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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researches from 2012 to 2014 in Korea, and to propose further study for 

prevention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Methods: Subjects were 169 researches about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from 

2012 to 2014 in Korea, and the theme was summarized as following: variable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of it, the 

status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scale, awareness and 

prevention of smart phone addiction.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63.3% were as the most source of researches in 

2014, and master's thesis was 74.6 percent. According to the theme of research, the most 

effects on smart phone addition is self-control and parenting and the most relational 

variables with smart phone addition are anxiety and parenting. The most affected by 

smart phone addiction is adaption of school life and conversational breakdown. The studies 

about prevention of smart phone addiction and intervention examine the effect of therapy 

program and group consultation. 

Conclusions: The educational program for using smart phone should be made and 

applied for preventing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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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 11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최  도입되

면서 80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4년 11월 기 으로 40,386,543명으로 증가하 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82%로 2011년 36%

에서 세배 가까이 증가하 다(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과 채 을 

주로 이용하며 (여성가족부, 2014), 1일 평균 사용시

간은 5.6시간인 것으로 나타나(미래창조과학부와 한

국정보화진흥원, 2014).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일

상생활의 한 부분이며 여가활동의 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생

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편리성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상 방으로부

터 즉각 인 반응을 얻고 자기표 을 하고 싶은 욕

구 때문에(조 옥, 2012) 유해 사이트에 한 속이

나 음란･유해 앱 이용, 스마트폰 과다사용이나 독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실제 청소년의 

16.1%가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 동 상이나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여성가족부, 

2013)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며, 자기  는 잠에서 깨

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한 경우도 53.9%나 

되었다(방송통신 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이러한 결과 2013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독률은 

25.5%로 년(18.4%) 비 7% 증가하여 성인(8.9%)

의 약 2.9배 수 으로 나타났으며, 학령별로는 학

생이 29.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이 23.6% 이었

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청소년들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인들에 비해 역기능을 인식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비 으로 사회 인 상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Bandura, 1973)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게 되

고,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스마트폰의 기술  속성

은 이용자의 욕구를 자극해 이용통제가 불가능한 

독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Carr, 2010).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사용은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요 발생으로 인한 경제  문제(박지선, 2012)와 

더불어 분노나 폭발  성향,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

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 숙, 2013). 이러한 

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독이나 게임 독에 

한 사회  인식과 노력은 높은 반면 올바른 스마

트폰 사용법이나 규제와 같은 스마트폰 독 련 

제도는 미흡하여(윤 숙, 2013), 학생의 75%가 

스마트폰 사용에 한  지도나 상담을 받아본 

이 없는 등(허지혜, 2013) 실제 청소년을 상으

로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한 교육 로그램

이 제 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차원의 심과 책마련이 시 한데 청소년기

는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 이 시기

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폰 독 방 로그램을 개발

하고 청소년들에게 용하여 스마트폰에 한 올바

른 인식과 사용 습 을 형성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 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스마트

폰 독에 한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효과

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독을 치료하고 방

하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스마트폰 독 련 

논문을 분석한 연구로는 학술지와 박사논문 54편

만을 상으로 연구주제, 연구 상, 연구방법, 자료

수집방법에 한 분석을 실시한 김학범(2013)의 연

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에서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는 단 7편만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스

마트폰 독에 한 연구의 총체 인 주제와 청소

년의 스마트폰 독과 련된 청소년의 특성을 

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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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련된 연구물이 나오기 시작한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국내 석･박사논문과 학술지에 발표

된 청소년 스마트폰 독 련 선행연구들을 종합

하여 연구논문의 주제별 흐름과 연구결과를 악

함과 동시에 비슷한 연구들이 반복되는 비효율성

을 감소시키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 연

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

된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독 련 연구논문을 분

석하여 연구논문의 주제별 흐름을 확인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을 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해 시도되었으며 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독 련 연구의 연

도별 분포  연구출처, 연구주제를 분석한다.

2)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독 련 연구의 연

별 주요 어를 개념별로 분석한다.

3)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 연구들의 

변인들을 분석한다. 

4)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방  개입 방안 

연구를 분석한다. 

5) 청소년 스마트폰 독실태 련 연구를 분석

한다.

6) 청소년 스마트폰 독척도 개발연구를 분석

한다.

7)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에 한 인식연

구를 분석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

표된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독 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경향과 문제 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는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독과 련

된 논문 169편을 상으로 하 다. 논문의 선정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4U), 국가 자도서 (국회도서 , 국립 앙도서

)에 등록된 국내의 석사  박사 학 논문, 련 

학회지와 학술 논문집을 상으로 하 다. 주요검

색어는 ‘청소년’과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하 다 ‘청소년’ 연령을 어디까지 한정할

지에 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9-24

세에 해당하는 연령 를 기본 으로 고려하되 

등학교 5-6학년생부터 고교생까지를 연구 참여자

로 한 경우에 한정하기로 하 다.

3. 연구 상 논문의 분석

논문의 분석은 기존의 논문분석 연구들 (박승민 

등, 2005; 권재환, 2008)의 분석방법을 참고로 다음

과 같은 분석기 을 정하 고 자료의 분석은 실수

와 백분율을 사용하 다.

4. 연구 상논문의 분석기

1) 연구발표년도는 1년 단 로 분석한다.

2) 논문의 종류는 박사학 논문, 석사학 논문, 

학술지논문으로 구분한다.

3) 연도별 주요 어의 빈도를 분석한 후 개념이 

비슷한 주요 어들을 묶어 개념별로 구분하

다. 개념은 개인 련 변인, 가족 련 변인, 학

교 련 변인, 스마트 기기 련 변인  기타

로 분류한다. 

4) 연구주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들,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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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스마트폰 독실태, 청소년 스마트폰 

독 척도개발, 스마트폰 독  방인식으

로 분류한다.

5)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들에 

한연구는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

인, 스마트폰 독과 상 이 있는 변인, 스마

트폰 독의 향을 받는 변인에 한 연구로 

분류하고 각 변인들은 개인 련 변인, 가족

련 변인, 학교 련 변인, 스마트기기 련 변

인  기타로 분류한다.

6)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방  개입 방안 

연구는 연구 상과 로그램별로 분류한다.

7) 청소년 스마트폰 독실태 련 연구는 연구

상,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독수 , 

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분석하여 요약한다.

8) 청소년 스마트폰 독척도 개발 연구를 요약한다. 

9)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에 한 인식연

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분석한다.

Ⅲ. 연구결과

1. 연도별 분포, 연구출처  연구주제

본 연구 상 논문 169편을 분석한 결과 상 논

문들의 연도별 분포, 연구출처, 연구설계, 연구 상

자는 <표 1>과 같았다. 연도별로 2014년이 63.3%

로 가장 많았고, 2013년 29.6% 순 이었다. 연구 출

처는 석사학  논문 74.6%, 학술지논문 22.5%, 박

사학  논문 2.9% 순 이었고, 연구주제는 청소년들

의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에 한 연구가 

87%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의 연도별 분포  연구출처, 연구주제
(N=169)

변수 구분 N(%)

출 연도 2012 12(7.1)

2013 50(29.6)

2014 107(63.3)

연구출처 학술지 38(22.5)

석사학 논문 126(74.6)

박사학 논문 5(2.9)

연구주제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 147(87.0)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 58(39.5)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 52(35.4)

     스마트폰 독의 향을 받는 변인 34(23.1)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방  개입 방안 13(7.7)

청소년 스마트폰 독실태 7(4.1)

청소년 스마트폰 독 척도개발 1(0.6) 

스마트폰 독 방  인식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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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주요 어

본 연구 상 논문의 주요 어를 개념별로 분류

한 결과 개인 련 변인을 다룬 연구가 2012년 63%, 

2013년 56%, 2014년 47.3%로 가장 많았고, 2012년

에는 우울과 인터넷 게임 독이 5편, 2013년에는 

정신건강과 불안이 9편, 2014년에는 불안과 자기 

통제력이 19편으로 가장 많았다. 

<표 2> 연도별 주요어

년도 구분 주요어 N(%)

2012

개인 련

변인
우울(5), 정신건강(3), 불안(2), 자기통제력(2), 자기행동, 수면부족, 스트 스(2)  16( 50.0)

가족 련

변인
부모양육태도(4) 부모자녀의사소통   5( 15.6)

스마트폰

련변인
인터넷 게임 독(5), SNS(2), Facebook, 미디어 독,   9( 28.1)

기타 친구 계(2)   2(  6.3)

Total  32(100.0)

2013

개인 련

변인

정신건강(9), 불안(9), 우울(6), 자기통제력(4), 근거기반(2), 성격(2), 스트 스

(2), 정서표 (2), 독(3), 독행동(2), 거  민감성, 공격성, 기질, 목표 요

성, 사회성, 소외감, 수용, 시간 , 스트 스 처방식, 신체증상, 애착, 재, 

자기조 , 자아존 감, 지각된 유용성, 추상  사고, 해석수

 58( 56.9)

가족 련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3), 다문화가정(2), 부모양육태도(2), 부모 재, 부모자녀 

갈등,
  8(  7.8)

학교 련

변인
학업스트 스(2)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부 응, 학교 응   5(  4.9)

스마트폰

련변인

인터넷 독(2), 사용자 만족도,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사용유형, 인터넷 과다

사용, 태블릿PC, 테크노스트 스, SNS, SNS 사용정도, SNS 독, 디지털 디

톡스

 12( 11.8)

기타
친구 계(9), 개입 로그램, 범죄, 비행, 심층면 , 성장 마인드세트, 방교

육 로그램, 념 치료, 래애착, 행동정체성, 행 ,
 19( 18.6)

Total 102(100.0)

2014

개인 련

변인

불안(19), 자기통제력(19), 우울(12), 정신건강(9), 스트 스(4), 독(4), 의사소

통(2), 개인  특성, 내 자기애, 인불안, 화단 , 부 정서, 불안  성

인애착, 비만 련 생활습 , 사회  회피, 수면시간, 수면부족, 신앙생활, 심

리  강인성, 심리  안녕감, 스마트 폰에 한 인식, 의사소통능력, 외로움,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충동성, 학습된 무기력, 

 91( 56.2)

가족 련

변인

부모 양육태도(11), 부모-자녀 의사소통(9), 가족기능(2), 가족갈등, 가족 의사

소통, 부모감독, 부모와의 계,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 애착,
 28( 17.3)

학교 련

변인
학교생활 응(3), 진로포부, 학업 스트 스, 학업  자기 효능감,   6(  3.7)

스마트폰

련변인

게임 독(2), 청소년 인터넷 독(2), 스마트폰 사용특성, 스마트폰 게임 독, 

스마트폰의 사용수 , 스마트폰 사용정도, 스마트폰 체험, 아이폰, SNS 독, 

온라인 의사소통,

 12(  7.4) 

기타
친구 계(13), 사회 지지(3), 래 계, 래 애착, 복지, 청소년 문제, 치료  

노래 만들기, 통합 술치료 로그램, Q방법론, 상학  연구, 화해
 25( 15.4)

Total 16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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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N(%) 개념 N(%) 변인들 (N*)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 

149(100)

 

개인 련변인

79(53)

자기통제력(15), 성별(10), 우울(9), 생활스트 스(7), 불안(6), 충동성(5), 자기효

능감(4), 공격성(3), 외로움(3), 자아존 감(2), 정신건강(2), 주의산만(2), 감각추

구성향(1), 내  자기애(1), 인 계(1), 스트 스 처방식(1), 실행기능결함

(1), 애착회피(1), 역기능  인지(1),  안녕감(1), 용돈(1), 자극추구성향(1), 

정서표 (1),

가족 련변인

33(22.1)

부모의양육태도(10), 부모와의 의사소통(7), 가정폭력경험(3), 부모애착(3), 가정

불화(1), 가족기능(1), 가족식사에 한 인식(1), 가족 식사빈도(1), 가족응집성

(1), 가족 응성(1), 부모의 간섭정도(1), 부모자녀갈등(1), 부모 재(1), 스마트폰 

사용에 한 부모의 태도(1) 

친구 련변인

6(4)
래압력(2), 래애착(1), 래와 의사소통능력(1), 친구 계(1), 친구지지(1), 

학교 련변인

13(8.7)
학교만족도(5), 학업스트 스(5), 학교 응(2), 학습능력(1)

스마트폰 련

변인 12(8.1)

스마트폰사용시간(5), 스마트폰 이용동기(3), 스마트폰 기 감(1), 스마트폰 사용

만족도(1), 스마트폰 의존유형(1), 스마트폰 주 사용기능(1), 

기타 6(4) 사회  지지(3), 사회  유 계(1), 사회  축(1), 사회  정체성(1),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

78(100)

개인 변인

49(62.8)

불안(5), 스트 스(4), 우울(4), 자아존 감(4), 자기통제력(4), 공격성(3), 정신건

강(3), 충동성(3), 사회성(2), 수면부족(2), 거 민감성(1), 기질  성격(1), 내

 자기애(1), 인 계(1), 분노억제(1), 분노표출(1), 비만 련생활습 (1), 신앙

(1), 애착불안(1), 애착회피(1), 안녕감(1), 외  자기애(1), 자기조 학습능

력(1), 자기효능감(1), 정서행동문제(1),

가족 련 변인

11(14.1)

부모의 양육태도(5), 부모애착(2), 부모자녀 의사소통(2), 가족응집성(1), 가족

응성(1) 

친구 련 변인 래애착(2), 래 계(1), 친구지지(1), 따돌림(1),

3. 연구주제별 분석

1)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연구 

체 분석 상 연구  87%가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을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었는

데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연구로서, 련변인에 한 연구들  

39.5%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변인들을 개인  변

인과 환경  변인, 스마트폰 련 변인으로 분류한 

결과 개인  변인으로는 자기통제력이 15편, 가족

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10편, 학교 련 

변인으로는 학교만족도 5편, 스마트폰 련 변인으

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5편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유형은 스마트폰 독과 상 이 있는 

변인들에 한 것으로서, 련변인에 한 연구들 

 35.4%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변인들을 살펴

보면 개인  변인으로는 불안이 5편, 학교 련 변

인으로는 학교생활 응 2편, 가족 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5편, 스마트폰 련 변인으로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2편으로 가장 많았다. 

세 번째 유형은 스마트폰 독의 향을 받는 

변인에 한 연구로서 련변인에 한 연구들  

23.1%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 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  변인으로는 인 계와 사회성이 3편, 가족

련 변인으로는 가족 간 화단 이 2편, 학교

련변인으로는 학교생활 응이 9편으로 가장 많았

다<표 3>.

<표 3>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들
(N=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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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N(%) 개념 N(%) 변인들 (N*)

5(6.4)

학교 련 변인

5(6.4)
학교생활 응(2), 교사지지(1), 통학구역(1), 학업성취도(1),

스마트폰 련

변인 6(7.7)

스마트폰 이용동기(2), 스마트폰사용시간(1), 스마트폰사용양상(1), 인터넷 과다

사용(1), 인터넷 독(1)

기타 2(2.6) 사회  지지(1), 사이버 폭력(1), 

스마트폰 

독에

향을

받는변인

50(100)

개인  변인

37(74)

인 계(3), 사회성(3), 공격성(2), 무력감(2), 소외감(2), 자아존 감(2), 정신건

강(2), 경부통증(1), 과잉행동(1), 공감능력(1), 독서량감소(1), 문제행동(1), 수면

습 (1), 신앙생활(1), 자살충동(1), 집 력(1), 추상  사고력과 성장마인드세트

(1), 충동성(1), 학업성취도(1),

가족 련변인

6(12)

가족간 화단 (2), 가족기능성(1), 가족응집성(1), 부모와 갈등(1), 부모자녀 의

사소통(1), 

친구 련변인

2(4)
교우 계(1), 래 계(1),

학교 련변인

4(8)
학교생활 응(9), 진로장벽(1), 진로포부(1), 진로미결정(1), 학업지연행동(1) 

스마트폰 련

변인 1(2)
온라인 의사소통(1),

* 복응답

2) 스마트폰 독 방  개입방안

스마트폰 독 방  개입 방안에 한 연구

는 체 분석 상 연구  7.7%를 차지하고 있었

다. 연구의 상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7

편으로 가장 많았고,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가 5편이었다. 로그램의 내용은 미술치료와 집단 

상담이 3편으로 가장 많았다<표 4>.

<표 4> 스마트폰 독 방  개입방안
(N=12)

연구 상자(N) 개입방안 (N))

학생(7)

등학생(5)

 

 

 

   

집단미술치료 로그램(3)

집단상담 로그램(3)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 (2)

앱 교육 로그램(1)

스마트폰 독 방 로그램(1)

통합 술치료 로그램 (1)

치료  노래만들기 (1)

3) 청소년 스마트폰 독실태 

체 분석 상 연구  4.1%가 청소년 스마트폰 

독 실태를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스마

트폰 사용시간은 등학생의 경우 1시간미만과 1

시간-2시간미만(각각 한편), 학생은 2-3시간미

만, 문계 고등학생은 1-2시간미만으로 사용한다

가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독수 은 고 험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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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등학생의 경우 0.9-7.2% 수 이었으며, 

학생은 8.3%, 고등학생은 4.1%이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등학생, 학생, 고

등학생 모두 SNS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5>.

<표 5> 스마트폰 독실태
(N=7)

연구 상자(N) 스마트폰 사용시간(N) 고 험군 비율(N) 주로사용하는기능(N)

등학생(3)
1시간미만(1)

1-2시간(1)

7.2%(1)

1.0% (1)

0.9%(1) 

0.0% (1)

SocialNetwork Service (3)

학생(1) 2-3시간(1) 8.3%(1) SocialNetwork Service (1)

문계 고등학생 (1) 1-2시간(1) 미조사 SocialNetwork Service (1)

, , 고등학생 (2) 미조사

등학생: 1.0%

학생: 2.1%

고등학생: 4.1%

청소년: 2.1%

SocialNetwork Service (2)

4) 청소년 스마트폰 독 척도개발

체 분석 상 연구들  1편(0.6%)만이 청소년 

스마트폰 독 척도 개발에 한 주제를 다루고 있

었다. 이는 인터넷 독이나 휴 폰 독 측정 도

구들의 용어들을 스마트폰 독과 련된 용어로 

수정하여 도구를 개발한 것에서 발 하여 스마트

폰 독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구를 

제작하고자 하 다. 

5) 스마트폰 독  방에 한 

인식연구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방에 한 인식 연구

는 스마트폰 독에 한 인식을 질  심층인터뷰

로 조사한 1편(0.6%)에 불과하 고, 연구 상자도 

10명  1명만이 청소년(고등학생)이었다. 연구문

제는 연구 참여자들은 어떠한 경험 속에서 스마트

폰 독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 참여자들

은 스마트폰 독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 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독의 문제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

폰 독 방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련된 연구물이 나오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독 

련 연구논문의 주제별 흐름을 살펴 으로써 스

마트폰 독에 한 반 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

를 기반으로 한 방 책의 기 를 마련하기 해 

시도되었다.

‘청소년 스마트폰 독’ 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2010년부터 2011년 까지는 성인을 상으로 

한 스마트폰 독연구가 10편 검색될 뿐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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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스마트폰 독 연구는 검색되지 않았

다. 반면 2012년 12편(7.1%)에 불과하던 연구가 

2013년 50편(29.6%), 2014년 107편(63.3%)으로 나타

나 매년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독에 한 연구

가 속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

트폰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청소년들로 하여  

스마트폰 독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 이를 해결하기 해 우리사회가 심

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출처는 학 논문이 77.5%(석사 74.6%, 박사 

2.9%)로 학술지 논문(22.5%)보다 많았다. 이는 청

소년 인터넷 독에 한 연구 분석결과 학 논문

이 86%로 나타난 박승민 등(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주요 어를 분석한 결과 개인 련 변인이

나 스마트폰 련 변인 들을 주로 측정하고 있었으

며 각각의 변인을 측정하기 해 다양한 개념을 측

정하고 있었다. 개인 련 변인의 측정을 하여 불

안, 우울, 정신건강, 자기통제력, 스트 스 등이 가

장 많이 연구 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는 학업

과 부모의 기 에 한 스트 스로 인해 더 많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등 정신건강이 받고 있으

며(도 혜, 2008), 독은 스스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자기 통제력은 독에 

향을 주는 개인  변인들  가장 핵심 인 요인

(이윤미, 2014)이라고 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의 청

소년 스마트폰 독 련 연구는 한해에 수십 편의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나, 주제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 연구가 체의 87%로서 스마트폰 독과 

련되는 변인 탐구 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주제에 한 연구의 수행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유형은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연구로서, 련변인에 한 연구들  

39.5%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특정변인들

과 스마트폰 독경향 간에 인과  계가 있는지

를 밝히고 있는데 개인  변인으로는 자기 통제력

이, 가족 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

련 변인으로는 학교만족도, 스마트기기 련 변인으

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정명순, 2014), 부

모의 양육태도(김태진, 2014)  학교만족도(이수진

과 문 , 2013)는 스마트폰 독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양유희, 2014) 나타났

다. 이는 자기 통제력은 행동조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변화시켜 자신의 행동을 조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정을 심으로 한 기화 사회화 과정에

서 형성되고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의하여 발달

된다는 선행연구(Gottfredson과 Hirschi, 1990)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유형은 스마트폰 독과 상 이 있는 

변인들에 한 것으로 련변인에 한 연구들  

35.4%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스마트폰 

독과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과의 상

계를 구하거나 스마트폰 독집단과 비 독

집단간의 차이를 검토하 다. 이를 살펴보면 스마

트폰 독과 련된 개인  변인으로는 불안이, 가

족 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많았

는데 양육태도와 불안은 스마트폰 독 경향성과 

유의미한 정 상 (백소진, 2014)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스마트폰 독의 향을 받는 

변인에 한 연구로서 스마트폰의 독  사용은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  변인으로는 인 계와 

사회성, 학교 련 변인으로는 학교생활 응이 가족

련 변인으로는 가족 간 화단 이 가장 많았다. 

이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독으로 인

해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화가 단 되고(오 덕, 

2014), 학교생활에도 잘 응하지 못하는(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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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등 인 계(유 림, 2014)와 사회성발달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년, 2013).

이러한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들에 한 

연구들은 스마트폰 독과 련 변인들의 계만 

밝히고 있음으로 이러한 변인들과 어떠한 계가 

어떤 방향으로 성립이 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

하 다. 한 스마트폰 독과 인과  계로 설명

되는 변인도 있으나 서로 향을 미치거나 순환  

인과 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한 변인도 있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변수들 간의 계를 보다 심층

으로 조사하여 스마트폰 독의 본질 인 원인

을 악해 보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스마트폰 독 방  개입 방안에 한 연구

는 체 상논문  7.7%로 비교  은비율로 연

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미술치료는 스마

트폰 독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소 , 

2013) 인 계(마기순, 2014), 자기효능감  학교

생활 응을 향상시키는(박성미, 2014)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집단 상담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방

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2014; 정서림, 2014).

이 주제는 우선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들

을 찾아내는 연구가 선행된 후에 수행이 가능한 연

구주제로 스마트폰이 우리사회에 등장하여 상용화 

된지 채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실 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

이 속히 증가하 고, 스마트폰 독증상이 의심

되는 청소년들에 한 개입  독 방의 필요성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제의 연구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이들 연구들은 부분 집단 상담의 형식으로 운

되는 방이나 치료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주제를 택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활동에 한 애

착이 형성된 단계에서 독  사용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는 이차 방이 요하며

(Orford, 2001), 이를 해서는 원인을 차단하고 자

아개념을 개발하고 가족이나 친구 계를 개선하기 

한 집단상담 등이 필요함(서울시 마약퇴치운동

본부, 2012)을 고려할 때 한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독을 근본 으로 방하

기 해서는 스마트폰 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독의 

개념을 악하여 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독실태에 한 연구는 체

분석논문의 4.1%를 차지하 는데 참여자들의 고

험 사용군 비율과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으

로 주로 이용하는 기능 등의 간단한 실태에 해 

언 한 연구가 부분이었고, 국규모의 표집을 

상으로 한 범 하고 구체 인 실태조사는 거

의 없었다. 각 연구에서 나타난 스마트폰 독수

을 보면 고 험군 비율이 등학생의 경우 

0.9-7.2%, 학생은 8.3%, 고등학생은 4.1%로 학

생의 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고생의 7.6%가 문 인 지원이 필요한 스

마트폰 고 험군이라고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의 연구와 인터넷 독 련 연구를 분석하여 

학생의 독정도가 높다고 한 박승민 등(2005)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학생은 고등

학생에 비해 학업에 한 부담이 어 여가시간이 

상 으로 많기 때문이라 생각되므로 스마트폰 

독의 험을 낮추기 해 학생의 특성에 맞는 

여가활용 로그램의 제작이 시 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등학생의 경우 1시간미

만과 1시간-2시간미만(각각 한편), 학생은 2-3시

간미만, 문계 고등학생은 1-2시간미만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이 가

장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해 스마트폰 

독의 비율 한 높음을 시사한다. 한 , , 고등

학생 모두 주로 이용하는 기능은 SNS로 나타났는

데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즐거

움이나 추억공유 등이 목 (이창호 등, 2012)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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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 개인의 인 계 특성에 

맞는 로그램을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건 하게 

SNS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에 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 간에 

진실된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매체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체 분석 상 연구들  0.6%(1편)만이 청소년 

스마트폰 독 척도 개발에 한 주제로 연구가 수

행되었는데 이는 체 분석 상 논문  2편을 제

외한 모든 연구들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정도

를 측정하기 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

발한 스마트폰 독 척도를 사용한 것과도 같은 맥

락으로 보인다. 이 도구는 인터넷 독척도와 휴

폰 독척도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상으로 개발된 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상

태이나 좀 더 다양한 근법으로 청소년의 스마트

폰 독정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앞으로 더욱 활

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

체 분석 상 연구들  스마트폰 독  방

에 한 인식연구 한 1편으로 조하 다. 질

연구는 상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개인과 

집단의 동기, 의미, 감정 등과 같은 주  삶의 세

계에 근할 수 있다(김문실 등, 2011). 따라서 청

소년들이 스마트폰 독을 어떻게 인식하고 독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지를 밝 냄으로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독 방을 한 아이디어

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주제 한 청소년

의 스마트폰 독과 련한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이 사회  문

제로 주목받고 있는 시 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독 연구의 주제별 흐름을 악하고 정리하 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제

별 분석에 을 두었기 때문에 각 연구들이 사용

한 연구방법론에 한 분석까지는 하지 못하 다

는 한계가 있다. 한 분석된 변인들  가장 향

을 주는 변인에 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상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론별 연구동향을 분석하거나 어떠한 변인

이 가장 향을 주는 지에 해 분석하고, 효과크

기를 알 수 있는 메타분석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

표된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독 련 연구논문

을 분석하여 연구논문의 주제별 흐름을 확인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을 한 연구방향을 제

시하기 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연도별로 2014

년이 63.3%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출처는 석사학

 논문이 74.6%로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별로는 청소년 스마트폰 독과 련된 

변인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스마트폰 독에 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독과 상 이 있는 

변인들로는 불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많았

으며, 스마트폰 독의 향을 받는 변인으로는 학

교 생활 응과 가족 간 화단 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독 방  개입 방안에 한 연구

는 주로 집단 상담의 형식으로 운 되는 방이나 

치료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주제를 택하 고 

청소년 스마트폰 독 실태 연구들은 학생 집단

에서 고 험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

소년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기능이 

SNS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SNS 활용방안이 요

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폰 독의 본질 인 원인을 악해 

보는 연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

겠다.

둘째.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을 해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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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지도와 련

된 교육 로그램이 제작되고 실시되어야 하겠다. 

셋째,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독

과정  탈 독과정을 밝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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