거 같았어요. <참여자 H>

4.1.5 최신기기에 대한 열망

참여자들은 최신 스마트폰 기종에 한 열망이 컸다. 

최신 스마트폰 사용하는 친구를 보면 열등감 느끼고, 

기회가 오면 더 기능 좋은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싶어

했다. 

 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은 것을 쓰고 있으면 열등감

을 느껴요. 그리고 제 것도 최신폰인데도  보다 더 최

신폰 쓰는 친구가 있으면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참

여자 B>

스마트폰 없었을 때 두고 라. 네보다 더 좋은 기기

를 사겠다. <참여자 C>

두 번째고, 약정이 끝났고 더 좋은 휴 폰이 나와서...

스마트폰 자체가 운  체제나 기능들이 더 좋아지는 것

이 있으니까.. <참여자 A>

4.2. 스마트폰 애착 요인

4.2.1 필수품화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여 필수

품화 되어 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정보검색, 복습을 

한 수업 녹음 등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이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필수

품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나와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되어서...

정보를 얻는데 편리해요. 버스 시간표, 화 매, 어디를 

가야하는데 그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서,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참여자 A>

스마트폰 쓰다보니 무 편리하더라고요. 교통 어  

사용하다보면 지각 안하게 되고 더 유용한 게 많아서 

<참여자 F>

여러 가지로 다 편리한 것 같아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

면 에는 지하철 탈 때도 mp3 핸드폰 따로 있고 교통카

드 따로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인터넷도 되고 카드

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참여자 E> 

학업에서도 인터넷에서 자료 찾고 뭐 시간 같은 것도 

보고 하니까 조  좋은 쪽으로 발 한 것 같아요. <참여

자 C>

4.2.2 즉시성

스마트폰의 즉시성은 참여자들을 크게 매료시키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즉시 검색이 가능하고, 즉석에서 모르

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고, 즉각  해답 찾기가 

가능하다는 에 하여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궁 한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는거, 교통 어

 같은거 많이 써요. <참여자 I>

교통도 그 고 공부할 때도 그 고 뭐든지 궁 할 때 

찾아 볼 수 있잖아요. <참여자 H>

다니다 보면 순간 궁 한 게 떠오를 때가 있는데 

에는 인터넷이 돈이 많이 드니까 집에 가서 컴퓨터로 찾

았는데 이제는 순간순간 찾아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고<참여자 F> 

4.2.3 무료 메신저 활용의 극대화

참여자들은 무료 메신 를 최 한 활용하고 있었다. 

친구, 가족 지인들과의 화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

를 극 활용하고 있었다. 



질적 연구에 기반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

306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Sep; 11(9): 301-310

카톡은 단체로 화할 수 있어요, 문자는 일 일 화, 

뭔가 조별 과제 때 여럿이 카톡 화방을 만들어서 공유

를 하면 좋은데, 카톡이 없는 사람은 일일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귀찮아요. 연락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답답해

요. 무료 통화, 무료 메신 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편리

해졌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

특별한 모임이 없는 와 에도 새로운 의견이 반 될 

수 있고, 즉각 으로 나  수 있는 장 이 있는 것 같아

요. <참여자 B>

문자할 때 이모티콘 같은 거 다운받아 쓰잖아요. 그림

체 같은 거 카톡으로 그런 거 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여자 I>

4.2.4 대인간 연락 촉진 

스마트폰 애착 요인으로 개인  집단간 연락의 진

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동생, 가족, 평소 화가 

없던 아버지와 채 창에서 화를 나 고, 메신 를 통

해 집단 성원들을 모아  화를 나 고 있었다.

학생이다 보니 연락이 부족했었는데,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메신 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자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인간 계 면에서 정 인 면이 많

아요. <참여자 B>

제 동생과 가족 모두 스마트폰이 있어서 서로 보고싶

을 때는 사진 어 송하고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고 같

은 채 창에서 가족들끼리 거기서 화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G>

엄마랑 사이가 좋은데 아빠랑은 어색함이 있어서 문

자도 자주 안 했는데 아빠가 스마트폰 바꾸시면서 제가 

먼  썼으니까 이야기하게 되고 많이 새로운 거 알려드

리고 카톡 공짜라서 좋아하셔서 연락 자주하게 되고...제

가 화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을 ‘아 얘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 하시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

자 F>

4.3 나만의 세상 구축

4.3.1 나만의 영역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이 생긴 후부터 친구, 형제 자매 

구와 함께가 아닌, 자신의 방에서 홀로 스마트폰을 사

용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생겨서 컴퓨터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잖아

요. 언니가 노트북을 주었는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요. 결제할 때만 쓰고 거의 핸드폰으로, 손에 들고 있는 

걸로. 컴퓨터 켜는 것이 귀찮아요. <참여자 I>

는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것이 좋아요. TV로는 제가 보기 싫은 거 넘길 수가 없잖

아요. 그리고 고를 무 많이 해요 간에 끊겨서...밤

에도 혼자 볼 수 있고 해서. <참여자 H>

4.3.2 전반적 관심사로부터 멀어짐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일반  심사로

부터 멀어지는 상을 보 다. 참여자 스마트폰 이외의 

것, 일상 이고 일반 인 것들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고 

하 다. 에는 책도 읽고 화도 했을텐데 이제는 스

마트폰의 세상에만 심을 두게 된다고 진술하 다.

얘를 잡고 있으니까 얘 이외의 것은 신경을 안써요. 지

하철을 타면 없을 때는 환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제는 

타면 이것만 보고 사소한 삶의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H>

재미있고 시간이 빨리 가니까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그런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일상 인 거. 없을 때는 딴 

거 했을 텐데...이게 없었으면 책도 읽고 화도 하고 했

을텐데...<참여자 I>

4.3.3 고립화

참여자들은  계로부터 고립화되는 것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면

면 화보다는 방안에서 홀로 스마트폰을 보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진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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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방 있으니까 그냥 그냥 카톡으로 모여서 하지 뭐

하러 힘든데 만나냐. <참여자 D>

가족이랑 같이 있어도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버지는 TV 보고, 엄마는 화  가꾸고 는 그 가운데서 

카톡 보고, 말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제 동생같은 경우는 항상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핸드

폰을 안 놓고 있는데 아빠가 불러도 못들을 때도 있고 

화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참여자 F>

4.3.4 대상화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은 참여자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

는 수단과 도구를 넘어 그 이상의 것, 즉 하나의 친구처

럼, 동반자처럼, 하나의 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스마트

폰에 자신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생활의 반 이상을 스마트폰과 함께 하 다. 

하도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해서 습 화 된 게 되게 

많아서 50 %정도 넘을 것 같아요<참여자 G>

작은 분신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작은 사진 의 내

용, 페이스북에서 를 소개하고 알 수 있고, 친구들과 연

결, 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여자 C>

스마트폰은 내 친구 같은.. 친구이긴 한데 나에게 모든 

걸 복종할 수 있는 편리한 나를 한 존재 <참여자 G>

4.4 인간관계의 신풍속도 출현

4.4.1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관계 유지

참여자들은 상 방과 스마트폰 정보 검색에 의존하여 

화를 나 고 있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과

의 사귐에 해서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 다. 스마트

폰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고 있었고, 따라서 스마

트폰을 분실하게 되면 계들로부터 단 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 계에서 어떤 화 주제 이야기했을 때, 함께 

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검색해서 알아보고...어떤 주

제에 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폰

에서 찾게 돼요. 폰에 많이 의존하게 되어요. <참여자 

A>

계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과는 뭔가 화

하는 폭이 좁아지는 느낌이 요. 요즘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공유하는데 없으면 단

되는 느낌.<참여자 A>

인간 계면에서  카톡으로 연락하니까 더 자주 만나

는 느낌, 얼굴 보지 않아도 (친숙함) 그런 것이 좋았고 인

간 계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F>

4.4.2 몸은 함께 마음은 따로 

참여자들은 가족들간에 한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끼리 식사하면서도 각자 

메신  연락을 주고받는데 열 하 고, 스마트폰에 더 

심을 두어서 부모님과 깊은 화가 없어지기도 하 다. 

친구들 계에서 역시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사

용하느라 화 시간이 어드는 상을 보이고 있었다. 

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일단 집에 들어가면 아

버지도 어머니도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아버지는 핸드폰

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집사님들과 

연락하고, 몸은 다 집에 있는데 각자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어요.<참여자 B>

밥을 같이 먹다가도 각자 핸드폰이 에 있는 거 요. 

부모님은 안 그러시는데 동생과 는 스마트폰 연락오면 

연락 해주고. 같이 모인 장소에서 화하는 시간이 어

든 것 같아요. <참여자 E>

친구들 만날 때 근데 는 싫거든요. 만나면 서로 반가

워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만나자고 해 놓고 만나면 핸드

폰 하는 거 요. 는 그게 싫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왜 만났어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참여자 H>

4.4.3 멀리 있는 친구와 관계 잇기

한편, 스마트폰이 멀리 있는 가족과 친구와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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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주는데 정 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여자들은 멀리 있는 가족에게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자주

하게 된다고 하 고, 친구들과도 메신 를 통해 가까워

졌다고 진술하 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거리 친구들의 

소식을 알 수 있고, 친구들과 계를 계속 이어가는데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게 문자하고 화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요. 친구들에게 문자 쓸 일이 없으니까. 가족에게 문자 쓸 

일이 많으니까. <참여자 C>

친구들과도 카톡으로 이야기해서 할말 안할말 다 하

니까 더 돈독해진 것 겉아요. <참여자 C>

는 싸이 사용하는데 사진 바로 바로 올릴 수 있고 

연락두  해도 안 받는 애들 있는데 페이스북 다 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인간 계에서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정지되어서) 카

톡으로 연락하게 되고, 친구들도 스마트폰의 페이스북 

카톡 통해 먼 친구들과도 다 연락이 되니까 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4.5 스마트폰 사용의 부담 요인 

4.5.1 경제적 비용 부담

실 으로 참여자들에게 스마트폰 구입과 유지 비용

이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 비용 지불을 부모에게 의존하

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로 가까스로 충당을 하는 입장이

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경제  부담을 느끼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

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부담도 크지만, 스마트폰에 

한 열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무 비싼 스마트폰을 써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

하시길) 학생 신분인데...스마트폰 요 이 비싸잖아요. 요

은 6만원 정도 내는데 부모님이 내 주셔요. 다른 사람

보다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생각에는 많

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는 조  나간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

제가 내지않고 어머님이 내주시는데 그래도 염치 없

어요, 비싸잖아요. 왜 그 게 많냐고 하신 이 있어요. 

<참여자 H>

4.5.2 개인 정보 노출의 불안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분실할 경우,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사생활  개인정도 노출로 인한 불이익과 

해에 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 

잃어버렸을 때, 내 사진, 사 인 내용, 문자 내용 보고 

악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택시에서 잃어버렸어요. <참여자 A>

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학생활 가운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

화를 확립하기 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특성

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악하 다. 

본 연구의 발견들을 다섯가지 주제군별로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실생활에 도움, 소외감, 군 심리, 경제  콤 스, 최신 

기기에 한 열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통화, 문자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학생들이 스

마트폰을 구입하게 된 배경에는 무료메신 의 향도 컸

다. 친구들 사이에서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없이 소통하

기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군 심

리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은 학생들에게 경

제  측면에서도 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가 학

생들 사이에서 경제  부를 가늠  하는 척도가 되고 있

었다. 이런 결과는 휴 폰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

이 제기된 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휴 폰 이용 동기

연구에서 자기과시, 체면 등의 요인들이 휴 폰의 의존

성향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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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한 애착 요인들을 분

석한 결과, 필수품화, 즉시성, 무료 메신  활용의 극

화, 인간 연락 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 정보검색, 수업 녹음 등에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었다. 스마트폰

의 즉시성이 학생들을 크게 매료시키고 있었다. 스마

트폰을 통해 즉시 검색하고, 즉석에서 모르는 지식과 정

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에서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즉

시성은 양일 , 이수 [6]의 결과에서도 이용 동기의 요

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 

무료 메신  활용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애착을 더

욱 가 시키고 있었고, 개인  집단간 연락의 진도 스

마트  애착에 큰 몫을 차지하 다. 

셋째,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나만의 세상을 구

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 하면서 일반  심사로부터 멀어지는 상을 보

고,  계로부터도 고립되어 가는 모습도 보 다. 

한,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과 

도구를 넘어 그 이상의 것, 즉 하나의 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넷째,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간 계 신풍속

도가 출 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여 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몸은 함께 있으나 마음은 따로인 새로

운 계 양상을 보 다. 다른 한편, 스마트폰을 통해 멀리 

있는 친구와 계 이어가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스

마트폰이 멀리 있는 가족과 친구와의 계를 이어주는 

정 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마트폰으로 인한 고충도 함께 나타났다. 

실 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구입 비용과 요 이 부

담이 되고 있었다. 이 비용 지불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

거나, 아르바이트로 가까스로 충당을 하는 입장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스마트

폰에 한 애착과 필요성 인식이 강하여 기꺼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담으로 생각하 다. 고충의 다른 으로

는 분실시 개인 정보 노출에 한 염려와 불안도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만족 요인 등이 분석 되었다. 

그 연구들과 본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일부 유사하거나 일

치되는 내용들도 있었다. 를 들어 즉시성, 사회  지 , 

사교, 문제해결성 등은 본 연구의 결과  일부와 유사하

게 연결되고 있기도 있지만, 그 외 본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들은 매우 새로운 발견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발견 즉, 나만의 역 구축과 인간 계

의 신풍속도 출 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독특한 주제군

들이라 할 수 있다.

    

5.2 실천 및 후속연구 제언

실천  차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

에 한 결과 에서 유용한 측면들도 많았다. 정보검색, 

인간 연락 진, 멀리 있는 친구와 계 잇기, 일상생활

에 도움 등과 같은 들은 스마트폰에 한 정  측면

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련된 기능을 기술 으로 

발 시키고, 한 학생들이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돕는 것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부정 이고 역기능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는 결과도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를들어, 나만의 

역 구축에서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기존의 

심사와 계로부터 고립되어 가면서, 스마트폰을 하나의 

상으로 인식해 가고 있음을 볼 때, 인간 소외 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스마트폰이 이 시 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러나 스마트폰이 사람의 자리를 체하여, 하나의 존재

처럼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먼 이

고, 계가 먼 여야 하며,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삶을 편

리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무 몰입하여 사람들로부터 고립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한 교육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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