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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의 중독원인에 따른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6명
의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참여자들이 스마트폰 중독경험에서 드러난 중독의 원인에 대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표현된 의미 있는 자료에서 63개의 구성의미가 확인되
었고, 그것을 토대로 26개의 주제와 8개의 주제군과 2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중독원인은 ‘개인심리적 요인’, ‘행동습관
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인터넷 스마트폰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독원인에 수반된 결과는 ‘심리적 변화’, ‘신체적 변
화’, ‘대인관계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난 중독원인에 대한 현
상학적 분석결과들은 스마트폰 중독 상담과정에서 내담자 중심의 치료적 개입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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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understand the causes of addiction of the addicted 
adolescents of smartphone. Colaizzi'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addiction caused by the addic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confirmed 63 constructive 
meanings in the meaningful data expressed i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Based on them, they were 
derived as 26 subjects, 8 subject groups and 2 categories. The causes of addiction were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 'Behavior habit factor', 'Social relation factor' and 'Internet smart phone factor'. 
Psychological, physical, interpersonal and everyday life changes were the results accompanied by 
causes of addiction. Through this study, the causes of addiction revealed i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client-centered therapy of the smartphone addiction 
counse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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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기능과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기

기들과 결합하여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 누구나 음악, 채팅, SNS, 동영상, 게임, 정보검색, 
쇼핑, 학습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맞게 쉽게 이용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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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내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은 계
속 증가하여[2] 세계 최고수준인 각각 89.5%, 90.3%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8.6%로 조사되었
다[3]. 과의존 위험군은 청소년이 가장 높았는데 학령별
로는 중학생은 34.3%, 고등학생은 28.7%였으며, 성별로
는 31.9%의 여자가 28.8%의 남자보다 스마트폰 의존에 
더 취약했다[3].

오늘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스마트폰 중
독’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이 되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심
각한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4]. 이러한 우려는 
국회가 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30조에서도 드러난다. 
국가가 현행법으로 중독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
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이 손상을 입는 것’
으로 보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5].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의 영역에 포함되는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함으로써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가상세계를 지향하며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병리적인 상태라고 본다[6]. 하위
영역으로 정보검색중독, 모바일메신저중독, SNS중독, 앱
중독, 모바일게임중독, 모바일성인콘텐츠중독을 포함하
고 있다[7].

‘청소년’이란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영역 
등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사춘기를 포함한 13세에서 18세의 연령대를 말한다[8].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또래관계
망이 활발해질수록 사용이 증가하여 자신도 모르게 스마
트폰에 과의존하게 된다[9]. 청소년기는 부모와 가족으로
부터 분리 및 독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에게 익명
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은 매력적으로 다가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10].

그밖에 청소년들에게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
모나 친구관계와 같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나[11], 친
밀감의 결여[12] 및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다. 이러한 욕
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 속에 빠져
들게 되므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13]. 또 스마트
폰 중독원인이 통제력 상실과 충동조절장애라는 관점에
서 ADHD와 관련성이 있다[14,15]. 정서적으로는 불안, 
우울, 외로움, 분노를 비롯하여 스트레스와 자존감이 낮
거나, 성격적으로는 충동성, 예민함과도 관련이 있다[16].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중독원인과 관련되는 요인들
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 중독결과로 이어져 신체 

및 정신건강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17]. 특히 청소년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이 높은 것
은 SNS를 주요 소통경로로 사용하여 가상세계를 더 많
이 지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8].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금단증상과 내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일
상화되고 있다[10]. 사회적으로 노모포비아(No 
Mobile-Phone Phobia)’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19], 
또래나 가족과의 갈등, 비행,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사회
관계적 문제와 스트레스, 수면장애, 근육통,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팝콘브레인, 거북목 현상, 손목터널증후군 등
의 신체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강박증이나 신경증, 대인
관계장애, 적대감 등과 관련이 있고 집중력과 수행력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력 집중력 저하와[22], 집착, 통제력 
상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23]. 

국내·외에서 스마트폰 중독문제에 대한 연구가 양적연
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왔음에도 여전히 증가
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인 접근 및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
다[24]. 본 연구에서 시도할 질적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와 
달리 연구자 중심이 아닌 오롯이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
서 그들의 경험과정과 본질을 깊이 있고 생생하게 이해
하는 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25].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개입을 위해서 증
상을 일으키는 과정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개입을 할 수 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중독의 원인을 파악하
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Colaizzi의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른 진술에서 주어진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
술하는 것이다.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한 뒤에 중독원
인과 관련한 의미구조에서 파악한 공통점을 통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연구 참
여자의 스마트폰 중독원인과 관련한 경험들을 현상 그대
로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기존 연구를 보
완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개입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본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스마트

폰 중독 청소년들의 중독경험 중에서 중독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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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밝히려는데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원인에 대한 의미
와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2. 연구방법

2.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Phenomenology)은 질적연구 중에서도 하나

의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의 의미
를 기술하는 것이다[26]. 연구과정에서 편견을 배제하고 
사태 자체에 초점을 두며 사실그대로의 현상 곧, 경험의 
본질에 대해 기술해야만 한다. 그 경험과 과정 그리고 판
단의 모든 자료가 과학적이어야 한다[27].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 Colaizzi의 연구방법은 개
인적 삶에 연구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스마트폰 중독 청소
년들의 공통된 중독원인을 밝히는 데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의 중
독원인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Colaizzi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연구 참
여자들을 통해 표현된 의미 있는 진술들(original 
description)에서 구성의미(formulated meaning)가 
도출되고, 구성의미에서 주제(theme) 및 주제군(theme 
cluster)으로 분류하고 범주화(category)한 후에 논의 
할 것이다[28].

2.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 참여자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스마트
폰 중독척도(S척도)에서 고위험자로 확인된  중고등학생
으로 스마트폰 중독경험을 가장 잘 표현하여 문제를 심
층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6명의 내담자로 
한정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표집방법은 중독심리전문가
의 판단에서 전집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의도적 표집법
(Purposive sampling)과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수집
에 적합한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
였다[29].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방법 과정’을 
이수하였고, 학위논문을 비롯한 학술논문을 질적 연구방
법으로 꾸준히 개재해오고 있다. 2006년 이후부터는 한
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및 한국심리학
회 중독심리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여 상담관련기관에서 

약 2천회 이상 중독관련 상담을 해온 경험으로 본 연구
의 사실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연구목적에 따른 모집단 참
여자들의 전형적인 속성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Morse
와 Field[30]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원칙에 따랐다. 구
체적으로는 적절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주제와 가장 좋은 
정보를 지니고 있을 참여자를 의도적 표집으로 참여자들
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독현상에 대해 참여자들
이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만큼 충분하게 표현될 때까지 
면담하여 수집하는 충분성의 원칙에 따랐다. 심층면담
(In-Depth Interviewing)을 할 때에는 연구자의 오염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심리적 경험
에 대해 편견 없이 기술하고자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면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참여한 6명의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배경을 살펴보면, 참여자들 모두 D시에 거주하는 16세
에서 18세의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었다.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은 특성화고 1명, 자사고 1명, 일반고의 재학생
들로 남녀 각각 3명으로 구성되었다. 남자청소년들은 스
마트폰 게임과 동영상을 주로 이용하면서 인터넷 게임중
독과 스마트폰 중독을, 여자청소년들은 주로 SNS나 채팅
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편이었다. 

2.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적 진술들을 통해서 기

술되므로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 먼저 참여자에게 사전
에 서면이나 구두로 자발적인 동의를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받아야 한다[3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후에 모든 면담내용에 대한 녹음과 기록, 
자료의 보관과 폐기, 또 비밀 유지와 익명성을 약속하고 
참여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2.4 자료수집 방법
2.4.1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8

년 12월까지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별 면담 횟수는 
각각 최소 3회에서 6회까지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하였
으며, 1회 면담시간은 2시간 정도로 상담실에서 진행했
다. 연구자는 면담 시에 참여자에게서 표현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잘 관찰하면서 기록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모두 녹음하여 수집했으며 녹취된 자료는 노트에 
전사한 후에 분석과정을 거쳤다. 심층면담에 의해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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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분석하
였다[28].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문헌
을 충분히 사전에 이해하는 등, 철저히 심층면담을 준비
하여 진행하였다. 

2.4.2 반구조화 질문
본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위하여 작성한 스마트폰 중독

원인에 대한 경험을 밝히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원인과 관련된 총9개 항목의 반구
조화 질문지(semi-structured interview)를 작성하였
다. 공동연구자와 상담학박사 3인에게 타당도를 검정한 
후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4.3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
S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표준화한 청소

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로써 일상생활장애나 금
단과 내성을 내용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 42점∼45점의 경우 잠재적 위
험 사용군, 41점 이하는 일반사용자군으로 구분하고 있
다[7].

2.5 자료분석 방법
연구자는 자료분석 과정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 6단계에 따라 연
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28]. 구체적으로 자료분석 과
정을 살펴보면, 1단계는 녹음된 자료들을 반복해서 듣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텍스트를 분
리하였다. 2단계는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들에 주의
를 기울이면서 중독의 원인과 관련되는 의미 있는 단어
나 문장을 추출하였다. 3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
을 통해서 구성의미를 도출하였다. 4단계는 63개로 구성
된 의미를 추상적으로 진술하면서 공통적인 의미로 분류
되는 26개의 주제와 8개의 주제군, 그리고 2개로 범주화
하였다. 5단계는 지금까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출된 주
제와 주제군 별로 연구자의 언어로 중독현상과 관련지어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6단계는 확인한 현상들의 공통
점을 종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고 참여자에게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타당화 하였다. 

2.6 연구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질적연구인 본 연구의 분석 평가기준은 Linclon과 

Guba[32]의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객관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먼저,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
(truth value)를 높이기 위해 S척도를 사용하여 스마트
폰 중독 고위험자군 12명을 선별하였다. 그 중에서 중독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대상 6명을 연구 참여
자로 선정하였다. 면담한 후에는 참여자들에게 필사한 내
용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둘째,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
을 적절히 참여시키고 새로운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지
속적으로 심층면담 하였다. 셋째, 신뢰도에 해당하는 일
관성(consistency) 확보를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질적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학 
박사 3명에게 연구결과를 평가를 받았다. 넷째, 객관성에 
해당하는 중립성(neutrality)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면담 중에 명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재 질문
하며 의미를 확인하는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편견과 선
입견을 배제하려고 괄호치기를 하였다[26].

3. 연구결과

3.1 스마트폰 중독경험 분석결과
스마트폰 중독경험이 있는 6명의 청소년 참여자들의 

중독원인과 그에 수반된 결과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63
개의 구성의미, 26개의 주제, 8개의 주제군과 2개의 범
주가 도출되었다. 아래 Table 1에서는 범주와 주제군과 
주제를 간단히 제시하면서 구성 의미별로 연구 참여자들
이 진술한 의미 있는 문장과 연구자의 기술적 진술을 동
시에 기술할 것이다.

3.2 범주별 결과
3.2.1 중독원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중독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크게 개인심리적 요인, 행동습관적 요인, 사회

관계적 요인, 인터넷 스마트폰 요인으로 4가지의 주제군
으로 나타났다.

3.2.1.1 주제군(1) 개인심리적 요인
스마트폰 중독원인에서 개인심리적 요인으로 참여자

들이 대체로 꿈과 희망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으로는 화나거나 우울하고 불안한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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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ject group Subject

Causes of addiction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

lost dreams and hopes
depressed and anxious
lonely and bored
a desire to have fun

Behavior
habit
factor

habitual and compulsive use
escaping reality in test and
study time
difficulty in time and self
management

Social
relation
factor

difficulty studying and 
school life
stressed to my family
friendship difficulty

Internet
smartphone 
factor

expectations for the latest
smartphones
becoming a charm of
surfing the Internet
proxy Satisfaction in the
Virtual World

Results accom
panied by causes of addiction

Psychological
changes

experienced withdrawal
symptoms
doing more and more
lost interest in everyday life
and become indifferent
getting rid of stress and
having fun

Physical
changes

having insomnia
weaken eyesight
always tired and weak

Interpersonal
changes

getting worse with my
parents
creating a virtual relationship
with smartphone
chatting with Messenger or
SNS

Everyday
life
changes

comprehension and memory
become weak
less study time and less
grades
life is convenient

Table 1. Derived results

외롭고 심심해서 스마트폰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한 감
정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동시에 재
미있게 놀고 싶은 마음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때까지는 경찰이 되는 꿈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자꾸만 성적이 더 떨어지다 보니 
공부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 버렸어요. 이젠 희망이
나 기대 같은 것은 안 하기로 했고, 해도 안 되는 것 때
문에 힘든 것보다 인터넷을 보며 잊는 게 나아요.” (참여
자 1).
“종종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시험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
각이 들면 답답하고 불안해져서 스마트폰을 만지게 돼
요. 재미있는 유튜브나 검색을 하다 보면 금방 잊을 수
가 있어요.” (참여자 2).
“심심하고 할 일이 없다보니까 인터넷을 할 수 밖에 없

잖아요. 대학 갈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지겨워서 항상 손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참여자 6).
“인터넷 말고는 다른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갖고 노는 거예요.” (참여자 5).

3.2.1.2 주제군(2) 행동습관적 요인
스마트폰 중독원인에서 행동습관적 요인은 참여자들

이 대부분 학교 밖에서 스마트폰을 습관적이고 강박적으
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부시간이나 시험기간일수
록 더 현실을 회피했다. 시간과 자기관리 습관이 되지 않
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라도 생기거나 틈만 
만나면 스마트폰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시간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해요. 엄마가 화를 내야만 그만
두게 돼요. 불안해서 엄마가 안 보는 데서 또 하게 돼
요.” (참여자 3).   
“시험공부 시간일수록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더 해요. 지
난 중간고사 때에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 있어요. 오히려 시험 스트레스로 마
음이 통제가 안돼서 스마트폰을 더 해요.” (참여자 4).
“학교에서 돌아와서 뭘 할지 몰라서 시간 가는 대로 스
마트폰 하게 돼요. 사실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 4).

3.2.1.3 주제군(3) 사회관계적 요인
스마트폰 중독원인에서 사회관계적 요인은 학교생활

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과 친구관계가 힘들게 된 것이 스마트폰에 더 집착하게 
된 이유가 된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과 게임을 반복하다
가 학교에서는 졸음으로 공부와 학교생활이 더 어려워지
게 되었다. 선생님과 친구관계도 힘들어지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공부에 대해 자신도 없고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니 학교 
생활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돼요. 스마트폰을 더 만
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
요. 밖에 나가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카톡을 하
면서 마음을 달래요. 다시 집에 들어가서는 유튜브 보면
서 잠들어요.” (참여자 3).
“저도 스마트폰에 너무 집착하는 줄 아는데요. 작년에 
단짝친구와 오해가 생겨서 한 번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2학기 내내 그 친구와 주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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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어요. 그 후로 스마트폰에 더 집착해요.” (참여자 
3).

3.2.1.4 주제군(4) 인터넷·스마트폰 요인
스마트폰 중독원인에서 사회관계적 요인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중독대상과 관련된 요인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최신 스마트폰의 첨단기능에 대해 매
력과 자부심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공간적인 제약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며 원하는 기능과 정보를 누리고 가상
세계를 더 지향하면서 현실적 욕구를 대리만족하고 있었
다.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놀이기구이자 심심풀이 같은 
존재예요. 친구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단톡으
로 필요한 정보도 받고, 모르는 단어를 바로 검색할 수
도 있고, 동영상, 음악, 만화, 앱, SNS 등,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잖아요.” (참여자 
2). 
“인터넷 서핑을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속에서 소설과 만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하고 못 하는 것이 없잖아요.” (참여자 3).
“스마트폰이 나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폰 꾸미기도 하고 케이스도 여러 가지로 바꾸어 사용도 
해요. 그보다 게임을 하거나 보면서 그 게임의 주인공이 
나 자신과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여자 4). 

3.2.2 중독원인에 수반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중독원인에 수반된 결

과는 심리적 변화, 신체적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일상생
활의 변화 등 4개의 주제군으로 나타났다.

3.2.2.1 주제군(5) 심리적 변화
스마트폰 중독결과에서 심리적 변화는 일반적인 중독

현상과 같이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과 내성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
유이기도 하다. 우울감과 무기력 그리고 불안초조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 스마트폰 외에는 일상
적 생활의 흥미와 관심이 없어진 반면에 스트레스 해소
와 재미 수단이라고도 보았다.

“어른들처럼 다니면서 술·담배를 할 수도 없으니 재미있
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스마트폰 밖에 없었어요. 안하
면 불안초조해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참여자 3).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생각할수록 골치만 

아프고 답도 없지만, 게임을 하면 재미있고 시간도 잘 
가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점점 더 늘어가
요.”  (참여자 5).
“학교도 공부도 지겨운 일이지만, 이것을 하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다른 일은 관심도 없어요.” (참여자 5).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푸는 데는 이만한 게 없으니까요.” (참여자 3).

3.2.2.2 주제군(6) 신체적 변화
스마트폰 중독결과에서 신체적 변화는 참여자들 대부

분이 밤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하였다. 그러면서 수면
장애 상태가 되어 대체로 활동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시
력과 체력이 저하되는 신체증상도 호소하였다. 

“매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지각이나 결석하
는 날이 많아졌어요. 학교에서도 매일 졸아요. 친구들이 
다크서클이 있다고 해요. 밤에 잠이 안와요.” (참여자 6)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서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아파
서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참여자 2).
“학교에서는 늘 피곤해서 잠만 자게 돼요. 체육시간에도 
달리기 하면 숨이 치고 지치는 것을 보면 이전보다 체력
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참여자 6)

3.2.2.3 주제군(7) 대인관계의 변화
스마트폰 중독결과에서 대인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부모와 갈등하면서 가족관
계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카톡이나 SNS 등 
주로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는 등, 가상적 관계를 지향
하고 있었다. 

“저에게 늘 공부만 강요하고 스마트폰을 못 하게 잔소리
만 늘어놓는 엄마에 대한 오기로 더 해요.” (참여자 1).
“요즘은 친구들 세계에서 스마트폰 없이는 왕따 당해요. 
단톡이나 밴드를 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답장을 안 해 주면 친구들이 자기 카톡을 씹
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답장해 주려고 
해요. 메신저와 SNS로 하는 관계나 대화가 더 편해요.” 
(참여자 2). 
“친구들과 수시로 카톡을 하는 편이에요. 계속 친구들의 
카톡이 올 것 같고, 없으면 불안해서 계속 옆에 두고 있
어야 해요.” (참여자 2).

3.2.2.4 주제군(8) 일상생활의 변화
스마트폰 중독결과에서 일상생활의 변화는 중고등학

교 재학생인 참여자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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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시간을 빼앗기면서 산만해지고 글에 대한 이해와 기
억력이 떨어져 성적이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일
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호기심을 채우고 스
마트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지난번에 국어시험을 쳤는데 머리가 나빠졌는지 지문
을 반복해서 읽어도 기억도 이해도 안 되고 글을 건너뛰
면서 읽어요. 혹시 이게 난독증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참여자 2).
“엄마는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시간이 빼앗기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잔소리해요. 근데,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마음먹을수록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참여자 
2).
“저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
어요. 거의 갖고 다니는 만능비서 같아요. 궁금증, 호기
심 다 해결해 주거든요.”(참여자 2).

4. 논의

이상과 같이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얻은 중독의 원인에 
대한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원인은 
개인심리적 요인으로 ‘꿈과 희망을 상실함’, ‘우울하고 불
안함’, ‘외롭고 심심함’, ‘재미있게 놀고 싶은 욕구’로 나타
났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꿈과 희망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에서 탈출하려는 동기와, 재미있고 
즐거움을 갈망하며 즐길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집착하였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특징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33]과 관련 있고, 사람의 행동을 선
택하는 동기가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피하고 즐거움을 
갈망하는 쾌락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
이다[34]. 또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중독적 경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35]. 

둘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원인은 
행동습관적 요인으로 ‘습관적이고 강박적인 사용’, ‘시험
과 공부시간에 현실을 도피함’, ‘시간과 자기관리가 어려
움’으로 인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을 상실한 학
교생활에서 학습동기 상실과 성적저하와 같은 경험을 반
복하면서 강박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시간관리
에도 번번이 실패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부정적 정서도 
경험하였다. 이를 해소하려는 동기에서 현실을 도피하면
서 일상의 다른 활동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폰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키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35].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
어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긍정적인 행동습관을 
갖게 도와준다면 스마트폰으로 현실도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원인은 
사회관계적 요인으로 ‘공부와 학교생활이 어려움’,  ‘가족
들에게 스트레스 받음’, ‘친구관계가 어려움’으로 나타났
다.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고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학교생활과 부모
나 교사 친구로부터의 어려움과 갈등이 많을수록 스마트
폰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11,19]. 그밖에 대인관계에서 인정받거나 과시하고 싶은 
수단과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적 욕구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9]. 그런데 많은 교사와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
나친 통제와 간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오
히려 중독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이를 해
소하려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
이 되었다. 따라서 교사·가족·친구 등 사회적 지지와[33]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사랑을 주고받는 원만한 관계
적 욕구 충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원인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요인으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기
대’, ‘인터넷 서핑의 매력에 빠짐’, ‘가상세계에서 대리만
족함’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독의 원인 중에서 중독대
상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인터넷 자체가 갖는 속성이 중
독으로 나가게 한다[36]. 또한 청소년의 시기에는 스마트
폰을 수단으로 현실세계보다 가상세계에 대한 관계지향
성이 강하고 만족감도 높다[1]. 그러므로 현실세계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주므로 가상세계에서의 
대리만족이나 동일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원인에 
수반된 결과는 심리적 변화에서 ‘금단증상을 경험함’, ‘갈
수록 더 많이 하게 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무관심
해짐’,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가 있음’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중독이 점차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약물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견
디지 못하는 금단증상과 사용시간이 점점 증가하여 갈수
록 더 많이 하게 만드는 내성증상 그리고 현실생활의 어
려움 등으로 가상세계를 더 지향하게 되는 상태이기 때
문이다[1,11,19].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확인
하였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가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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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려움을 겪을 때[3],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를 풀려
고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도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
소하지 못하거나 결국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반복하는 
요인이 된다[22,37].

여섯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원인에 
수반된 결과는 신체적 변화로 ‘불면증이 생김’, ‘시력이 
떨어짐’, ‘늘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짐’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폰의 중독결과는 청소년들에게서 더욱 심각하여 신체
건강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17,22].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근육
통, 거북목, 시력저하 손목 터널증후군을 비롯하여 불면
증과 만성피로와 체력저하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통한 대안활동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일곱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원인에 
수반된 결과는 대인관계의 변화로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
짐’, ‘스마트폰으로 가상적 관계를 만듦’, ‘메신저나 SNS
로 대화함’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부모 등, 대인관계
의 어려움이 중독원인으로 작용하여 탈출구로써 스마트
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상황이 반복되는 결과로 나
타났다[38]. 또 현실 친구관계를 스마트폰의 온라인 관계
로 연결하거나 점점 메신저나 SNS로 대화하는 가상세계
를 지향하는 온라인 친구관계가 더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오프라인의 현실생활에서 부모와 친구관계 등의 대인관
계가 보다 원만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독원인에 
수반된 결과는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해력과 기억력이 떨
어짐’, ‘공부시간이 줄어들고 성적이 떨어짐’, ‘생활이 편
리해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2017년 스
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
상생활이 편리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의 편리한 
수단이 되는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학업중인 청
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한 날의 학업 성취수
준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6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3].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학업에서 가장 큰 스
트레스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일
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외에도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
는 취미생활을 갖도록 하므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기술하였듯이 선행연구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각 중독요인이 본 경험연구에서도 대체로 일

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도 중독원인을 찾아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 수반된 중독결과로 
인한 폐해를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입장
으로 그들의 언어로 중독현상을 살펴본 것은 중독문제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중독원인이 되는 4개의 주제군은 전
형적인 중독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성과 금단증상 그
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가상세계를 갈망하
는 현상’ 등의 중독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기존의 중독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독 요인에 따른 적절한 
상담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중독원
인에 수반된 결과로 다시 악순환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중독원인 
파악이 치료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될 것이다. 원인에 따
른 개별적인 치료접근이 중독의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상학적 연
구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 청소
년들의 중독원인에 따른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파악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스마트폰 중독원인의 분석
결과는 63개의 구성의미, 26개의 주제, 8개의 주제군과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범주1의 중독원
인은 ‘개인심리적 요인’, ‘행동습관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인터넷 스마트폰 요인’으로 나타났다. 범주2의 중
독원인에 수반된 결과는 ‘심리적 변화’, ‘신체적 변화’, ‘대
인관계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상과 같이 본 연구의 현상학적 접근은 참여자의 시각에
서 중독의 원인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드러냈다. 본 결과
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
여서 효과적인 치료개입에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향후 질적연구를 통하여 양적연구를 보완하고 참여자들
의 경험의 본질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대상을 세부
적인 요인으로 좁혀 진행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독연구를 알코올, 도박 
등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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