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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11개 변수

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딥러닝 기반 스마트폰 과의존 분류 분석 모델을 개발하

고자 시행되었다. 학습데이터셋은 전국 10,000개 가구내 만 3∼69세 스마트폰 이용자 25,465명의 스마트폰 

이용 형태 및 개인적 특성에 관한 데이터이다. 딥러닝은 심층신경망(DNN)을 설계하였으며, 은닉층(hidden 

layer)은 4개층으로 구성하였다. 입력한 데이터는 각각 200개 , 150개, 100개, 50개, 2개 노드를 거치면서 

최종 출력 정보인 스마트폰 과의존 분류율로 나타나는 모델이다. 이때 스마트폰 과의존 분류률을 높이기 위

해 학습률(learning rate)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세부조정하면서 가장 잘 학습하는 값을 찾아내

었다. 연구결과, 학습횟수가 300번으로 학습율(learning.rate)이 0.01일때 훈련데이터에서 97.43%, 검증데이

터에서 98.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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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의 수집과 

가공이 자동화되면서 인공지능 구현이 가시화 되었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의 신경망(다층 퍼셉트론)모델과 학습 알고리즘 연구로 인해 

분류 정확도가 상승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조사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23.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만연하고 있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자기 

인식이 미흡하여 예방적 대응이 소홀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다른 중독과 달리 실체나 결과가 모호해 보이지만 

뇌실질 조직을 파괴하여 뇌의 조절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정신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기초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진단할 수 있는 딥러닝에

서 학습률의 정도에 따라 분류율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본 연구 모델은 Fig 1. 과 같다. 입력층에 사용한 변수는 스마트폰 

이용 형태 4문항(커뮤니케이션형, 여가추구형, 정보검색형, 생활서비

스형) 및 개인적 특성변수 7문항(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디지털 

사용역량, 대인관계, 스마트폰 이용시간 인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개인평가, 연령, 생활 만족도 점수)을 사용했다. 은닉층은 4층이며 

각각 200개 , 150개, 100개, 50개, 2개 노드를 거치면서 최종 출력 

정보인 스마트폰 과의존을 분류하는 모델이다. 각 노드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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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는 ReLU(rectified linear uni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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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 Data Collection & Anaysis

2.1 Data Collection

학습 데이터셋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한 2018년 스

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전국 10,000개 가구내 만 3∼69

세 스마트폰 이용자 25,465명의 스마트폰 이용 형태 및 개인적 특성에 

관한 데이터이다.

2.2 Data Analasis

수집된 자료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R 통계 패키지(ver. 3.6.2)를 

사용하였다. 이때 스마트폰 과의존 분류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률

(learning rate)을 각각 0.1, 0.01, 0.001로 적용하여 분류율을 찾았다. 

또한 각각이 학습율에 따라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III. Result

1. Source Code

본 논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전체 소스 코드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심층신경망의 은닉층별 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은닉층별 

모형에 따른 훈련용 데이터(train data)와 검정용 데이터(test data)로 

나누었다. 각각의 은닉층별 모형에 따른 훈련용 데이터와 검정용 

데이터의 분석모델의 조건은 optimizer = sgd, array.batch.size = 

100, num.round = 300 등으로 설정하고, 학습률은 각각 0.1, 0.01, 

0.001으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 Taining Data Model

mx.set.seed(123)

device <- mx.cpu()  

device

model <- mx.model.FeedForward.create(softmax, 

optimizer = "sgd",array.batch.size=100, num.round = 

300, learning.rate=0.1,0.01,0.001, X=train_feature, 

y=trainLabels, ctx=device, eval.metric = mx.metric. 

accuracy,epoch.end.callback=mx.callback.log.train.m

etric(100))

# First Layer

library(mxnet)

require(mxnet)

my_input <- mx.symbol.Variable('data')

my_input

mx.symbol.Variable('data')

fc1 <- mx.symbol.FullyConnected(data=my_input, 

num.hidden = 200, name='fc1') # 가중치와 결합하는 

단계, 뉴런수 200

fc1

relu1 <- mx.symbol.Activation(data=fc1, 

act.type='relu', name='relu1')

relu1

# Second ∼Fouth Layer

fc2 <- mx.symbol.FullyConnected(data=relu1, 

num.hidden = 150,100,50, name='fc2')

relu2 <- mx.symbol.Activation(data=fc2, 

act.type='relu', name='relu2')

fc2

relu2

# Out Layer

softmax <- mx.symbol.SoftmaxOutput(data=fc4, 

name='sm')

softmax

# testing Data Model

predict_probs <- predict(model, test_feature, 

array.layout = "rowmajor") 

predicted_labels <- max.col(t(predict_probs))-1

predicted_labels

table(testLabels, predicted_labels)

sum(diag(table(testLabels, 

predicted_labels)))/length(predicted_labels)

Table 1. Source Code

2. Comparison of Learning Rate

학습 횟수(learning time) 300회에 따라 최적의 학습율(learning 

rate)을 찾기 위해 학습이 잘 되는 값을 범위를 관찰한 후 학습률을 

0.1, 0.01, 0.001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과적합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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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학습률을 0.01로 설정하였을 때 훈련데이터에서 

97.43%, 검증데이터에서 98.06% 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를 가장 높게 

분류하였다. 또한 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의 차이가 0.63%로 나타

나 과적합이 발생되지 않았다.

Learning 

Rate

Accuracy(%)

Train(A) Test(B) A-B

0.1 90.32% 89.89% 0.43%

0.01 97.43% 98.06% 0.63%

0.001 87.93% 87.47% 0.46%

Table 2. Comparison of Learning Rate at 300 Learning 

Times

3. Visualization of Learning Rate 

학습률에 따른 학습 분류률은 Fig 2와 같이 시각화로 표현될 수 

있다.

100%

95%

85%

90%

C
la

ss
if
ic

at
io

n
 R

at
es 95%

100 300200

Learning Times

Learning Rate 0.01

Learning Rate 0.01

Learning Rate 0.001

Fig. 2. Visualization of Learning Rate

시각화에 사용된 코드는 Table 2와 같다. 

# Code of Visualization in training 

ggplot(relu300, aes(x=학습율, y=학습분류율)) + 

geom_line(aes(x=학습율, y=LR0.1), linetype="solid", 

size=1) + geom_line(aes(x=학습율, y=LR0.01), 

linetype="longdash", colour="red", size=1) + ylim(85, 

100) + geom_line(aes(x=학습율, y=LR0.001), 

linetype="dashed", colour="blue", size=1)

Table 2. Code of Visualization 

IV. Conclusions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의 근본 문제는 

스마트폰 과의존 여부에 대한대해확한 진단이 미흡하여 자가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팀은 오픈 소스인 R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스마트 과의존

을 97.43% 진단할 수 있는 심층신경망 모델을 설계하여 정확성이 

높은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률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핵심 요인이며, 학습률 0.01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파라미터로 확인되었다. 

향후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다면 개인이 보다 더 쉽게 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폰 

과의존 앱(application)이 개발되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여 맞춤형 스마트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