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론

길이나지하철에서, 혹은수업시간에많은 은이들이

스마트폰을손에서놓지못하는 상을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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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성인 불안정애착과 스마트폰 독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4개 지역의 학에 재학 인 학부생들을 상으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애착유형,

스마트 폰 독, 자아존 감 척도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남녀 학생 23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 불안정애착 애착불안은 스마트폰 독과 유의한 정 상 을 그리고 자아존 감과는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애착회피는 자아존 감과만 유의한 부 상 계를 나타냈다. 자아존 감이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독 간의 계를 매개하

는 구조모형을 검증했을 때,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년기 성인들을 상으로 한 스마트폰 독의 방/

치료에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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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universities in a number of cities in Korea 

and they were given the survey including instruments that measured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smartphone 

addiction. Total 230 participants’ data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indicated anxious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voidant attachment was 

only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Furthermore,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Current finding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effective 

prevention/intervention programs of smart phone addiction for a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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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추세에 있다[1].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시간이 비교 자유롭지만

과도기 인 발달과제로 쉽게 혼란과 방황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독에 노출될 험이

크며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2]. 실제로,

2017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살펴본 통계에 의하면, 여러

연령층 에서 20 의 스마트폰 고 험군 비율이 3.6%로

10 와 더불어 가장 높았고, 체구성비에서 고의존 험

군은 20.6%로, 19.4%인 10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3]. 한, 10 는 일주일에 인터넷을 14.5시간, 20 는

21시간을 사용하며, 20 가 10 보다 하루에 인터넷 이

용하는 비율이 9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4]. 이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수업과 같이정해진 의무

시간의 비율이 낮아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반면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와 진로에 한 고민

으로 혼란스러워지거나 학업 진로 련스트 스로 부

정 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때에 학생들은 건강

한 사회 계 형성이나 사회 지지가 부족한 경우 손

쉽게 부정 인 정서를 단기간에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폰에 의존하게 될 험이 높아질 수 있다.

Flores[5]는 독이 일종의 ‘애착 장애’라고 주장하

는데, 즉 타인과 안정 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

은 안 한 기지(secure base)의 체물로서 성, 음식, 약

물, 술 등을 찾게 되고 이를 통해 정서 인 안정감을 얻

고 친 감에 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성인 불안정애착은 학생의 독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6,7]. 성인

불안정애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가지로 구분되

는데[8] 학생을 상으로 성인 불안정 애착이 스마트

폰 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악한 몇몇국내 연구에서

는[6-11]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스마트폰 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해외 연구들 한 애착회피와 문제 인터넷 사용 지수

간의 정 인 상 계를 보고하 다 [12-14]. 이러한 국

내외 연구결과는 성인 불안정애착인 애착불안과 애착회

피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 이고건강한 애착

계의 형성부재로 인해 안 기지의 체물인 스마트폰

독에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불안정애착은 스마트폰 독뿐 아니라 자아존

감에도 향을 미친다. Bowlby[15]는 어린 시 부모와

의 애착이 자신의 표상 형성 즉 자아존 감 형성에 직

인 향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

으로 성인 불안정애착과 자아존 감의 계를 살펴본 해

외의 경험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성인 애착불안이 자

아존 감의 불안정성과 깊은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

[16-18]. 이러한 결과는 학생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19-23].

불안정 애착 뿐아니라, 자아존 감 한휴 폰 스

마트폰 독과 유의한 상 계가 있다는 것이 기존 연

구들을 통하여 확인되었다[24-27]. Baumeister[24]에 따

르면 낮은 자아존 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각을 피

하게 되고 결과 으로 자신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상황에

서 극 인 처보다는 휴 폰 독과 같은 회피 행동에

빠질 수 있다[25]. 청소년과 학생을 상으로 한 국내

외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존 감이 스마트폰 의존성에 유

의한 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6,27].이처럼 낮은 자

아존 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실을 직면하기를 회

피하고 신에 근이 쉬운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어

려움과 고통을 로받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독의

경향이 높다[28,29].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낮은

자아존 감과 연 이 있으며 낮은 자아존 감은 스마트

폰 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 감이 성인 불안정애착과 스마트폰 독과의

계에서 매개하는 요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한다. 자아존 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

구로는 청소년을 상으로 부모에 한 애착과 스마트폰

독의 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가 있고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의 부분매개효과를 보고하 다[30]. 하지만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의 부모에 한 애착을 살펴보았으므로 애착이론의 연속

성에서 성인기로 어드는 시기 특히 성인기로 어들기

요한 청년기시기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고 험군 비율이 가장 높

은 학생을 상으로 부모와의 안정애착이 아닌 애착불

안, 애착회피와 같은 성인 불안정애착이 스마트폰 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한 성인 불안정애착과 스마

트폰 독 의 계를 자아존 감이 매개하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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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 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소재의 4개

학교 학부생 260명이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본 연구

에 참여하 고 그 불성실한 응답을 한 30명을 제외시

킨 총 230명의 자료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참가자들은 수업 시간 끝부분에 연구의 내용에 한 설

명을 들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유롭게 자

리를 떠나도 되며, 불참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에 한

설명을 들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애착유형, 스마트폰

독, 자아존 감 척도에 응답하 다. 이들 남학생이

136명(59.1%), 여학생 94명(40.9%)이었다. 1학년은 57명

(24.8%), 2학년은 78명(33.9%), 3학년은 55명(23.9%), 4학

년은 40명(17.4%)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09세(SD=2.50)이었고 이들의 연령분포는 10 가 72명

(31.3%), 20 가 157명(68.3%), 30 가 1명(0.4%)이었다.

2.2 연 도

2.2.1 애착 형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인 불안정애착의 유형을 측정하기

해 Brennan 등[31]이 개발하고, 황경옥[32]이 번안한

친 한 계에서의 경험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ECR)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척도이며, 5 Likert 척

도로 되어있다. 하 척도로는 애착회피(18문항)와 애착

불안(18문항)이 있다. 황경옥[32, 재인용]의 연구에서의

내 일치도는 애착회피차원 .60, 애착불안차원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차원의 내 일치도는

.85로 나타났으며, 불안차원의 내 일치도는 .89로 나타

났다.

2.2.2 스마트폰 독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33]이 개발한 성인

용 스마트폰 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

는 스마트폰 독경향성을 측정하기 해개발된 척도로

일상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지향성(2문항), 단(4문

항), 내성(4문항)인 4개의 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체 15문항으로 5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수가 높을

수록 스마트폰 독 경향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92이다.

2.2.3 아존 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Rosenberg[34]가 개발한 자아존 감척도를 이훈진과 원

호택[35]이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한 한국 척도 10문항

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정 자아존 감(5문항)과

부정 자아존 감(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5이다.

2.3 료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들 간의 상 계와 기술통계

를 분석하기 하여 SPSS 22.0를 사용하 다. 한 측

정모형과 구조모형의 합도를 검증하기 해서 AMOS

22.0을 사용하 다. 모형의 합도 평가를 해서는CFI,

TLI, RMSEA 지수가 사용되었으며, 합도의 기 은

CFI, TLI가 .90 이상, RMSEA가 .08 이하를 용하 다[36].

3. 연 결과  

3.1 변 들 간  상  및 정상  검

Table 1에 연구변인들의 상 계수 평균과 표 편

차를 제시하 다.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독 간에는 유의

한 정 상 (r = .370, p < .01)을, 애착불안과 자아존

감은 유의한 부 상 (r = -.521, p < .01)을 보 다. 애

착회피와자아존 감은 유의한 부 상 (r = -.392, p <

.01)을 나타났지만, 애착회피와 스마트폰 독과는 유의한

상 (r = -.005, p > .05)을 보이지 않았다.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ale 136 59.1

Female 94 40.9

Grade

Freshmen 57 24.8

Sophomore 78 33.9

Junior 55 23.9

Senior 40 17.4

Age
Group

10 72 31.3

20 157 68,3

30 1 0.4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연구모형에 나타난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해 왜

도 첨도를 확인하 다. 정규성 검증 결과 왜도의값이

최소 .191(스마트폰 독)에서 최 .403(애착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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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의 값은 .227(애착회피)에서 .500(스마트폰 독)으로

나타났다. 왜도 첨도의 최 값이 왜도 허용치인

값 3과첨도 허용치인 값 8 미만의 범 내에 분포하

고 있어 독립변인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Att.
Avoid.

Att.
Anx.

Self
Esteem

Sma.
Addict.

Att. Anx 324**

Self Esteem -.392** -.521**

Sma Addict -.005 .370** -.373**

Mean 64.48 50.13 37.74 35.22

SD 11.82 14.17 6.51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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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3.2 측정 형 검

상 분석 결과, 애착회피와 스마트폰 독 간의 계가

유의하지 않아 애착회피와 스마트폰 독 간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는 검증하지 않고 애착불안과 스

마트폰 독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만을 검증

하 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

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측정모형을

먼 검증하 다. 측정모형은 양호한 합도를보 는데,

합도 지수는 x2(24) = 58.306, CFI = .970, TLI = .955,

RMSEA = .079[90%CI = .053 - .105]로 나타났고, 모든

표 화된 경로계수는 유의한 값을 보 다(β = .672-.958).

이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인들을잘 나타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x2 df CFI TLI RMSEA

58.306*** 24 .970 .955
.079[90%CI=
.0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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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Measurement Model Fit           (N=230)

3.3 조 형 검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불안과 스마트폰 독 사이에서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연구모형을 검증하 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듯이 연구모형은 양호한 모형

합도를 보이며(x2(24) =58.306, CFI =. 970, TLI = .955,

RMSEA = .079[90%CI = .053 -.105]), Fig.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애착불안에서 자아존 감으로 가는 경로(β =

-.62, p <. 001)와 자아존 감이 스마트폰 독으로 가는

경로(β = -.30, p <. 001) 모두 유의한 것 나타났다. 그러

나 애착불안에서 스마트폰 독으로 가는 직 경로 역시

여 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 = .23, p <. 005), 자아존

감은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독 간의 계에서 부분 매

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ttach.
Anxiety

Self
Esteem

Smart.
Addiction

Po. Ne.

Att.
1

Att.
2

Att.
3

Ad.
1

Ad.
2

Ad.
3

Ad.
4

.90
***

* * <
.05, **

**

.84
***

.84
***

.67
***

.83
***

.79
***

.85
***

.70
***

.96
***

.15*

-.33
***

-.36
***

Fig. 1. Mediation Model

x2 df CFI TLI RMSEA

58.306*** 24 .970 .955
.079[90%CI=.
0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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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Structural Model Fit             (N=230)

Structure B β S.E. t

Self Est
<- Att. Anx.

-.330 -.616 .049 -6.72***

Sma. Addict
<- Att. Anx.

.145 .232 .058 2.49*

Sma. Addict
<-Self Est

-.355 -.304 .10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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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Structural Analysis of Model 

3.4 매개효과 검

매개효과의 검증을 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

을 하 다.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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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사이의 매개효과(간 효과)는 Table 5에서 보듯이

β = .187[95% CI=.056~.364]이며 p < .005로 나타나, 애착

불안과의 스마트폰 독 변인 사이에 자아존 감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tructur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tt. Anx.
-->
Self

Esteem
-->
Sma.

Addiction

.232 .187 .419

Significance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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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4. 논  및 결론

4.1 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용률이 가장 높은 학생을

상으로 성인 불안정애착과 자아존 감, 스마트폰 독

변인들의 연 성을 살펴보고, 특히 성인 불안정 애착과

스마트폰 독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 여부

를 구조방정식을통해 분석해보았다. 본연구 결과가 나

타내는 바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애착불안은 스마트폰 독과 유의한 정 인

상 계를 나타냈다. 불안정애착 유형 애착불안유형

을 가진 사람들은자신이 타인에게 사랑 받고있는지, 그

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과도

하게 보호 받고자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타인의 친

감에 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불안정 애착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음을확인하고자 하

는 과도한 욕구를 보이기도 하며 빈번한 화를 내기도 한

다[37, 38]. 장혜진과 채규만[10]은 애착 불안이 휴 폰

독의 주요한 설명 변인인 것을 확인하 고, 이를 래

와의 계에서 소외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이 휴 폰 독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해석하 다.

학생을 상으로 불안정 애착과 스마트폰 독 간의

계를 살펴본 최윤 과 서 석[6]의 연구에서도 계에서

의 거 이나 분리에 민감하고 이에 해 과도하게 반응

하는 애착불안의 사람들은 스스로 수용하기어려운 정서

들을 히 표 하지 못하고 충동 인행동으로 표 하

게 되는데 이는 결국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

진다고 보았다. 에 언 된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써, 본 연구에서도 성인 불안정애착 애착불안이 스마

트폰 독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애착불안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최윤 과 서 석

[6]의 연구에서처럼 부정 인 정서조 의 어려움을 스마

트폰 사용으로 체한 것처럼 보여진다. 특히 최윤 과

서 석[6]의 연구는 남학생이 130명(36%), 여학생이 221

명(61.2%)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136명

(59.1%), 여학생이 94명(40.9%)로 성별이 다르게 분포되

어 있으므로 그 성별 분포에 상 없이 애착불안을 가진

학생들은 스마트폰과다사용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 시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이 인 계에

서 거 이나 분리에 더욱 민감 는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이러한 불안 때문에 근성이 비교 용이하고

험부담이 덜 한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 계망에 과도

하게 몰두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반면에, 애착회피의 경우스마트폰과유의한 상 계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11]와 일

치하는 연구결과는 아니었지만,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

다 스마트폰 독과의 상 계가 상 으로 낮다는 결

과와는 부분 으로 일치한다. 애착회피의 성향을 가진

학생의 경우 불안정애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계, 심지어 그 체물인 스마트폰 독에 해서조차 어

느 정도거리감을 두는것으로추정할수 있다. 한편 이

덕과 홍혜 [11]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인터넷 독

과 애착회피의 계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는데, 학생을 상으로 하는 본 연구

에서는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년기의 애착회피의 경우, 타인과의 계에 한 심

이 상 으로 낮은 성향이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

기에는 고착되어 스마트폰을 통한 정서 인 지지의 획득

이나 소속감에 한 열망실 의 욕구가 상 으로 낮기

때문에 스마트폰 독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둘 다 자아존 감

과 유의한부 상 계를 나타냈다. 애착이론[15]에 의

하면, 애착불안은 자신과 타인에 한 부정 인 표상을

가진 반면에, 애착회피는 자신에 해서는 정 인, 타

인에 해서는 부정 인 표상을 가진다. Bartholome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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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owitz[39]의 연구에서는 애착회피(avoidant)를 가진

사람들이 정 인 자기상을 보고했으며 높은 자아존

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개인주의성향이

강한 서구유럽사회에서의 문화를 담는 것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정[23]의 국내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집단주의성향이 강하고 다

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민감한 한국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의 계를 등한시 할 경우 집단에서 비

쳐지는 자신의 상이 그다지 정 인 것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애착불안 뿐 아니라 애착회피를 가진 개인이 낮

은 자아존 감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독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자아존 감은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독의 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남으로써 애착불안이 자아존 감을 통해 스마트폰

독으로 이어짐을 확인하 다. 이는 애착불안이 직

으로 는 자아존 감을 통해 간 으로 스마트폰 독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애착불안의 성향이

있는 학생의 경우 특히 인 계에 과도하게 집착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한 부정 인 상을 가지고, 자신을

존 하는 경향이 낮을 때, 스마트폰 독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상으

로 가족 계나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독간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부분 는 완 매개효과를확인한 선행연

구들[30,40] 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어린 시

에 형성된 주 양육자와 아의애착형성이 성인애착에

향을 미치고 그러한 성인애착 불안애착이 낮은 자

존감을 통해 학생들을 스마트폰 독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부

분매개효과는 불안애착이 인 계에 불안을 증가시키

기 때문에 비교 근이 용이한 스마트폰 매체를 통한

사회 계망이나 비디오 게임 등을 불안을낮추는 매개로

사용함으로써 애착불안을 가진 학생들이 스마트폰

독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과 후속연

구를 한 제안 들은 다음과 같다. 먼 , 본 연구는 230

명의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경상북도 지역의 학생들

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임으로 다른 지역의 다

른 집단에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둘

째, 자기보고 설문방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서 스마트

폰 독 성향이나 불안정애착의 개인 인 차이나 개개인

의 특수성에 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질 연구와 신경생리학 측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인불안정애착과 스마트폰 독의 계를 악하

는 것이이 주제를 심도있게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이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을 사용하는 목

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SNS 집단 혹

은 인터넷 게임집단에 한정시키면 스마트폰 독의 특성

과 성인 불안정애착 계를 다각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를들면 애착회피를 가진 학생들이 학

업스트 스와 진로선택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를 해소

하기 해 인 계 체물인 스마트폰의 SNS기능들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등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한 애착회피와 도박 는 애착회피와 인터넷 게

임 독간의 계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2 결론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와 학생의 건강에 련한

부분에 시사되는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성인 불안정애착 애착불안이 스마트폰 독으로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반면에, 애착회피는 스마트폰

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다. 그러므

로 성인 불안정애착유형에서도 애착불안을 가진 학생들,

내담자들을 선별하여 이들이 스마트폰 독에 빠지지 않

도록 선제 방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의 경우 신입생을 상으로 MMPI-2와 같은 심리검

사를 실시하여 잠재 험군을 발굴하여 그들이 학교생

활에 응하는데 도움을 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입

생들 혹은재학생들을 상으로 MMPI-2와 아울러 애착

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애착불안이 높은 학생들을 상

으로 집단상담, 워크샵 등을 통해 스마트폰 독에 한

방교육과 함께 오 라인에서의 계 형성에 도움을

수 있는 인 계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의 성인 불안정애착과 스마트

폰 독 간에 계에서 자아존 감의 향을 살펴 으로

학생 스마트폰 독에 련해 보다넓은 이해를 도왔다.

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고 험군의 구성비율이 어느 연

령층보다 높기 때문에 학생의 스마트폰 독문제를

방하고 이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 어떠한 심리사

회 변인들이 스마트폰의 험을 증가시키는지에 해



학생들   안정애착과 스마트폰 독과  계에  아존 감  매개효과 235

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시기에

부모의 건강한 애착과 자아존 감의 형성뿐만아니라 성

인기로 어들며 독립을 꿈꾸는 학생시기에도 성인애

착유형과 자아존 감이 스마트폰 독을 측하는 주요

한 변인임을 입증하 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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