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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our society, the use of smartphones has been widespread and changed our lives positively; however, the ex-

cessive use of smartphones has also produced many side effects. In particular, we can see that the reckless use of smartphones 

has constantly increased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University students, too, show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more and more graduall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erform research related with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with university students as the subjects. Since it is more and more important to perform leisure activities to prevent smart-

phone addiction and reduce addiction propens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is significant.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mart-

phone addiction propensities, their tolerance and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we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factors. 

Second, overall smartphone addiction affects the variables of gender (male), school year (freshmen), economic leisure con-

straints, time leisure constraints, and the adequacy of travel behavior, sports behavior, media use behavior, reading behavior, 

volunteer work and religious behavior. The adequacy of the media use behavior variables showed the greates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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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2년 8월,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 명이 되어 국민 

5명  3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면서 사회․경제․문화 반

에 스마트 명이 일어났다(Etnews, 2012, 8. 21 http://www.

etnews.com).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산은 인터넷과 휴

화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생활에 정 인 변

화를 추구하 지만 이면에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

한 업무나 학업 방해, 단말기가격  요 으로 인한 경제  

문제, 언어 괴, 음란, 폭력, 게임 독, 자  등 다양한 부

작용을 낳고 있다(M. Lee, 2010).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까지도 스

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이용자 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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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마트폰에 독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요에 의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보다는 습 으로 반복 이용하는 독성향이 스마트폰을 

확산시켰다는 입장이다. D. Kim et al.(2012)의 연구결과 성

인의 경우 스마트폰을 독 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58.0%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으로는 휴 성, 이동성, 즉시성이 필요

한 SNS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 

스마트폰 독은 인터넷 독과 마찬가지로 지루함, 무료함, 

권태감 등을 해소하기 해, 그리고 기분 환을 해 특별한 

목  없이 습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스마트

폰 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H. Choi, H. Lee, & C. 

Ha, 2012). 휴 화를 독 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경

우 휴 화를 오락 이고 쾌락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있어 매체  특성  요인이 독에 향을 미치고 있다

(D. Judy & J. Diana, 2005).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이나 소 트웨어 활용에서 스

마트폰 사용이 제한 인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인 학생들은 

통화 외에도 인터넷 게임, SNS의 커뮤니티 기능 등을 활용하

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독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J. Yun et al., 2011). 실제로 학생은 스마트

폰 독 상으로 인하여 정신건강  인 계문제 그리고 

학교생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H. Choi et al., 2012). 스

마트폰 보 으로 인터넷 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

이므로 건 한 여가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되어

야 하며(Munhwa Daily News, 2012. 12 14. http://www.

munhwa.com) 아울러 가상공간이 아닌 실세계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야 한다(MK Business 

News, 2013. 3. 28. http://news.mk.co.kr). 기존 청소년 상 

몇몇 연구에서 보면 건 한 여가행동이 휴 폰의 독을 낮

추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여가행동 에서도 무조건 

시간 인 확 가 아닌 건 하고 한 여가행동이 휴 폰

독 감소에 도움이 됨을 볼 수 있었다. 인터넷채  등으로 

여가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할 경우 오히려 휴 폰 독

에 부정 인 향을 주었으며(S. Kim & H. Jung, 2003), 반

면 독서활동 등은 휴 폰 련 독을 감소시키는 향을 보

다(S. Kim & H. Jung, 2003; H. Lee, 2009). 특히 여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태도, 능력 

계를 형성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S. Yoon, 2010) 

학생이 속해 있는 20 의 경우 수업 등으로 인해 평일의 

여가시간이 불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12). 스마트폰 독성향 등의 감소를 

해서는 여가활동  한 여가행동의 증가가 요함에

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은 학업의 과 함이나 아르바이트, 

취업 비 등으로 여가시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M. Park 

& S. Park, 2008), 한 한정된 용돈 등으로 인하여 여가생

활을 한 경제  제약도 받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시간 , 경제  여가제약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한 여가

행동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의 여가생활을 악

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가생활에 주로 하는 것은 웹

서핑 등의 소극 인 여가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독서나 음악감상 등은 낮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Daily CNN, 

2012. 10. 23) 학생들은 여가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한 

여가행동에 있어서도 제한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을 방하고 독성향을 감소시키기 

한 여가활동의 요성이 확 되는 시 에서 학생을 상

으로 여가제약, 여가행동의 성에 한 구체 인 악과 

함께 여가 련 특성과 스마트폰 독성향에 한 련성 연

구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환경요인  여가활동

의 활용가능성과 휴 화와의 련성 연구(J. Bae, 2001; S. 

Kim & H. Jung, 2003; H. Lee, 2009; National Informa-

tion Society Agency, 2006)가 소수 있으며, 여가제약, 여가

행동의 성과 스마트폰 독성향과의 련성을 구체 으

로 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학생을 상

으로 한 스마트폰 독 련 연구(H. Choi et al., 2012; H. 

Kang & C. Park, 2012; N. Kim & K. Lee, 2012; K. Ko, 

M. Lee, & Y. Kim, 2012; J. Yun et al., 2011)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분 건강, 인 계, 자기통제력, 생활

스트 스 등 스마트폰 독과 건강이나 심리  련 연구가 

주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여가제약, 여가행동의 성 등 

여가 련변수들과 스마트폰 독과의 련성을 악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목표를 달

성하기 하여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는 

특정 목표에 한 성공 인 결과를 얻기 하여 필요한 행동

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단과 신념(Bandura, 1977)

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

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상으로 한 스마트폰

독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련성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 으로 첫째,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수 을 악하고 둘째, 여가제약 요인  여가행동의 

성 요인을 유형화하고 요인별 수 을 악하고자 한다. 

셋째, 학생소비자들의 스마트폰 독성향 수 과 그 하  

요인별 수 을 알아보고 아울러 자기효능감, 여가제약, 여가행

동의 성 등의 변수가 스마트폰 독성향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의 스마트폰 독 성향을 악하고 

한 가장 독 성향이 높은 요인에 해 분석하며, 아울러 

스마트폰 독성향에 향을 미친 변수를 기 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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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바른 사용 지도와 함께 방  해결을 한 차별화된 

방안제시에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

에 한 믿음으로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성향이다(A. Bandura, 1982). 즉,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확

신이나 기 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어떠한 결과 발생을 통

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높게 단하게 된다(H. Kwark, 

2006). 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기 와 사고를 요시한

다. 개인의 사고, 이미지, 지각들은 행동에 향을 미친다. 인

간은 실제 환경에 반응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각하는 환경에 

반응하므로 어떤 사건에 한 일시 인 지각이 사건에 한 

반응에 향을 미친다(J. Lee, J. Kim, B. Sung, & Y. Choi, 

2013).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이 추측된다. 자신의 삶에 한 자기효능감은 스마트

폰 독과 부 인 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 

Woo, 2007; S. Yong, 2013). 반면 인터넷 독에 한 연구

로 범 를 확 해서 보면 가상공간에서의 활동 역시 인간행

동의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것은 이에 

한 자기효능감, 즉 가상공간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

나 유능할 것인가에 한 단과 가상공간의 사용이 자신에

게 충분히 강화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념이 요하게 작용

한다(W. Song, 1998).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효능감은 오

히려 인터넷 독사용을 높이는 결과를 래하 다(W. Song, 

1998; J. Lee, 2007). 즉 가상공간에서의 많은 활동은 실세

계로부터 고립되거나 지지망의 축소를 래하므로 실세계

에서의 효능감이 높지 않다면 이들은 더욱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R. Krout, L. Vichi, M. 

Patterson, S. Kiesler, T. Mukopadhyay, & W. Scherlis, 

1998).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가상공

간에서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반면 실세

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세계에 더 많은 활동과 

참여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자에게는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와 사회  지지를, 후자에게서는 실세계에서의 정보와 

사회  지지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되고 이들은 각자 자신

이 강화를 얻는 세계에 더 지속 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W. 

Song, 1998).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 로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독에 

한 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스마트

폰 독 성향과의 련성에 한 구체 인 분석은 의미가 있

을 것이다.

2. 여가제약

여가란 자유, 해방, 허락의 의미가 내포된 개념으로 노동

과 의무로부터 구속 없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재량  시

간개념, 편안함과 즐거움을 목 으로 행하는 자발  활동개

념과 자기계발  기분 환을 한 심리  개념이 포함된 복

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H. Kang & H. Ko, 2009; S. 

Yoon & K. Cha, 2004). 이러한 여가에 한 참여와 여가만

족도를 해하거나 억제하는 모든 것을 여가제약으로 볼 수 있

으며(E. L. Jackson, 1988),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참가를 제

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다. 여가제약을 D. W. Cra-

wford and G. Geoffrey(1987)는 크게 개인 , 인 , 구조

 제약으로 구분하 으며, 개인  제약은 개인의 심리  상

태와 특성을, 인  제약은 개인간의 상호작용 는 사회 

구성원간의 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약을, 구조 제약은 

환경  요인을 의미한다. 한 E. Lee and S. Nam(2005)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요인을 개인, 경제, 사회, 시간, 가족제

약 요인으로 구분하 다. 특히 사회  제약은 여가활동을 하

기 한 사회  규범  사회  상호작용에 한 지원부족과 

련된 제약이며, 가족제약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족

의 이해나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공유할 여건과 련된 제

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여가제약으로 인하여 극

이고 정 인 여가행동에 부정  향을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 로 여가제약을 경제 , 개인 , 

시설  로그램, 거집단, 시간제약 등에 한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거집단 제약은 학생들의 주변에

서 가장 근 한 주변인인 부모나 친구로부터 여가행동을 수

행하는데 있어 이해부족이나 부정 시선과 련된 제약을 

의미한다.

한편 학생들의 경우 가장 활발하고 자발 으로 여가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으로 사회인이 되기 한 마지막 

단계라는 에서 건 하고 유익한 여가활동 향유와 그를 

한 여가 교육  가치가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Y. 

Park & J. Kim, 1999). 하지만 청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학

생들은 여가에 한 부정 인 인식이 높고(S. Yoon, 2010) 

특히 취업과 진로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

교 스트 스 경험은 여가제약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고 학생활의 과 한 압력, 친구와의 계, 부모의 기 ,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여가참여를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J. Kim & W. Kim, 2008). 

M. Park and S. Park(2008)의 연구에서는 여 생들은 여

가활동시 ‘경제 인 부담’이 가장 큰 제약요건이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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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가시간부족 등으로 경제 , 시간  제약을 가장 큰 

제약요건이라 응답했다. H. Hyun, S. Yang, and Y. Suh

(201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경우 구조  제약  ‘시설 

 장소의 부족’과 ‘여가시설 근의 어려움’ 등의 제약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재  제약  ‘다른 목 의 과업이 

요해서’ 등의 문항에서 여가제약이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S. Han and K. Sung(2011)의 연구결과 학생

들은 평일의 여가는 과제 등 학과 수업 등의 비에 쫓겨 여가

활동이 부족하며, 학생의 신분으로 용돈이 부족해 여가활

동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 Kim and W. Kim

(2008)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여가제약 요인  흥미, 심, 

등의 내재 제약과 인  제약보다는 여가 련 정보부족, 

참가방법의 어려움, 여가선택의 어려움 등 정보  제약을 가

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 학생들은 주로 시간 , 경제  제약, 여

가정보제약 그리고 과 한 과업 등으로 인하여 여가에 한 

부정  인식이 높으며, 이로 인해 여가생활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행동의 성

여가행동은 여가참여자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리  편

안함과 즐거움이 충족되는 조건하에서 각자의 여가욕구를 

실 하기 해 자발 으로 참여하고 여가활동을 통해 만족

을 얻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Y. Yi, 2010). 즉 

여가행동을 통해서 인간 삶의 질  향상, 자아실   행복

추구, 건강 유지  증진에 효과 으로 부응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개인 으로나 사회

으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W. Nam, 2007). 여가

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해 궁 해 한다. 한 여가교육의 

장에서도 보다 정 이고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

로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에 한 교육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

다(Y. Sohn & S. Oh, 2011). 특히 학생들은 미래의 삶을 

개척하기 하여 지 인 능력을 개발하고 원만한 인 계 

형성  개선을 해 노력하며, 자신을 발견하고 생활방식을 

터득하는 데에 있어서 학시  에 다양한 경험과 여가활

동을 필요로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여가가 보다 창조

으로 사용됨으로써 학업능률의 향상은 물론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욕구충족  스트 스 해

소, 휴식, 취미생활  등 자기표 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가행동의 의미는 더욱 요하다(D. Kim, 2002). 여

가는 학생 스스로에게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개인의 

행동과 성장, 발달을 지향하는 창조의 시간으로 재생산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재창조의 활동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S. Han, & K. Sung, 2011). 학에서의 한 여가

시간의 활용과 여가에 능동 으로 참여하는 태도는 학교생

활의 만족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   건강 증진에도 매

우 요한 역할을 한다(S. Shim, 2004). 특히 학생  신입

생들의 경우에는 여가시간 사용에 한 인식 부족으로 쾌락

인 여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아 한 여가

활동에 한 방법과 기능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요함을 지 하 다(S. Han, & K. Sung, 2011). 즉 여가에 

한 무조건 인 확 가 아니라 건 하고 유익한 여가를 

제로 여가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여가행동의 확 를 

요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I. Seo(2010)의 연구에서는 학생

들의 여가행동을 악하기 하여 여가행동 유형별로 시간

사용행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주 인 평가방법

을 사용하 다. 즉 가족유 , 정보검색  문화생활, 사  

종교, 독서, 매체이용 등으로 요인을 구분하 으며, 각각 요

인에 한 시간사용의 정도는 학생 자신이 스스로 평가한 

정도로 악하 다. 이  정보검색  문화생활을 가장 

하게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사  종교행동은 

하게 잘 하고 있지는 못하 다. 매체이용 련 하여서는 

컴퓨터 게임은 자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V등과 휴

폰 이용 등과 같은 요하지 않은 일로 보내는 시간은 길

게 하고 있음을 지 하 다. 선행연구에서도 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가행동의 요인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극 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게임, 

TV, 인터넷 등은 본인 스스로 자제를 하면서 당한 범  안

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본다. 즉 여가행

동을 어느 정도 하게 수행하느냐는 문제는 올바른 여가

생활에 매우 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여가행동을 악하기 하여 여가행동의 성

을 악하고자 한다. 이는 학생들이 여가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단지 여가시간에 한 양 인 면이 아닌 여가행동을 

어느 정도 하고 건 하게 수행하고 하 는지를 악하

기 한 것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여가행동에 한 주

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S. Lee(2008)의 노인 상연

구에서는 노인들이 하다고 생각하는 여가행동정도를 

악하기 하여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가요인의 구

분 없이 한 여가활동 횟수, 이용횟수의 성, 한 

여가활동시간 등을 직 으로 악한 연구도 있었다. 사

의미로는 ‘ 성’이란 ‘정도나 기 에 알맞은 정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네이버사 ) 여가행동에 있어서도 여가행동 

유형별로 알맞은 정도에 해 학생 각자가 자신의 여가행

동을 평가한 정도를 ‘여가행동의 성’이라 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여가 련 행동에 한 여가동기  여가행동을 

구체 으로 악해 보면 먼  M. Park and S. Park(2008)

의 연구에서는 여 생들의 경우 여가가 주는 의미로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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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이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스트

스 해소의 시간', '능률 향상을 한 재충 과 휴식의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결과와 유사하게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2012)의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서 여가활동의 주된 목 을 보면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10 , 20 의 경우 ‘개인  즐거움을 해서’가 가장 높은 분

포를 보 으며, 그 다음은 ‘스트 스 해소를 해서’라는 목

이 높게 나타나 10  20  들의 경우 개인  즐거움과 스

트 스 해소를 해 여가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생들의 여가행동을 악한 M. Park and S. Park

(2008)의 연구에서는 여 생들의 경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활동으로는 쇼핑이었고 그 다음은 TV/라디오/비디오

/DVD이용, 집에서 휴식/낮잠, 인터넷/게임 등의 순으로 나

타나 능동  여가가 아닌 여 생들의 여가활동에 있어 수동성

이 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S. Han and K. Sung

(2011)의 연구결과 학생들의 평일에 련된 여가는 학기 

임으로 활동 이거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 스포

츠 활동, 화, TV시청, 음악 감상, 게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휴일에 련된 여가는 좀 더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화, 연극, TV시청, 아르바이트, 휴식, 쇼핑, 인터넷, 

스포츠 활동, 이성교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Y. Sohn and S. Oh(201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여가라이 스타일을 구분하고 각각 유형에 따른 참여 여가

활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 극 여가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가무동기

형’은 TV시청, 컴퓨터/인터넷게임, 카드, 바둑/장기/체스 

등과 같이 비교  소극 이고 활동성이 은 ‘놀이․오락 활

동’ 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고 잠자기 등과 같은 휴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심  

가족여가형’은 휴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세 

유형  ‘여가 무동기형’과 ‘일 심  가족여가형’은 여가에 

한 동기가 아  없거나 여가를 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

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경우라도 각각의 스타

일에 따라 여가활동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학생들의 경우 부분 여가행동은 

소극 이며, 수동 인 여가행동을 하고 이었으며, 한 여가

행동을 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만일 한 여가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스마트

폰을 여가의 한 부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이라 

상되며, 따라서 여가행동의 성은 스마트폰 독성향

과 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스마트폰 독 성향

독이란 특정한 기호, 습  는 행동에 빠지거나 자신을 

내 맡기는 상태로 정의되는데 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으나 특정한 물질에 의존하는 물질 독과 특정행

나 활동에 의존하는 행 독으로 별할 수 있으며(L. Gold-

berg, 1993) 이  스마트폰 독은 행 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스마트폰 독이란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

지만 M. Griffiths(1999)의 독에 한 정의를 기 로 스마

트폰 독을 정의하자면 휴 폰 독을 특정행동에 의한 행

독으로서 스마트폰에 한 의존행동이 높게 나타나 스

마트폰 사용의 내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사용량도 증가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과 조 등의 강박 상이 나타나 일

상생활의 문제를 높게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사용이 확 되면서 기존의 인터넷 독, 게

임 독성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폰 독  성

향에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 성

향의 연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취업포털 알바천국에 의하면 인드잡과 공동으

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 학생 남녀 1,89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응답

하 다. 한 자신이 스마트폰에 독 다고 생각하는 학

생도 37.3%에 달했다(Koreasobija, 2011. 11. 3 http://www.

koreasobija.com).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2)의 ‘2011년 

인터넷 독 실태조사’결과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보면 일평

균 이용시간은 3.2시간이고, 주 용도는 ‘채   메신 와 뉴

스검색 등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률은 8.4%이며, 10

가 11.4%로 가장 높았고 20 가 10.4%로 조사되었다. SNS

이용자는 일평균 3.4회(52.4분)이용하며, 이용자의 10.1%는 

과다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J. Yun et al.(2011)의 학생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 

증세를 악한 결과 체의 66%가 스마트폰 기 독상태

를 보 으며, 17%는 스마트폰에 한 완 한 독 상태를 보

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73%가 독 증상을 경험하면서 물

질 독자(마약, 알코올)들에게 나타나는 단증상을 호소하

기도 하 다. 한 K. Ko et al.(2012)의 연구에서 학생들

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  사용에 한 심층 인터뷰결과 

독  사용의 결과는 일상생활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기존의 가치( , 친구와의 약속, 시험공부)를 뛰

어 넘어 더 우선 인 순 로 높아짐을 볼 수 있었으며, 참여

자들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에 의존되어 있어

서, 스마트폰 없이 일생생활 하는 능력이 퇴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조사결과 학생들의 경우도 스마트폰 확

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이용이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성향이 차 높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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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독성향은 일상생활의 부정 인 요소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스마트폰 독 성향에 한 련변수 고찰 

스마트폰 독성향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인구학  

변수, 자기효능감 변수, 여가제약  여가행동의 성변수

로 구분하여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구학 변수와 스마트폰 독성향과의 련성을 

악한 연구에서는 성별의 경우 부분 연구(S. Jang & Y. Park, 

2010; N. Kim & K. Lee, 2012; S. Lee & J. Kim, 2009; D. 

Lee & S. Shon, 2006)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스마트폰 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S. Jang and Y. Park(2010)의 연구에

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휴 화 독 비율이 높게 나

타났으며, N. Kim and K. Lee(2012)의 연구에서도 여자

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독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 S. Lee and J. Kim(2009)의 연구에서는 휴 화 독

의 험인식과 독의 계는 정 인 상 계가 있는데 남

성보다 여성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 다. D. 

Lee and S. Shon(2006)은 여성들이 휴 폰의 독성향이 

높은 것은 휴 폰을 단순 통신기기가 아닌 액세서리로서 자

기표 을 하는데 극 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

통과 계를 강화하는데 휴 폰을 수단 으로 더 의존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H.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학력수 이 높을수록 독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은 이용자들이 업무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

다. 선행연구 결과 성별, 학력 등 인구학  변수에 따라 스

마트폰 독성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 변수와 스마트폰 독과의 련성에 

한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인터넷 독까지 범 를 확 해서 

보고자 한다. 부분의 연구(H. Kim, J Kim, & S. Jeong, 

2012; H. Woo, 2007; K. S. Young & R. Rogers, 1997)에서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독성향을 낮추는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H. Woo(2007)의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이 낮

을수록 휴 화에 병 으로 몰입하고 휴 화 이용에 있어 

강박  불안을 보인다고 하 으며, H. Kim et al.(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스마트폰 독  성

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 Young and Rogers(1997)의 연구에

서도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인터넷 독성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환경요인  여가활동의 활용가능성과 휴

화와의 련성 연구(J. Bae, 2001; S. Kim & H. Jung, 2003; 

H. Lee, 2009;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6)가 

소수 있으며, 특히 여가제약, 여가행동의 성과 스마트폰 

독성향과의 련성을 구체 으로 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S. Kim and H. Jung(2003)의 연구에 의하면 책(만

화책)읽기, 인터넷채 , 놀이기구타기 등의 인 계 활용정

도도 요한 환경  요인으로서 청소년들의 휴 폰 독에 의

미 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Lee(2009)의 연구

에서는 10  청소년들의 휴 화 독  사용의 측변인들

을 악하기 하여 20, 30 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 으며, 

측변수  여가․환경요인의 측정에는 안매체활동, 동아

리활동, 취미활동 정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 다. 특히 10

들은 책 읽는 시간이 을수록 휴 폰 독  사용이 더 많아

졌으며, 따라서 10  청소년들의 휴 폰 독  사용의 방

방안으로 건 한 오락  여가, 사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함을 지  하 다. 한 20 의 경우에는 취미활동여부가 

휴 폰 독사용에 부 인 계를 보여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휴 폰 독 사용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난 것을 볼 때 학생이 속해 있는 10 , 20  들의 경우 

하고 극 인 여가활동은 스마트폰 독성향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독을 해결하기 

해서는 독에 해 지각하고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 시

간을 이고 스마트폰 이외에 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

가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고 볼 수 있다(J. Yun et 

al, 2011). 선행연구 결과 여가 련 변수인 여가제약과 여가

행동의 성 변수는 스마트폰 독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문제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성향의 악과 

스마트폰 독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해 설정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생의 자기효능감 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생의 여가제약, 여가행동의 성 요인 

 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생의 스마트폰 독성향 수 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4> 학생의 스마트폰 독성향에 향을 미치

는 변수는 무엇이며, 변수간의 상  향

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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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school year, monthly allowance amount 3

Self-efficacy 3 .74

Leisure constraints 

Economic constraints 2 .84

Personal constraints 2 .75

Facilities and programs constraints 2 .79

Reference group constraints 2 .65

Time constraints 2 .64

Adequacy of

leisure behavior

Adequacy of travel behavior 2 .89

Adequacy of sport behavior 2 .85

Adequacy of media use behavior 3 .73

Adequacy of the family relationship behavior 2 .73

Adequacy of reading behavior 2 .69

Adequacy of volunteer work and religious behavior 2 .70

Adequacy of Viewing behavior and appreciation of music 2 .65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y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5 .81

Virtual life orientation 2 .65

Withdrawal 4 .88

Tolerance 4 .85

Table 1. Reliability of the Scales

2. 조사도구  측정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그 구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

사 상자의 일반  특성, 자기효능감, 여가제약, 여가행동의 

성, 스마트폰 독성향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인구학

 특성으로 성별, 학년, 월평균용돈액 등을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W. Song(1998), H. Kim et al.(2012), J. Lee

(2007), H. Woo(2007) 등의 연구를 기 로 ‘어려운 일도 노

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 상치 못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처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체로 잘 해결해 내는 편이다’ 등 3문항을 5  척도로 이용하

다.

여가제약변수는 K. A. Henderson, D. C. Stalnaker, and 

G. Tayor(1988), H. Hyun et al.(2010), E. Lee and S. Nam

(2005)의 연구를 기 로 총 10문항을 5  리커트 척도를 이

용하여 작성하 다. 특히 E. Lee and S. Nam(2005)의 연구

의 경우 청소년의 여가제약요인을 개인, 경제, 사회, 시간, 가

족제약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한 것을 기 하여 본 연구에

서는 경제 , 개인 , 시설  로그램, 거집단, 시간제약 

등에 한 문항으로 작성하 다. 구체 으로 여가비용이나 

경제 여건과 련된 경제 제약에 한 문항, 한 여가

행동을 수행하기 한 개인 인 능력과 동기와 련된 개인

제약 문항, 흥미롭게 참여할만한 로그램의 부재,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장소의 부재 등과 

련된 시설  로그램제약 련 문항, 여가행동을 수행하는 

데 주변인인 부모, 친구 등의 이해부족과 부정 인 시선 등

과 련된 거집단제약 문항, 그리고 시간 제약에 한 문

항으로 작성하 다. 특히 거집단 제약은 학생들의 주변

에서 가장 근 한 주변인인 부모나 친구로부터 여가행동에 

한 이해나 지지 등과 련된 제약을 의미한다.

여가행동의 성 변수는 학생들이 여가행동을 수행하

는 데 있어 알맞은 정도로 여가를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에 한 학생들 자신의 여가행동에 한 주  평가를 의

미하는 것이다. 주로 여행행동, 스포츠행동, 매체이용행동, 가

족유 행동, 독서행동, 사  종교행동, 음악감상  람

행동의 성을 악하고자 한다. 이  매체이용과 련된 

여가행동의 성의 경우 매체에 한 과다한 이용은 오히

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매체이용과 련된 여가는 자

신의 제 하에 어느 정도 여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악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에서 보여주었던 여가시간의 측정

으로 매체여가행동을 평가하기는 합하지 않으므로 당한 시

간내에서 매체여가행동을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여가행동과 련된 

C. Kim and J. Lee(2005), I. Seo(2010)의 연구를 기 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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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Female

201(49.3)

207(50.7)

School year

Freshmen

Sophomore

Junior

Senior

82(20.1)

85(20.8)

104(25.5)

137(33.6)

Monthly allowance amount

≤ 200,000 won

210,000-300,000won

310,000-400,000won

≥ 410,000won

42(10.3)

104(25.5)

123(30.1)

139(34.1)

M(SD) 42.309(18.89)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N(%)=408(100) 

　Items Self-Efficacy

If any difficulty, by and large, worked great to pull it off

Although the unexpected situation should be well aware of how to deal with it

If I can solve a difficult job if I try

.85

.79

.75

Eigenvalue 1.92

Pct of variable 64.08

Cum pct 64.08

Cronbach's α .74　

Table 3. Factor Analysis of the Self-Efficacy

15문항을 5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여가행동

의 성 수가 높을수록 여가행동을 건 하고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독 성향변수의 경우에는 National Informa-

tion Society Agency(2011)의 스마트폰 독 자가진단척도를 

기 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단, 내성 등에 한 문

항으로 총 15문항을 5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이상과 같은 문항의 신뢰도는 <Table 1>에서 Cronbach's 

α에 의하여 내 일 성을 검토하 다. 그 결과 모든 변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1) 조사 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성향을 악하기 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의 경우는 2013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생을 상으로 총 30부를 실시

하 으며, 이를 기 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 다.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조사는 2013년 6월 3일 부터 6월 17일

까지 서울소재 4년제 학에 다니는 학생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편의표집하 다. 자료조

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450부를 실시하

다. 이  425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로 인한 설문지

를 제외한 총 40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 로 하여 

실증연구 검증 시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 다. 일반  

특성, 자기효능감, 여가제약, 여가행동의 성, 스마트폰

독성향 등을 알아보기 하여 평균, 표 편차, 빈도분석을 실

시하 다. 한 자기효능감은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여가제약, 여가행동 성도 각각

의 요인을 구분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하 다. 스마트폰 

독성향에 향을 미친 변수를 악하기 하여 먼  상

계를 살펴본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Table 2>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학년, 월평균용돈액을 살펴보

았다. 먼  성별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50.7%로 남학생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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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a)

Self-efficacy

If any difficulty, by and large, worked great to pull it off 3.65(.75)

Although the unexpected situation should be well aware of how to deal with it 3.45(.78)

If I can solve a difficult job if I try 3.84(.73)

Total 3.65(.60)

a) Full mark is 5

Table 4. Characteristics related Self-Efficacy

Items
Leisure Constraints 

FactorⅠ FactorⅡ FactorⅢ FactorⅣ FactorⅤ

Economic conditions do not permit.

I want to lift too much cost to the activity.

.89

.92

.11

.06

.09

.13

.08

.05

.11

.16

Lack of motivation for leisure time activities.

I do not know whether to spend my leisure time.

.10

.08

.88

.80

.14

.24

.08

.21

-.01

.05

Interestingly, the program is not enough to participate.

Convenient place or do not have the leisure facilities.

-.06

.25

.20

.17

.89

.85

.09

.11

.15

.06

Outsider to leisure activities (parent, friend, etc.) is a lack 

of understanding.

My leisure activity for many people who think negatively.

.10

.03

.07

.19

.03

.15

.84

.83

.20

.02

Leisure is not enough time to write to.

Enjoy leisure in the heart can not afford.

.08

.22

-.20

.30

.16

.05

.11

.13

.86

.79

Eigenvalue

Pct of variable

Cum pct

3.37

17.82

17.82

1.54

16.80

34.62

1.26

16.58

51.20

1.09

15.02

66.22

.83

14.66

80.88

Cronbach's α .84 .75 .79 .65 .64

FactorⅠ: Economic constraints, FactorⅡ: Personal constraints, FactorⅢ: Facilities and programs constraints, FactorⅣ: Reference 

group constraints, FactorⅤ: Time constraints

Table 5. Factor Analysis of the Leisure Constraints 

에 비해 약간 많았으며, 학년의 경우 4학년이 3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학년 25.5%, 2학년 20.8%, 1학년 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월평균용돈액은 41만원 이상이 34.1%

로 가장 많았고 평균 으로 볼 때 약 42만원 정도 다. 

2. 학생의 자기효능감 

우선 학생의 자기효능감의 구성개념에 한 타당도를 

악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타당성부분에서 살펴보면 요인분석에서 요인부

하량이 0.5이상으로 나타나면 실질 으로 유의한 것으로 고

려할 수 있으므로(J. Yu, 2012) 자기효능감에 한 타당성 부

분은 요인 부하량이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분석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계

수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0.74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련 특성을 보면 

<Table 4>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평균 3.65(5 만 )로 간

을 상회하 으며, 문항별로 볼 때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

더라도 체로 잘 해결해 내는 편이다’ 평균 3.65, ‘ 상치 못

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처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평균 

3.45,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평균 3.84정도

로 나타났다.

3. 학생의 여가제약

1) 여가제약 요인

학생들의 여가제약 유형을 악하기 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이

겐 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직교회  방식을 이용하 다. 한 공통된 요인 인자를 묶기 

하여 련된 13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3개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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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Adequacy of Leisure Behavior

FactorⅠ FactorⅡ FactorⅢ FactorⅣ FactorⅤ FactorⅥ FactorⅦ

Goes for me to travel frequently.

To travel often go for a break.

.93

.92

.06

.05

.05

.05

.08

.06

.87

.78

.05

.12

-.04

.05

Should exercise regularly.

Exercise for health.

.09

.01

.93

.92

.02

.04

.07

.05

.00

.12

.07

.06

.03

-.01

Radio, TV, New Media broadcasting use is 

limited to two hours a day.

Such as a computer game is limited to two 

hours a week.

Internet use as short as possible is used.

-.02

.11

.03

.05

.00

.02

.81

.74

.63

-.05

.01

.12

.03

-.13

.28

-.07

.24

.01

.05

.14

-.37

Together with family time (travel, cinema, TV 

watching, etc.) have often.

Families often have the time to talk with 

relatives.

.14

-.01

.01

.11

-.03

.04

.86

.85

.05

.10

.07

-.00

.06

.11

Major publications often read books except.

Often see a newspaper, or a magazine

.08

.08

.03

.10

.01

.04

.04

.11

.84

.78

.09

.11

-.04

.16

Participate in religious activities.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

-.01

.20

.07

.06

.00

.11

-.01

.83

.08

.12

.84

.73

-.05

.05

Music appreciation often

Theater, cinema, exhibitions, museums, concerts 

and often goes to see

-.17

.35

.07

-.07

.09

-.07

.23

-.01

-.02

.78

-.11

.17

.81

.64

Eigenvalue

Pct of variable

Cum pct

1.94

12.98

12.98

1.75

11.66

24.64

1.63

10.86

35.50

1.58

10.54

46.05

1.55

10.32

56.37

1.39

9.28

65.66

1.28

8.54

74.20

Cronbach's α .89 .85 .73 .73 .69 .70 .65

FactorⅠ: Adequacy of travel behavior

FactorⅡ: Adequacy of sport behavior

FactorⅢ: Adequacy of media use behavior

FactorⅣ: Adequacy of the family relationship behavior

FactorⅤ: Adequacy of reading behavior

FactorⅥ: Adequacy of volunteer work and religious behavior

FactorⅦ: Adequacy of viewing behavior and appreciation of music

Table 7. Factor Analysis of the Adequacy of Leisure Behavior

Variables M(SD)
a)

Leisure constraints

Economic constraints 3.17(.92)

Personal constraints 2.43(.87)

Facility and program constraints 2.91(.94)

Reference group constraints 2.01(.74)

Time constraints 3.01(.94)

Total 2.71(.57)

a) Full mark is 5

Table 6. Characteristics related Leisure Constraints

은 요인 부하량이 낮아 제거하고 10개의 문항으로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요

인Ⅰ은 ‘경제 제약’, 요인Ⅱ는 ‘개인 제약’, 요인Ⅲ은 ‘시

설  로그램제약’, 요인Ⅳ는 ‘ 거집단제약’, 요인Ⅴ는 

‘시간제약’으로 명명하 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80.9%의 설

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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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a)

Adequacy of leisure 

behavior

Adequacy of travel behavior 2.48(.98)

Adequacy of exercise behavior 2.95(.99)

Adequacy of media use behavior 2.82(.86)

Adequacy of the family relationship behavior 3.25(.86)

Adequacy of reading behavior 2.77(.88)

Adequacy of volunteer work and religious behavior 2.13(.96)

Adequacy of viewing behavior and appreciation of music 3.50(.79)

Total 2.84(.45)

a) Full mark is 5

Table 8. Characteristics of the Adequacy of Leisure Behaviors 

Variables M(SD)
a)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y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3.01(.79)

Virtual life orientation 1.88(.77)

Withdrawal 2.56(.93)

Tolerance 3.16(.81)

Total 2.78(.66)

a) Full mark is 5

Table 9. Characteristics related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y

2) 여가제약 수

학생들의 여가제약 수 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  반 인 여가제약 수 을 살펴보면 평균 2.71(5

 만 )정도로 나타났으며, 하  요인별로 볼 때는 경제  

여가제약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시간제

약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M. Park and S. Park(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경

우 경제 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경제 인 

여가제약을 높게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4. 학생의 여가행동의 성

1) 여가행동의 성 요인

학생들의 여가행동의 성을 악하기 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공통된 요인 인자를 묶기 하여 련된 18문항의 요인분석

을 실시한 후 3개의 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한 요

인으로 묶여지지 않아 제거하고 15개의 문항으로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7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요

인Ⅰ은 ‘여행행동의 성’, 요인Ⅱ는 ‘스포츠행동의 

성’, 요인Ⅲ은 ‘매체이용행동의 성’, 요인Ⅳ는 ‘가족유

행동의 성’, 요인Ⅴ는 ‘독서행동의 성’, 요인Ⅵ은 

‘ 사  종교행동의 성’ 요인Ⅶ은 음악감상  람행

동의 성으로 명명하 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74.2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2) 여가행동의 성 수  

학생들의 여가행동의 성 수 을 악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반 인 여가행동의 

성은 평균 2.84(5  만 )정도로 비교  낮게 나타나 학생

소비자들의 경우 여가행동을 하게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 요인별로 볼 때 음악감상  람

행동의 성 수 이 가장 높았고 반면 사  종교 행동

의 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I. Seo(2010)의 연구결과 

학생들은 사  종교 등의 여가행동 수 이 낮다는 결과

와 일치하 다. 학생들의 경우 I. Seo(2010)의 연구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자기성찰이나 사회  기여 등의 여가생활

보다는 재미 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

난 결과라 볼 수 있다.

5. 학생의 스마트폰 독성향 

1) 스마트폰 독성향 수  

<Table 9>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성향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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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y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Virtual life 

orientation
Withdrawal  Tolerance Total

B(β) B(β) B(β) B(β) B(β)

Gender(Male) -.09(-.06) -.15(-.10)* -.34(-.18)*** -.13(-.08) -.17(-.13)**

Freshmen  .48( .25)*** -.03(-.02) -.08(-.03)  .33( .16)**  .22( .14)*

Sophomore  .08( .04)  .06( .03)  .04( .02)  .05( .02)  .06( .04)

Junior  .08( .05)  .13( .07) -.04(-.02)  .07( .04)  .05( .04)

Monthly allowance amount  .00( .01)  .00( .02)  .00( .08)  .00( .02)  .00( .04)

Self-efficacy  .02( .02) -.25(-.19)*** -.18(-.12)* -.01(-.01) -.08(-.07)

Leisure

constraints

Economic constraints  .12( .14)**  .08( .10)*  .01( .01)  .15( .17)***  .09( .13)*

Personal constraints -.02(-.02) -.03(-.03)  .04( .03)  .06( .06)  .02( .02)

Facility and program constraints -.04(-.05)  .03( .04)  .11( .11)* .01(.01)  .02( .03)

Reference group constraints  .02( .02)  .30( .28)***  .15( .12)* .00(.00)  .09( .10)

Time constraints  .15( .18)*** -.03(-.03)  .06( .06)  .11( .13)*  .09( .13)**

Adequacy of 

leisure 

behavior

Adequacy of travel behavior -.15(-.19)*** -.15(-.19)*** -.14(-.16)** -.10(-.11)* -.14(-.20)***

Adequacy of sport behavior -.06(-.08) -.08(-.10)* -.14(-.15)** -.03(-.04) -.08(-.12)*

Adequacy of media use behavior -.25(-.27)*** -.15(-.16)** -.20(-.18)*** -.27(-.29)*** -.23(-.29)***

Adequacy of the family 

relationship behavior
-.11(-.12)*  .01( .01) -.01(-.01) -.06(-.07) -.05(-.07)

Adequacy of reading behavior -.10(-.10)* -.11(-.13)** -.11(-.11)* -.15(-.17)*** -.12(-.16)**

Adequacy of volunteer work and 

religious behavior
-.09(-.11)* -.13(.17)** -.15(.15)** -.12(-.14)** -.12(-.17)***

Adequacy of viewing behavior 

and appreciation of music
-.02(-.02) -.01(-.01)  .09( .08)  .07( .07)  .05( .01)

R
2

.21 .32 .28 .22 .29

Constant 2.42 2.31 2.52 2.44 2.43

F 5.75*** 10.35*** 8.25*** 6.23***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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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my: Gender(female)

School year(senior)

Table 10. The Variables Effecting the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y and their Relative Influences

보았다. 반 인 스마트폰 독성향은 평균 2.78(5  만 )

로 나타났으며, 하 요인별로 볼 때 내성은 평균 3.16으로 요

인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상생활장애로 평균 3.01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소비자들의 경우 내성과 일상생활

장애가 다른 요인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2) 스마트폰 독성향에 한 제 변수들의 향력 

<Table 10>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성향에 한 

련 변수들의 상  향력을 살펴보았다. 먼  상 계

를 보았으며, 다 공선성을 고려하여 변수들 간에 0.5수  

이상으로 상 이 높은 변수가 없어 모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 으며, 성별, 학년은 가변수(Dummy Variable)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체 인 스마트폰 독성향에 향을 미친 변수  

매체이용행동의 성이 가장 큰 향을 미쳤고 그 외 향

을 미친 변수로는 성별(남학생), 학년(1학년), 경제  여가제

약, 시간  여가제약, 여행행동의 성, 스포츠행동의 

성, 독서행동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으로 나

타났다. 즉 4학년에 비해 1학년의 경우, 경제 , 시간  여가

제약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일수록, 여행행동의 성, 스포츠행

동의 성, 매체이용행동의 성, 독서행동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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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일수록 스마트폰

독성향이 낮게 나타난 것은 S. Jang & Y. Park(2010), N. 

Kim & K. Lee(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29.0% 다. 

하 요인별로 볼 때 일상생활장애 성향에 향을 미친 변

수로는 매체이용행동의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향을 미친 변수로는 학년(1학년), 경제 , 시간  여가제

약, 여행행동의 성, 가족유 행동의 성, 독서행동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 변수로 나타났다. 즉 4학

년에 비해 1학년의 경우, 경제 , 시간  제약이 높을수록 일

상생활장애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여행행동의 성, 

매체이용행동의 성, 가족유 행동의 성, 독서행동

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장애 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

인 일상생활장애 성향에 한 설명력은 21.0%로 나타났다.

가상세계지향 성향에 향을 미친 변수로는 거집단 여

가제약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향을 미친 변수는 성

별(남학생), 자기효능감, 경제  여가제약, 그리고 여행행동

의 성, 스포츠행동의 성, 매체이용행동의 성, 독

서행동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변수로 나타났

다. 즉 거집단과 경제  여가제약을 크게 인식할수록 가상

세계지향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남학생일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여행행동의 성, 스포츠행동의 

성, 매체이용행동의 성, 독서행동의 성, 사  종

교 행동의 성이 높을수록 가상세계지향 성향은 낮게 나

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32.0% 다. 

단 성향에 향을 미친 변수로는 성별(남학생), 자기효

능감, 시설  로그램제약, 거집단 여가제약, 여행행동의 

성, 스포츠행동의 성, 매체이용행동의 성, 독서

행동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 변수로 나타났

다. 즉 시설  로그램제약과 거집단 여가제약을 높이 

인식할수록 단성향은 높게 나타났고 반면 남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여행행동의 성, 스포츠행동의 

성, 매체이용행동의 성, 독서행동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이 높을수록 단성향은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인 단성향에 한 설명력은 28.0%

로 나타났다.

내성 성향에 향을 미친 수  매체이용행동의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향을 미친 변수로는 학년(1학

년), 경제 , 시간  여가제약, 여행행동의 성, 독서행동

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 변수로 나타났다. 즉 

4학년에 비해 1학년인 경우 경제 , 시간  여가제약이 높을

수록 내성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여행행동의 성, 매

체이용의 성, 독서행동의 성, 사  종교행동의 

성이 높을수록 내성성향은 낮게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

명력은 22.0% 다. 

Ⅴ. 결론  제언

최근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

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은 스마트폰 독성향

을 높이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독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차 높아지고 있어 이들 학생을 상으로 

한 스마트폰 독성향과 련된 연구를 하고자 하 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 으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여가

제약, 여가행동의 성 악과 스마트폰 독성향 수  분

석  그 하  요인별 수 을 알아보았다. 한 스마트폰 

독성향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악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성향을 악하고 한 가장 독 

성향이 높은 요인에 해 알아보았다. 아울러 스마트폰 독

성향에 향을 미친 변수를 기 로 방  해결을 한 차

별화된 방안제시에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결론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독 성향  일상생활장

애와 내성 등의 독성향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공부에 집 이 되지 

않거나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높았고 한 자신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에 해 습 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H. Choi et al., 2012)에서

도 지 한바와 같이 특별한 목  없이 습 으로 스마트폰

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재 이

러한 상황은 앞으로 스마트폰 독의 심각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성이 더 높아지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

분에 지장을 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한 방  

독 성향 감소를 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이

용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이용 계획을 세

워놓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독  사용 방의 로그램

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를 들면 스마트폰사용 감소가 기부

나 나눔 등의 행사와 연계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등 실제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 인한 독성향을 감소시키기 한 

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로그램 등은 

학생들의 공모  등을 통하여 학생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

용하여 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

리라 본다. 한 정책 으로는 공모 이나 문가들의 스마

트폰 독 방  치료 로그램 개발을 한 정책 , 경제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기업측면에서 보면 최근 이동통신

사 등에서 스마트폰 독을 방하고 치료를 돕는 앱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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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를 통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알려주고 각 앱의 사용

횟수와 시간을 알려주거나 시간 나 요일에 따른 사  잠

장치 등의 설정 기능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

한 부분이 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 한 스마트

폰사용 정착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 되고 스마트폰 이

용자들에게 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의 건 한 사

용은 스마트폰 사용에 한 건 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어 결

국 스마트폰시장 확   기업의 장기  존속에도 정 으

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독성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

는 매체이용행동의 성으로 나타났으며, 한 매체이

용행동은 스마트폰 독 성향을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실제 매체이용과 련한 여가행동의 성은 낮은 수

을 보이고 있었다. 그동안 청소년기까지는 학입시 주

의 교육이 주가 되었으므로 공부 이외의 한 여가행동을 

실행하기 한 시간  여유도 없었으며, 지극히 매체를 이용

한 소극 인 여가행동에 치우쳐 있으므로 올바른 매체이용

을 하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 실제 건

한 매체 이용에 한 교육도 체계 으로 받고 있지 못한 것

이 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한 한 매체이용 교육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매체이용행동의 

성이외에도 여행, 스포츠, 독서, 사  종교행동의 

성도 스마트폰 독 성향을 낮출 수 있는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여가행동의 성 수 은 낮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상으로 학교 수업의 일환

으로 교양과목 등을 통해 여가 련 교육이 실시된다면 건

한 여가행동 수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들에 

한 여가교육은 건 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반 인 여가행동의 성 수 이 으로 낮기 때문

에 학생 자신 스스로도 바람직하고 한 여가활동을 확

시킨다면 이는 결국 스마트폰 독 성향 수 을 낮추게 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여가제약  경제 , 시간  여가제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제 , 시간  여가

제약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성향을 높이고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성향을 낮추기 하여 여가비용  여

가시간제약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실제 여

가시간  비용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여가비용 

 시간에 한 부담을 과 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여가제약

을 높게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야만 여가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환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가정책 측면에서는 학생

들이 경제  자원의 부족으로 여가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

록 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로그램과 아

울러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학생들의 여가환경을 고려한 여가활동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인 경우 체 인 스마트폰 

독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하 요인별로 보았을 때도 가상

세계지향, 단 등의 독성향에서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여학

생들에 한 집 인 스마트폰 독 방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한 학 1학년이 고학년인 4학년보다는 스

마트폰 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1학년생인 경우는 청소

년기를 지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 청소년들에게

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스마트폰 독 성향과 아울러 고등학

교보다 자유시간 증가로 인하여 스마트폰 독 성향이 더 높

은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 방  올바른 

이용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스마트폰 독성향  가상세계지향성향이나 

단성향에 자기효능감은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신이 어떤 일에 해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등을 

갖고 극 으로 생활하는 경우일수록 가상세계지향성향이

나 단성향을 낮추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  생활과 련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인 계의 확 나 한 여가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일부 4년제 학의 

학생만을 조사 상으로 하 으므로 이들의 연구결과가 우리

나라 체 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학생들의 경우도 공이나 학교, 지역 등에 따라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

인 학생들의 반 인 스마트폰 독성향  하  요인의 

정도를 우선 으로 악해 보고자 하여 독성향의 심각성

에 따라 조사 상을 구분하지 않고 체에 한 분석이 이루

어졌으므로 향후에는 스마트폰 독성향의 고 험사용군만

을 상으로 한 그 심각성 악과 여가제약, 여가행동의 

성과의 련성을 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 성변수를 여가행동에 

해 시간 등의 사용을 얼마나 하게 이용했는지에 한 

주  평가를 통해 그 정도를 악하는 문항으로 작성하여 

측정하 다. 하지만 여가의 성이란 변수에 한 정교화 

된 측정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학생들의 여가행동 성변수 련 문항에 한 실제 요인

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도 친구와 련된 문항의 경우 구체

인 질문이 아니라 단지 친구와의 일반 인 만남을 악하

는 문항으로 작성되어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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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향후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한 여가행동의 성 정

도를 악할 수 있는 정교한 척도구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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