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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실증 으로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들의 건 한 스마트폰 사용 방안을 제시하기 해 실시하 다. 조사는 서울시 10개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는 339명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독이 높을

수록 사회성 발달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스마트폰 독의 하 역  일상생활장애, 

가성세계지향성, 내성이 사회성 발달에 부 으로 향을 미쳤다. 특징 인 것은 스마트폰사용시간은 사회

성 발달에 정 으로 향을 미쳤다는 이다. 이러한 은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을 해서 무조건 인 스

마트폰 사용의 양  제지 보다는 독 인 사용을 하지 않고 건 한 사용을 유도하는 질 차원의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을 통해 스마트폰 독 방의 정책 , 실천  논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 중심어 :∣스마트폰 중독∣사회성∣청소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youth's sociality development 

empirically by questionnaire survey. To conduct this study, 339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Smart-phone addi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ity development in negative way. Specifically, sub-domain of 

smart-phone addiction(disturbance of adaptive, virtual life orientation, tolerance) affect on 

sociality development in negative. Interesting, Smart-phone using time affect on sociality 

development in positiv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research, practice and future 

directions were also discussed.

■ keyword :∣Smart-phone Addiction∣Sociality Development∣Yout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디지털 자기기의 발 에 따라 ‘한

손의 인터넷[6]’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의 사용과 보 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 가구의 42.9%가 스마트기기를 1  이

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비 9배 증가

하 다[8]. 한 2009년 55만 명에 달하는 스마트폰 가

입자는 2010년 721만 명, 2011년 2,258만 명, 2012년 9월 

기  3,087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어 불과 3년 사

이에 56배 이상 늘어나 앞으로도 이용인구는 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8][20].

스마트폰은 휴 화에 인터넷 속 등의 데이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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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을 결합시켜 휴 화의 기능과 PC 컴퓨터 기능

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단말기이다[32]. 때문

에 스마트폰은 휴 화 통화, TV 시청, 카메라, 게임,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등이 어디에서나 가능할 뿐만 아

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원하는 애 리 이션

을 통재 생활상의 많은 편리함과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

결에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37].  사람들 사이의 의

사소통방식 변화, 유비쿼터스를 통한 시공간의 극복, 사

회경제문화의 다양한 패러다임 환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반에 걸쳐 명 인 변화를 가져왔다[27].

그러나 스마트폰의 진화와 보 이 순기능만을 가지

는 것은 아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PC와 달리 하루 종일 

어디든지 소지할 수 있는 휴 성을 기반으로 장소에 상

없이 인터넷의 사용과 근이 가능하므로 조 씩 오

랜 기간에 걸쳐 사용이 가능하다는 에서 독  사용 

가능성이 인터넷 독에 비해 더 높다[43]. 이는 스마트

폰 이용자의 8.4%가 스마트폰 독으로 인터넷 독률 

7.7%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한 기존의 사회  문

제 던 인터넷 독과 휴 화 독의 문제들이 모바

일로 체되어 나타나며 스마트폰 독의 심화로 이어

지는 양상을 보인다[34].

특히 스마트폰 독과 그 부작용은 성인에 비해 상

으로 자아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나

타날 수 있다[5][19]. 실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률도 

2010년도 5.9%에서 2011년 40%로 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9]. 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률 역시 

11.4%로 성인의 독률 7.9%와 비교해도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8]. 때문에 최근 교육 련 시민단체들은 

스마트폰의 오남용문제를 막기 해 입법청원을 제기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

의 ㆍ ㆍ고에 스마트폰 독 치유에 한 생활지도 

안내서를 배포하고, 경기도청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극 으로 처하고 해

결해야 할 시 하고 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반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과 련된 연구들

은 아직 보 인 수 이며, 이마 도 주로 청소년의 

신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력을 심으로 제시되

고 있다[16][34][37]. 때문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한 다차원 인 실천  정책  안 제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심리사회  

에 을 두고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향

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

은 스마트폰을 손에 달고 살며 온라인상에서 SNS 등을 

통해 친구들과 의사소통과 계형성을 하는 것이 일상

화되어 있다[7].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

년들은 스마트폰의 기능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이

를 반증하고 있다[5][27]. 한 일부 청소년들은 직  

만나서 화하는 것 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을 

더 편하게 여기는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인 계의 상호

작용은 이미 청소년 문화에 있어 요 요소로 자리 잡

고 있다[26]. 따라서 인터넷  휴 화 독에서처럼 

스마트폰 독은 청소년기 요한 발달과업  하나인 

사회성의 형성과 발달을 한 청소년들의 직간 인 

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사회성 발달

을 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독이 사회성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검증함

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성을 유지 발 하면서도, 건

한 스마트폰사용을 유도하기 한 실천  안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독이란 일반 으로 스마트폰에 지나지게 

몰입하여 이용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

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9][26][30].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된 스마트폰 독에 한 개념 정의는 제시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때문에 련된 선행연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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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탓이다. 스마트폰이란 손안의 PC라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 인터넷과 휴 화를 결합한 지능형 단말기

를 의미한다[1][23].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독의 개념을 설명하기 해 인터넷 독의 개념에 스마

트폰을 입하여 정의하거나, 스마트폰을 휴 폰의 진

화된 형태라고 보는 에서 휴 화 독으로 정의

하고 개념을 구성하여 두 가지 매체로부터 도출된 독

의 개념을 종합하여 사용해왔다[9][19][23][26][30].

그러나 스마트폰 독은 그 특성상 휴 화 독  

인터넷 독과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인터넷 독과 달리 스마트폰 독은 가상공간

에서의 인 계만을 편하게 생각하기보다 실세계의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계 맺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  인터넷 독에서처럼 실도피 인 차원

에서 이용하기보다 오히려 자기과시나 주변에서 인정

받기 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26][27]. 

한편 스마트폰 독은 휴 화 독과도 구분된 특

성을 가진다. 즉, 스마트폰은 휴 화와 달리 인터넷 

기능과 어 리 이션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기능에 기

반을 둔 오락 , 실용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은 휴 화 독과 달리 이용주체의 더 

많은 능동성과 개입활동성이 게임, 채 , 음란물 독 등 

컨텐츠별로 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

다[27].

이러한 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독의 개념을 4가

지 차원 즉,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내성, 단

으로 제시하고 있다[27].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내성’은 

이 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

다. ‘ 단’은 사용이 단되거나 감소하면 조와 불안 

는 강박  증상을 의미한다. 한 ‘일상생활장애’는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

우를 의미하며, ‘가상세계지향성’은 실에서 보다 가상

공간에서 인 계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성
사회성은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서 한 사

회생활을 하기 해 필요한 기  특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사회의 응정도를 말한다[3][11], 한 개인

이 다양한 사람과 사귈 수 있는 능력 즉 정 인 인

계형성을 의미한다[28][29]. 따라서 사회성이 높은 사

람은 학 이나 집단과 같은 주 환경에 잘 응하므로 

사회활동, 집단 활동을 즐기며, 친구가 많고, 동 이

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고 충돌이 다. 

한 새로운 환경에 했을 때에도 잘 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1][35]. 이러한 에서 사회성은 다른 사

람들과 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즉 의사소통능력을 

기반한 사교성, 개인의 사회  응이나 계에 한 

타인의 평가에 한 자신감 정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편안하게 계를 형성하는 정도인 인 계 이 3가지

의 개념으로 구성된다[14]. 

이러한 사회성은 타인과의 직 인 인간 계를 통

해서 표 되고 발달하는데, 특히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한 건강한 심과 찰을 통해 발달하기 마련이다

[14]. 따라서 선천 으로 형성되기보다 후천 인 교육

에 의한 경험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본다[3][10][15][35]. 

때문에 사회성은 성인기보다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형성되어야할 요한 발달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다[25]. 특히 청소년기는 성인기로의 넘어가는 요

한 시기이며, 가정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에 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하는 시기라는 에서 이 

시기 사회성의 확립은 다양한 사회 환경에 한 행동

을 수행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원만한 계형성에 도

움을 다. 청소년기 사회성의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반사회  행동  학업상의 문제를 

래할 뿐만 아니라 역할혼미, 아노미  사회부 응상태

에도 빠뜨릴 수 있게 된다[25][18]. 따라서 청소년기에

는 충분한 직  면  인 계와 상호작용이 무엇

보다 요하다.

3. 스마트폰 중독과 사회성의 관계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

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독

률 역시 휴 화  인터넷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7]. 때문에 인터넷  휴 화 독의 문제

가 스마트폰 독으로 결합되어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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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사소통이 하나의 청소년 문

화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스마트폰의 SNS와 같은 커

뮤니 이션 기능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26]. 그러나 스마트폰

의 독  사용은 청소년기 요한 발달과업  하나인 

사회성의 형성과 발달을 한 청소년들의 직간 인 

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에서 청

소년의 사회성 발달 에 부정 인 향력을 미칠 가능성

이 크다[5][7][27][26].

많은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독은 지속 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계 형성 활동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실

세계에서 사회  계를 축소 는 단 시킴에 따라 

인 계 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 해

왔다[4][12][13][15][18][22][24][38-42].  휴 화

독정도가 높은 경우 타인과 부정 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고립 인 유형의 인 계를 갖출 수 있음을 지

하고 있어[17][33]. 인터넷  휴 화 독이 바람

직한 사회성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한 이나 스마트폰 독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스마트폰 독정도가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

에 비해 낮은 인 계  사회성 발달이 나타났다

[32][34][29].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  휴 화 

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독 역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만 이들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련 

연구의 수가 다소 제한 이며, 이에 반해 연구 상은 

다양하여 청소년에 일반화하여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

다. 한 연구가설 검증을 해 주로 평균비교나 상

계수 의 분석방법을 활용함에 따라 변수들 간의 

계를 인과 으로 해석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스

마트폰 독이 미치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정확하게 악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방하

기 한 실천  함의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을수록 사회성의 발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앞선 이론  논의를 통해 구성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스

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이

를 해 군집표본추출을 실시하여 무작 로 서울시 내 

5개 구를 선정하고 이들 구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구별 

2개교씩 무작 추출하여 10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

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임의표

본추출을 통해 조사원이 자기기입식설문지를 바탕으로 

직  조사하여 수거하 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설문 응답지

를 제외한 339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3. 측정도구
1.1 스마트폰 중독척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정도를 측정하기 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독 척도를 사용하 다. 스마트폰 독척도는 ‘일상생

활장애’, ‘가상세계경험지향성’, ‘내성’, ‘ 단’ 총 4개의 

하 역이 구성되어있다. 총 15문항이며 Likert식 4  

척도를 활용하 다. 신뢰도 계수는 .865로 나타났다.

1.2 사회성척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성 측정은 서 연·황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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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이 개발한 사회  성숙도 척도(Social Maturity 

Test)를 참고하여 조성연(1996), 이순덕(2004)이 재구

성한 사회성 척도를 사용하 다[29]. 사회성 척도의 하

 요인은 ‘ 인 계’, ‘자신감’, ‘사교성’으로 크게 3가지

로 총 19문항으로 되어있으며 Likert식 4  척도를 사

용하 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9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패키지를 활

용하여 Coding  Data cleaning 작업을 실시 한 후 검

증을 실시하 다. 우선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스마

트폰사용실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한 스마트폰 독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향

력을 상 계  다 회귀분석으로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일반적 사항 빈도분석 (N=399)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20 35.4
여자 219 64.6

나이

16세 109 32.2
17세 138 40.7
18세 90 26.5
19세 2 6.0

학년
1학년 95 28.0
2학년 137 40.4
3학년 107 31.6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

30분미만 22 6.5
30분∼1시간미만 33 9.7
1시간∼2시간미만 75 22.1
2시간∼3시간미만 99 29.2
3시간∼5시간미만 56 16.5

5시간이상 54 15.9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219명(64.6%), 남학생 120명(35.4%)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경우 17세가 138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16세 109명(32.2%), 18세 90명(26.5%), 19세 2

명(6.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2학년이 137명(40.4%), 3학년 107명

(31.6%), 1학년 95명(2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3시간 정도 이용한다가 

99명(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시간이 75명

(22.1%), 3～5시간이 56명(16.5%), 5시간 이상도 54명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 기술통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독 수   사회성의 기술통

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수 은 평균 1.98 (표 편차=.45)으로 나타났다. 

하 역에 따라 살펴보면, 내성이 2.37 (표 편차

=58), 일상생활장애가 2.25 (표 편차=.54), 단이 

2.05 (표 편차=.58), 가상세계경험지향성이 1.75 (표

편차=.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사회성의 

경우 평균 2.63 (표 편차=.31)으로 나타났다. 하

역별로 살펴보면, 사교성이 2.94 (표 편차=.52), 인

계가 2.54 (표 편차=.48), 자신감은 2.42 (표 편

차=.52)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인 하 변인 평균 표 편차

스마트폰
중독

일상생활장애 2.25 .54
가상세계경험지향성 1.75 .68

금단 2.05 .58
내성 2.37 .58
전체 1.98 .45

사회성

대인관계 2.54 .48
자신감 2.42 .52
사교성 2.94 .52
전체 2.63 .31

3. 상관관계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정도와 사회성간의 연 성에 

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스마트폰 독의 하

역들은 사회성의 하 역  인 계와는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사교성과는  

역에서 부 으로 상 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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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변수 상관관계
사회성

인 계 자신감 사교성

스마
트폰
중독

일상생활장애 .072 -.273*** -.194***
가상세계경험 -.021 -.168** -.377***

금단 -.033 -.155** -.273***
내성 .037 -.27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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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1.1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상 계 분석결과 

상 계수가 .65을 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tolerance)

는 1미만, 분산팽창계수(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독립

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이 사회성 체에 미치는 향력은 [표 4]

와 같다.

표 4.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 사회성

독립변수 B β t

(상수) 3.550 6.685***

일반
사항

성별(남성=1) -.002 -.002 -.043
나이 -.040 -.102 -1.174
학년 .026 .064 .745

스마트폰사용시간 .045 .205 3.648***

스마트폰
독

일상생활장애 -.045 -.079 -1.066
가상세계경험지향 -.103 -.222 -3.132**

단 -.035 -.065 -.908
내성 -.047 -.086 -1.259

R
2 .137

Adjusted R2 .116
F 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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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으로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합하며(F=6.565, 

p<.001), 모델의 설명력은 13.7%로 나타났다. 일반  

사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정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648, p<.001). 즉 스마트폰사용시간이 높을수록 사

회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 독

의 하 변수  가상세계경험지향이 부 으로 유의미

하게 사회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132, p<.01). 즉, 실에서 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세계에서 주변사람들과 계를 맺는 것이 더 즐겁

고 편안하게 인식할수록 사회성 발달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1.2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이 사회성의 각 하 역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의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 사회성

인 계 자신감 사교성

B B B

(상수) 2.326** 3.741*** 4.822***

일반
사항

성별 -.004 .094 -.092
나이 .003 -.041 -.095
학년 .000 -.017 .098

스마트폰사용시간 .054** .027 .056**

스마트폰 
독

일상생활장애 .079 -.173* -.060
가상세계경험지향 -.029 -.048 -.241***

단 -.070 .037 -.068
내성 -.015 -.142* .016

R
2 .034 .114 .183

Adjusted R
2 .011 .093 .163

F 1.463 5.313*** 9.251***
*p<.05, **p<.01, ***p<.001

첫째, 스마트폰 독이 인 계에 미치는 향력의 

회귀모델은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

로 스마트폰사용시간이 인 계에 정 으로 유의미하

게 향을 미쳤다(t=2.651, p<.01). 즉 스마트폰사용시

간이 높을수록 인 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독이 자신감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모델은 합하 고, 설명력은 11.4%이다(F=5.313, 

p<.001). 구체 으로, 스마트폰 독의 하 변수  일

상생활장애(t=-2.395, p<.05)와 내성(t=-2.268, p<.05)이 

각각 부 으로 자신감에 향을 미쳤다. 즉,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생활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높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4214

아질수록,  스마트폰을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용

하게 되어 나 에 더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이 어들수

록, 계에 한 타인의 평가나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독이 사교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모델은 합하며, 설명력은 18.3%로 나타났다

(F=9.251, p<.001). 구체 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사

용시간이 높아질수록 의사소통과 같은 사교성이 높아

지며(t=2.821, p<.01), 한 주변사람들과 가상세계에서 

계형성을 지향할수록 사교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t=-4.573, p<.001).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이 사회성에 미치

는 향력을 실증 으로 규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

한 스마트폰 사용을 증진하고 스마트폰 독 방을 

한 실천 ,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해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사회성 발달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

소년들이 스마트폰 기능  SNS나 메신 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사용함에 따라 오 라인 상에서 부족

한 인 계와 사회  지지를 온라인을 통해 보완 으

로 습득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지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1][36].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은 사회성 발달에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스

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장애  내성의 증가는 

인 계에 한 자신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가

상세계지향성의 증가는 사회성 체  사교성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의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성 발달수

이 낮았다는 조수진(2012)의 연구와, 학생들의 스마

트폰 독수 이 높을수록 인 계 수 이 낮아진다는 

최 석․이 정․하정철(2012), 황경혜․유양숙․조옥

희(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스마트폰 사용시간

의 증가가 꼭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 이지는 않

다는 을 보여 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스마트폰 기능 

 주로 SNS와 메신 를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한다

[29][26].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사회성의 

단 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인간 계를 보완 

는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36]. 따라서 인 사용시간의 증가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 인 역할을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독 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에 문제가 발생

되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한 강박성을 가지거나 심각

하게 매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실  

인 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사회성 발

달을 해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29].

결국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의 사용은 주변 사

람들과의 의사소통과 계형성 등 사회성을 증진하는 

하나의 보완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독  

차원에서의 사용은 오히려 이를 해하는 수단으로 작

용을 할 수 있다는 을 보여 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스마트폰의 독은 구분해서 근할 필요가 있

으며,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해서 인 스마트

폰 사용 시간에 한 양  차원에서의 리보다 청소년

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스스로의 통제력, 는 우울 

등 부정  정서를 회피할 목 으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래하지는 않

는지, 스마트폰 사용에 한 강박  증상을 보이는지 

등에 한 질  차원에서의 리와 교육이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 , 정

책  함의를 제시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무조건 부정 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청소년의 스

마트폰사용 특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건 한 사용은 

인 계나 사교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스마트폰을 독 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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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감 하나 사교성과 같은 반 인 사회성 발

달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스마트폰에 독되어 

오남용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한 방이 

요하다[37][38]. 

이를 해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건 한 스마트폰 사

용에 한 교육과 지원 모듈을 개발하여 보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10월부터 교육과

학기술부와 경기도청 등은 ․ ․고교의 교사들을 

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한 교육자료 배포하는 등

의 노력은 매우 고무 이라 할 수 있다[44-46]. 다만 스

마트폰은 휴 화나 인터넷에 비해 개별  사용이 가

능하여 부모나 교사의 통제와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에서 청소년기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기 한 로그

램의 도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 한국정보

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독 자가

진단 척도를 통해 정기 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청

소년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독성향을 리하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독 자가진단 척

도의 경우 독 수 에 따라 고 험군, 잠재  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에서 독의 

방과 치료에 있어 기  기 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계형성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29]. 따라서 청소년기 사회

성 발달을 증진시키기 한 노력은 온오 라인 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사회성 발달의 기

라고 할 수 있는 정 인 자아형성을 한 단계  

로그램과 청소년들의 인 계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을 향상시켜주기 한 다양한 로그램이 오 라인

에서 이루어져 직  계의 경험과 기회 확 에 한 

지원을 실시되어야한다, 동시에 온라인상에서의 건

한 스마트폰 사용과 계형성에 한   기술 교

육 등의 지원이 방향 으로 이루어질 때 청소년의 사

회성 발달이 정 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 된다.

최근 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오남용 방지 법안” 발의를 한 정책  움직임을 통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스마트폰의 부정 인 향력을 

이고자 시도하고 있다[44]. 다만 이러한 정책  움직임

에 있어 무엇보다 요한 것은 무조건 인 스마트폰 사

용의 지가 아닌 독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 한 

활용 방안 강조에 있다는 이다. 한 스마트폰 독

의 방  치료를 한 교사나 부모의 역할 강조뿐만 

아니라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문가를 통해 앞서 언

한 다양한 로그램들을 실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방

안 등이 보다 구체 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

년의 스마트폰 독이 미치는 부정 인 향력을 실증

으로 검증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을 한 실천  정

책  방안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  차원에 미치는 향력

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에 따른 다양한 차원에

서의 문제 들을 규명하고 스마트폰 독의 방을 

한 보호  험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스마트폰의 건 한 사용을 한 

지침 등에 한 구체 이고 실증 인 연구들이 후속연

구에서 제시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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