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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스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배 성 만*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중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3454명(남자 

1,758명, 여자 1,69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가계수입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의 주중 사용시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문제적 사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사용 유형 중 

정보추구, SNS 및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문제적 사용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메신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메신저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현저성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문제적 사용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이해하데 

있어 사용시간뿐만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스마트폰 과의존, SNS, 게임, 메신저,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실태조사

요 약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martphone usage types and excessive expectation for 
smartphone on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It utilized the data of 3,454 adolescents 

(1,758 males and 1,696 females), aged between 13 and 19 from a smartphone overdependence survey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s a result of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ge and household income 
had a negative effect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Weekly smartphone usage time positively affected the serious 
consequences (sub-factor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smartphone usage, 
information seeking, SNS, gaming, and the excessive expectation for smartphones had positive impact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Smartphone usage for leisure seeking did not affect smartphone overdependence, but 
it negatively influenced serious consequences. Messenger use did not affect smartphone overdependence, but the use 
had a positive effect on salience, and a negative effect on serious consequ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types of smartphone use as well as the usage time to understand the smartphone 
dependence of adolescents. In addition, it seems necessary to recognize and correct the irrational excessive 
expectation for smartphone in order to prevent dependence and implement effective interventions.

Keywords:   smartphone dependence, SNS, game, messenger, excessive expectation for smartphone, the smartphone 

overdependenc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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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Bae, 201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연구자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요인으로 공통

적으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며, 다수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중요한 예

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Haug, et al., 2015; Lee, 

2015; Lee, et al., 2014). 보다 최근 연구들은 단순

히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는지에 대

한 것 보다는 개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ae, 2017). 스마트

폰 사용 유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목적과 동기를 

의미한다(연구에 따라 사용 유형, 사용 동기 또는 목적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연구들마다 스

마트폰 사용 유형에 대한 구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스

마트폰 사용 유형(예, 정보추구, 여가추구, 커뮤니케이

션)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 스마트폰 사용 

유형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스마트폰 사용 유형 이외에도 스

마트폰 과의존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

적 원인들을 탐색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충동성, 행동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Kim, et al., 

2016; Shin, et al., 2018)등이, 심리적 요인으로

는 자기조절 능력, 외로움, 우울(Choi, et al., 2017; 

vanDeursen et al., 2015; Kim, 2013)등이, 환경

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Bae, 

2015; Kim, et al., 2017) 등이 강조되었다.

다수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스마트폰 과의존이 생

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지라도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입과 치료적 측면에

서 보면 상대적으로 변화가능성이 더 높은 특성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Kwon, et al., 2015). 이와 관

련하여 기존의 알코올 중독 분야에서 갈망과 조절실

 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86%)이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으며(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6), 스마트폰은 일정관리, 정보검색, 구매, 학습, 

여가, SNS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개인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적 관

계를 형성 및 관리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나, 일부 사

람들은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의존과 기능

저하(예, 성적 저하)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017

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마트폰 과의존(고위험군+잠

재위험군) 비율은 2014년 14.2%, 2015년 16.2%, 

2016년 17.8%, 2017년 18.6%로 매년 증가하고 있

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15년 

31.6%, 2016년 30.6%, 2017년에 30.3%로 소폭 감

속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책마련

이 필요하다. 이에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

한 정부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심리학, 교육학, 신문방송학 등 관련 학문 분야에서 스

마트폰 과의존의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Byun, et 

al., 2014; Cho, et al., 2016; Cho, et al., 2018; 

Jeon, et al., 2017), 스마트폰 의존(Bae, 2017; 

Keum., 2016), 스마트폰 과의존(Lee, Y. 2018;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등

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

의존(또는 중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 분명하지 않

은 점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개인의 삶에서 

일상의 어떤 활동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중요한 활동

이 되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업성적, 직무 효

율성 저하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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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Choi,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여가추구와 

게임 유형이 독립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커뮤니케이

션 유형에 포함된 메신저와 SNS 역시 독립적으로 분류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메신저 사용이 주로 가족, 친

구와 같이 가까운 지인들과의 상호작용 도구로 사용되

는 것에 비해, SNS는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덜 가까운 

지인들과 대중에게 자기를 노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Cho, 2015; Chou, et al., 

2016). 

스마트폰 사용 유형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에 관련성

은 스마트폰 사용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반

복적인 뉴스 검색과 목적 없는 웹서핑 같이 정보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자동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습관

적 행동을 유발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Baturay & Toker, 2015).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Bian & Leung(2015)의 연구

에서는 정보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집단에서 정보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주

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트폰 과의

존에 미치는 효과는 게임을 여가추구에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Bian & Leung, 

2015; Jeong, et al., 2016; Kim, et al., 2016). 즉, 

음악듣기, 동영상/영화/웹툰 보기를 목적으로 한 스마

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Bae, 

2017). 반면, 게임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트

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

고 있다 (Jeong, et al., 2016; Kardefelt-Winther, 

2014; Kneer, et al., 2013; Liu, et al., 2016). 스마

트폰에 의한 게임은 음악듣기, 동영상 보기 등의 여가

추구 활동에 비해 더 강력한 즐거움의 보상을 제공하

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패의 원인으로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인지적 변인이 

주목을 받아왔다(Jung, et al., 2014; Kim & Kim, 

2013). 게임중독 분야에서는 게임사용에 대한 비합리

적 기대의 수정이 치료과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

었다(Kang, et al., 2010; Lee., 2002, Sung, et al., 

2010). 인터넷 중독에서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과도

한 기대가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14). 이처럼, 게임 및 인터넷 사용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스마트폰 과의존

과의 관련성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

용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능

성이 더 높은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관심을 

덜 받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사용 유형과 스

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

존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사용유형의 구분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

이를 보이나, 크게 정보추구 유형(예, 뉴스검색, 학업 

및 직무 관련 정보검색), 여가추구 유형(예, 음악, 동

영상, 웹툰), 커뮤니케이션 유형(예, 메신저, SNS)으

로 구분할 수 있다(Bian & Leung , 2015). 일부 연구

자들은 게임을 여가추구 유형에 포함시켰으나(Bian & 

Leung, 2015; Kim, et al., 2012), 독립적인 사용 유

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Bae, 2017; Jeong, et al., 

2016). 왜냐하면 게임은 음악, 동영상, 웹툰에 비해 더 

중독적인 경향이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게임을 

행위중독의 하위유형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e.g., Liu, et al., 2016). 최근, 스마트폰 중독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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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유형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독립적

인 효과를 확인했다.

2.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대이론은 과거에 긍정적 정서를 유발한 행동은 이

후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

고, 이러한 믿음이 강할수록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행동조절에 실패한다고 가

정한다(Bauman & Chenoweth, 1984). 기대이론은 

행위중독에 대한 인지적 변인의 역학을 지지하며, 실제

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기대(예, 인터넷 

사용이 대인관계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가 인터넷 중

독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Lee, et 

al., 2014; Hong, 2004). 게임중독 영역에서도 게임

관련 신념(예, 게임 없이 살 수 없다, 게임을 그만 둔다 

해도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은 없다, 게임을 하지 않는다

면 사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과 게임중독과의 정적 관

련성이 확인된 바 있다(Kwon, et al., 2015). 

기대이론과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분야의 경험적 연구

들에 기초할 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스마트폰 사

용과정과 결과에 대한 왜곡된 긍정적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Kim, et al., 2015).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유능해질 수 있다는 등의 스마

트폰 사용에 대한 비합리적인 긍정적 기대와 생각이다

(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때 유능해지거

나 유식해진 느낌이 든다).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

대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노력

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근

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3.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스마트폰 과의존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인구사회학

(Yang & Tung, 2007).

다수의 연구들이 SNS와 메신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

추었다. 먼저, SNS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

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

들이 우세해 보인다(Hong, et al., 2014; Lee, 2015; 

Salehan, et al., 2013). SNS 사용은 자기노출, 정보

공유, 유친 욕구(Need for Affiliation)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에 의한 SNS 사용이 이러

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

화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SNS에 비해 스마

트폰에 의한 SNS의 사용은 유동성(Mobility), 신속성

(Immediacy), 그리고 안심시키기(Reassurance) 같

은 도구적 (Instrumental) 욕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

족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

될 가능성이 크다 (Carstensen, et al., 1999).  

스마트폰에 의한 메신저 사용은 청소년의 스마트

폰 과의존과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가 우세해 보인다

(Bae, 2017; Hwang, et al., 2017). 이러한 양상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사용과 삶의 만족과의 정적 관련

성을 밝힌 연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한다(Kim, et al., 

2014). 메신저는 SNS에 비해 부모, 친구 같은 친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자주 사용된다. 최근, 메신저 

App의 발전으로 다양한 이모티콘이 개발되면서 구체

적인 정서표현까지 가능해졌다. 이러한 메신저의 특성

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유대를 증가시켜 외로

움과 우울한 기분을 감소시키고, 반면 주관적 만족감

을 높일 수 있다(Chan, 2015; Liu, et al., 2014; Wei 

& Lo, 2006).

이처럼 과거의 문헌들은 스마트폰 사용 유형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마다 스마트폰 사용 유형의 분류에 있어 

차이가 있어 결과가 혼재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시킨 정보추구와 여

가추구 유형을 기본으로, 게임을 여가추구 유형에서 분

리시키고, SNS와 메신저 사용을 분리하여 스마트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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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3-69세에 해당하는 29,712명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조사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5년 인구

주택총조사’로 구축된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3-69세 

가구원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사

용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로 구축된 680,795개의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보통 조사구를 사용하였다. 표본 규모는 10,000가

구 1,000조사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0.57%p였다. 조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조사원들

이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조사원이 기록지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

학중인 청소년 3454명(남자 1758명, 여자 169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에 제

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남, 여), 연령 및 가계소

득(200만원 미만=1, 200-400만원 미만=2, 400-600

만원 미만=3, 600-800만원 미만=4, 800-1,000만원 

미만=5, 1,000만원 이상=6)을 측정하였다.

2)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주중 1일 평균 

사용 시간(분)과 주말 1일 평균 사용 시간(분)을 측정하

였다.

3) 스마트폰 사용 유형

스마트폰 사용 유형은 정보추구, 여가추구, 게임, 메

신저, SNS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 정보추구는 5개 하위영역(뉴스검색, 

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가계소득 등을 고려할 수 있

다. 일부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Lee, 

2015),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Salehan & Negahban, 

2013). 가계 소득도 연구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Kim, et al., 2016; Kim, 

et al., 2018). 연령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

련되어 보인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소년들의 스

마트폰 과의존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Lee, 2009; 

Lee, 2015).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스마트폰 사용 유형(정보추구, 여가추

구, 게임, SNS, 메신저)이 스마트폰 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스마트

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

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보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

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SNS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

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스마트폰 과

의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폰 과

의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7년 

9월에서 11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서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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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왜곡된 

기대나 비합리적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구조(아이겐 값=1.586)가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 변량의 19.83%를 설명했다. 

신뢰도 분석 결과, 8번 문항의 신뢰도가 .30 이하로 낮

게 나타나 이 문항을 제거한 총 7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척도의 Cronbach 

Alpha는 .65였다.

5)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척도(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 요인(조절실패 3문항, 현저성 3

문항, 문제적결과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학업/업무용 검색, 교육/학습, 상품/서비스 검색, 교통 

및 위치정보 검색), 여가추구는 3개의 하위영역(영화/

TV/동영상, 음악, 전자책/웹툰/웹소설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게임, 메신저, SNS는 

각각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8점 척

도(전혀 이용하지 않는다=0점, 매우 자주 이용한다=7

점)를 통해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별 스

마트폰 사용이 더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자료에 대한 정보추구, 여가추구 척도의 Cronbach 

Alpha는 각각 .81, .70으로 나타났다.

4)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합리적인 과도한 기대를 측

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에서 개발한 척

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8개의 문항,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구성되어 있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453)   

Factor N=3454 %

Gender 
Males 1758 50.9

Females 1696 49.1

Grade 
Middle School 1473 42.6

High School 1981 57.4

Age
(years) 

13 409 11.8

14 526 15.2

15 538 15.6

16 615 17.8

17 688 19.9

18 674 19.5

19 4 .1

Family Income
(million Won)  

 < 200 57 1.7

≥ 200 to < 400  802 23.2

≥ 400 to < 600 1465 42.4

≥ 600 to < 800 455 13.2

≥ 800 to < 1000 298 8.6

≥ 1000 37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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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 척도

<Table 2> Excessive expectancy on smartphone scale  

Items

1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때 유능해지거나 유식해진 느낌이 든다.
(When I use smartphone, I feel like I have become competent or smart with it)

2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해야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I use smartphone to be superior to others)

3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내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든다.
(When I use smartphone, I feel freedom.)

4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Nowadays the world can not live without a cell phone.)

5 스마트폰만한 친구가 없다. (I don’t have a friend like a smartphone.)

6
스마트폰만큼 유용하고 재미있는 것이 없다.
(There is nothing as useful and interesting as a smartphone)

7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인다 해도 삶이 더 나아질 것은 없다.
(Even if I reduce usage time on smartphone, my life will not get any better.)

8
나는 스마트폰에서 내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도 찾아본다. 
(Sometimes using smartphone, I look for information which is against on my opinion.)

<표 3> 청소년・성인・고령층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Table 3> Smartphone over-dependence scale for adolescents, adults, seniors

Items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Every time I try to reduce smartphone usage time, I fail.)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I have difficulty in control the usage time of smartphone.)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control proper smartphone usage time.)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It's hard to focus on other things if I have a smartphone next to me.)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It’s hard to focus on other things if I have a smartphone next to me.)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I feel strong impulse that I want to use smartphone.)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I have had problem with my health because of smartphone use.)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I have had a family quarrel because of smartphone use.)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I have had severe conflicts with friends, colleagues, and social relationships because of smartphone use.)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I have difficulties in performing tasks (academic or occupational) because of smartphon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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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사용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연령은 스마트폰에 대

한 과도한 기대 및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으로 관련

이 있었다. 가계수입은 정보추구, 여가추구 및 SNS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 및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으로 관

련이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스마트폰에 대한 과

도한 기대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정보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 및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관련

이 있었다. SNS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도 스마트폰 과

의존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 및 스마트폰 과의

존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관련

이 있었다.

2.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령, 가계수입, 주중사

용시간, 정보추구 유형, SNS, 게임 및 스마트폰에 대

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성별, 주말사용시간, 여가추구 

유형, 메신저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마

트폰 과의존이 낮아졌으며(β=-.295, p<.001), 가계수

입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낮아졌다(β=-.426, 

p<.001). 또한, 주중에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

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졌다(β=.030, p<.05). 스

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련성은 정

보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횟수가 많을수록 스마트

폰 과의존이 높아졌다(β=.134, p<.001). 또한, 게임

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스마트폰 과의

존도가 높아졌으며(β=.349, p<.001), SNS를 위한 스

마트폰 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높

아졌다(β=.138, p<.001).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대

마트폰 과의존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총점이 31점 이

상이면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전

문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

다. 또한, 23점 이상 30점 이하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된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조절실패), 스마트폰 생각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현저성), 스마트폰 이용 때

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문제적 결과).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척도의 Cronbach Alpha는 .81

이였다. 

3. 분석방법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

서 스마트폰 사용 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

대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

인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

적 변인인 성별(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코딩), 연령, 

가계수입과 주중사용시간, 주말사용시간을 투입하였

고, 2단계에서는 정보추구, 여가추구, 메신저, SNS, 게

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유형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

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투입하였다. 또

한, 독립변인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 요인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

적 결과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Ⅳ. 결 과

1. 상관분석 결과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성별은 게임을 위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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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피어슨 상관분석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04 1

3 .02 -.06** 1

4 -.03 -.02  .24*** 1

5 -.03 -.02  .23***  .98*** 1

6 .01  .14*** -.31*** -.13*** -.11*** 1

7 .01  .08*** -.19*** -.06** -.04* .55*** 1

8 -.01  .01 -.02 -.02 -.01 .30*** .16*** 1

9 .01  .10*** -.16*** -.06** -.06** .28*** .34*** .21*** 1

10 .08*** -.02 -.01 -.04* -.04* .13*** .19*** .03 .17*** 1

11 .01 -.08***  .20***  .14***  .13*** .01 .09*** .16*** .01 .24*** 1

12 -.02 -.07*** -.15*** -.01 -.01 .28*** .18*** .11*** .16*** .20*** 16*** 1

M 1.49 15.78 3.37 23.72 36.23 12.76 8.71 5.38 3.68 4.06 20.03 20.49

SD  .50  1.67 1.27 27.31 44.50 8.61 5.62 1.35 2.37 1.88 3.43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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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1=Gender, 2=Age, 3=Family income, 4=Weekday usage, 5=Weekend usage, 6=Information seeking, 7=Entertainment seeking, 8=Mobile 

instant messenger, 9=SNS, 10=Game, 11=Excessive Expectancy on Smartphone, 12=Smartphone overdependence 

<표 5>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Variable 

Step

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Constant) 25.978 29.430*** 21.746 23.779*** 18.429 18.365***

Gender   -.089   -.536   -.235  -1.486  -.233  -1.482

Age  -.234 -4.668***  -.323 -6.732*** -.295 -6.169***

Family income  -.620 -9.191***  -.327 -4.860*** -.426 -6.269***

Weekday usage   .015  1.055   .034  2.556**  .030  2.259*

Weekend usage  -.005  -.634  -.015 -1.861 -.014 -1.747

Informaion seeking   .132 11.033***  .134 11.311***

Entertainment seeking   .003  .165 -.008 -.445

Mobile instant messenger   .085 1.376  .014  .220

SNS   .121 3.318**  .138 3.798***

Game   .426 9.829***  .349 7.902***

Expectancy on smartphone  .174 7.723***

R2△ .029*** .099*** .015***

Adj. R2 .028 .125 .1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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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절실패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Table 6>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self-oontrol failure

Variable 

Step

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Constant) 8.397 23.395*** 6.988 18.452*** 6.464 15.650***

Gender -.072 -1.056 -.114 -1.742 -.113 -1.730

Age -.051 -2.485* -.082 -4.132*** -.078 -3.915***

Family Income -.338 -12.317*** -.235 -8.424*** -.250 -8.846***

Weekday usage -.003 -.546 .004 .733 .003 .588

Weekend usage .002 .712 -.001 -.370 -.001 -.300

Informaion seeking .043 8.685*** .043 8.770***

Entertainment seeking .011 1.585 .009 1.300

Mobile instant messenger .038 1.460 .024 .927

SNS .035 2.309* .037 2.476*

Game .120 6.676*** .106 5.764***

Expectancy on smartphone .032 3.161**

R2△ .045*** .065*** .003**

Adj. R2 .045 .11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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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현저성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Table 7>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salience

Variable 

Step

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Constant) 8.254 24.490*** 6.483 18.400*** 5.297 13.885***

Gender -.012 -.192 -.063 -1.026 -.061 -1.001

Age -.095 -4.982*** -.123 -6.629*** -.113 -6.149***

Family Income -.193 -7.503*** -.103 -3.952*** -.136 -5.229***

Weekday usage .002 .312 .007 1.459 .006 1.115

Weekend usage .000 .043 -.003 -.873 -.002 -.708

Informaion seeking .039 8.460*** .040 8.717***

Entertainment seeking .005 .724 .000 .038

Mobile instant messenger .090 3.766*** .060 2.486*

SNS .037 2.631** .043 3.061**

Game .155 9.310*** .125 7.326***

Expectancy on smartphone .073 7.741***

R2△ .022*** .083*** .015***

Adj. R2 .022 .10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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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와 현저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

째,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조절실패와 현저

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문제적 사용에는 부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β=-.019, p<.05). 넷째, 메신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조절실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반면, 현저성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β

=.060, p<.05), 문제적 사용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

쳤다(β=-.077, p<.01).

Ⅴ. 논 의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가계소득),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사용 유형 및 스마트폰

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스마트

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스마트

폰 과의존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초

점을 둔다. 

한 과도한 기대가 클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졌다

(β=.174, p<.001). 독립변인들에 의한 스마트폰 과의

존의 총 설명량은 14.0%로 나타났다. 단계별 R2 변화

량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의 설명량은 2.9%로 유의했

으며(p<.001),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스마트폰 사용 변

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사용유형의 R2 변화량

은 9.9%로 유의했다(p<.001).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

인과 스마트폰 사용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에 대한 과도한 기대의 R2 변화량은 1.5%로 유의했다

(p<.001).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

정하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한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

가 현저성과 문제적 사용에 미친 R2 변화량은 각각 

1.5%(p<.001), 1.6%(p<.001)로 비슷했으나, 조절실

패에 미친 R2 변화량은 0.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p<.01). 둘째, 스마트폰의 주중 사용시간은 문제적 사

용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025, p<.001), 조절

<표 8> 문제적사용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Table 8>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problematic use

Variable 

Step

Step 1 Step 2 Step 3

β t β t β t

(Constant) 9.327 24.569*** 8.275 20.570*** 6.930 15.909***

Gender -.006 -.078 -.059 -.841 -.056 -.815

Age -.088 -4.082*** -.119 -5.606*** -.108 -5.123***

Family Income -.089 -3.063** .010 .343 -.028 -.949

Weekday usage .016 2.693** .022 3.842*** .020 3.518***

Weekend usage -.008 -2.185* -.011 -3.119** -.011 -2.974

Informaion seeking .050 9.495*** .051 9.758***

Entertainment seeking -.013 -1.751 -.019 -2.442*

Mobile instant messenger -.042 -1.544 -.077 -2.789**

SNS .049 3.064** .056 3.494***

Game .151 7.904*** .116 5.959***

Expectancy on smartphone .083 7.685***

R2△ .010*** .060*** .016***

Adj. R2 .010 .069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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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게임을 여가추구 유형에서 분리해서 분석

했고, 여가추구 유형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

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소한 청소년 집단에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등의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

트폰 사용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스마트폰 과

의존의 하위요인인 문제적 사용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

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

용은 문제적 사용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을 탐

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에 의한 SNS의 과도한 사용은 오락, 사회

적 정보 추구, 자기표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현실도

피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스

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Lee, 2015; 

Masur, et al., 2014). 또한, PC에 비해 휴대성과 접근

성이 탁월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이러한 욕구에 대한 즉

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즉각적인 만

족감의 경험은 스마트폰을 통해 습관적으로 SNS를 사

용하게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Park, 2005). 

메신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는 스마트폰의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

를 보였다. 즉, 메신저 사용이 조절실패에는 영향을 미

치지 못했으나, 현저성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고, 문제

적 사용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

트폰을 이용한 메신저 사용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스

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학업이나 직업 수

행 등의 일상 영역에서 기능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은 적

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에 

의한 메신저 사용이 주변사람들과의 유대를 증가시켜 

주관적 웰빙을 높일 수 있다는 최신 연구결과들과 맥락

을 같이한다(Chan, 2015, 2018). 특히, 우리나라 청

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시기에 학업에 대한 부담과 학

습시간이 급증하면서 친구들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

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학생들은 짧은 여가 시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감소했다. 초

기청소년기에서 중기 및 후기 청소년기로 가면서 스마

트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변인인 자기통제 

및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의 과도한 사용과 의존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Kim, 

et al., 2014; Chun, 2018).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과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Shin, 2017), 최근 

연구에서는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Hwa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성별은 스마트

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혼재된 결

과는 성별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측변인(예, 사용 유형)과 성

별의 상호작용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탐

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사용 유형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

향력은 사용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정보추

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의

존 수준은 높아졌다. 과거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확인된바 있으나(Bae & Koh, 

2017; Bian & Leung, 2015), 청소년 집단에서는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 연령대에서 정보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

트폰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뉴스 혹은 정보를 검색하거

나 목적 없이 웹서핑 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정보는 강화물로 작용하여 이후

의 반복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효과는 게임을 여가추구 유형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중요하다. 게임을 여가추구 유형에 포함시킨 경

우와 분리한 연구들이 혼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사용 유형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사용은 여가추구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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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신념이 도박 및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

조된 것에 비해(Kwon, et al., 2015) 스마트폰 과의존

에 대한 인지적 변인의 역할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

다. 알코올 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에 대한 가장 효과

적인 개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인지 행동적 치료

에서도 비합리적 기대와 신념은 문제행동의 수정을 위

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나 신념은 구체적인 스마트

폰 사용 유형(또는 목적)과도 관련되어 스마트폰 과의

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대인관계 기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강한 사

람들은 모바일 SNS 사용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결과적

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

하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저성과 문

제적 사용에 비해 조절실패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과

도한 기대의 R2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마트

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조절실패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저

성과 문제적 사용은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

정적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본 연구의 결

과는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스마트폰 과다사

용으로 인한 개인의 기능 상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의미와 임상적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순히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목적 없이 정보를 탐색하거나 스마트폰에 의한 SNS

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나 신념이 스마트

폰 과의존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

존을 예방하고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완화시키는 개입

에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학업, 오락 등의 다양한 정

보를 공유하고, 안부를 전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공유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에 의

한 메신저 사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Lee, et al., 2016).

스마트폰에 의한 SNS와 메신저 사용이 스마트폰 과

의존에 미치는 효과에서 차이는 보이는 것은 스마트

폰에 의한 SNS와 메신저 간의 차이점에 기인할 수 있

다. 첫째, SNS의 네트워크 크기는 메신저에 비해 더 

광범위하다. 둘째, SNS는 보다 많은 대중(General 

Audience)에 초점을 두고 상호작용하는 것에 비해 메

신저 사용은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같은 특정한 대상

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스마트폰에 의한 SNS 사용은 

메신저 사용에 비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더 광범위한 

수준의 집단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차이가 스

마트폰에 의한 SNS 사용이 메신저 사용에 비해 스마트

폰 과의존과 더 관련되는 원인일 수 있다(Salehan, et 

al., 2013).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

의존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에 의

한 게임은 정보추구나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

용에 비해 더 강력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이러한 즐거

움이 보상으로 작용하여 습관적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분야의 일부 연구자들은 스

마트폰이 PC에 비해 스크린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게임

의 즐거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실감(Sense of 

Presence)을 감소시켜(Hou, et al., 2012), 결과적으

로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본 연구 및 과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스크린 크

기가 실제 게임의 몰입과 즐거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력은 작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스마트폰에 대한 과

도한 기대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영향을 미친 것이

며,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스

마트폰 과의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힌 초기의 경

험적 증거이다. 과거 도박 및 게임 사용에 대한 비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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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 iona l se lec t iv i ty.” The Amer ican 
Psychologist, 54(3), 165. 

Chan, M. (2015). “Mobile phones and the goo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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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심리학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비합리적인 스

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대한 인식과 수정 과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회귀모델에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의 중

요한 변인들로 알려져 있는 심리적,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이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회귀모델을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의 개념은 최근에 이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변인으로 향

후 보다 정확한 개념정의와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아울

러 본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를 성인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유

형의 측정에 있어 메신저, SNS 및 게임을 위한 스마트

폰 사용은 단일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향후 연구에서

는 복수의 문항을 통해 이러한 목적의 스마트폰 사용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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