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39

http://dx.doi.org/10.14400/JDC.2016.14.4.239

마음의 창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연구

백현기*, 하태현**

원광대학교 마음인문연구소*,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smartphone addiction and 

personality type

Hyeon-Gi Baek
*
, Tai-Hyun Ha

**

The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Wonkwang University*

Dept. of Fire Protection and Safety, Woos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진 마음의 창 유형으로 개방형, 주장형, 신중형, 고립형의 네 기질들로 분류하
고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북소재 3개 중학생 406명 이었으며, 측정도구로는 
Luft(1970)의 ‘조해리 마음의 창’ 검사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성별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점은 크지 않
으나 남학생의 경우 내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크고, 여학생의 경우 일상생활장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둘째, 학년에 따른 차이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장애, 내성은 통계적
으로 매우 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음의 창 유형과 스마트론 중독간의 분석결과 주장
형과 고립형은 스마트혼 중독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반면, 개방형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마음의 
창 유형이 스마트폰 중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마음의 창 유형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심각한 유형은 신중형과 고
립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신중형과 고립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주제어 : 스마트폰 중독, 탐색적 연구, 청소년, 마음의 창, 인간관계 유형

Abstract In this study, the personality type of youths was divided into 4 areas: Open, Blind, Hidden and 
Unknown, and the four different types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impact on smartphone addi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06 middle school students in Jeonbuk province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of youth and the personality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smartphone addiction in youth between genders is not large, but males were largely affected by 
tolerance, while females by difficulty of daily living. Second, the differences of smartphone addiction between 
grades found that difficulty of daily living and toler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Third, the result 
of co-relationship between the Johari window type of mind and smartphone addiction showed that blind type 
and unknown typ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ut open type had a negative impact. 
Finally, analysis of variables about whether a type of mind affected smartphone addiction showed that there 
was a relationship.
The most serious type of addiction to smartphones showed in hidden type and unknown type. Therefore in 
developing programs to treat smartphone addiction it should seek specific measures to help thes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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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

세로 가구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4년에 스마트폰 가

입자가 4천만 명을 돌 하 다[1]. PC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의 경우 특정장소에 머물러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공·사 인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이용하

여 자신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

게 되었다[2].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독의 원인을 규명한 

이민석[3]은 스마트폰이 가져다  정 인 부분도 많지

만 독과 같은 부정 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재생산될 

수 있음을 지 하며 자기감시나 외로움의 증가가 스마트

폰 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홍지 외[2]는 스마

트폰 독의 측 요인에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독

은 이용자의 인구사회  속성보다는 자기효능감과 감각

추구성향과 같은 심리  변인과 TV나 라디오와 같은 기

능의 이용정도에 의해 측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신체 으로는 

시력 하, 수면장애 등 문제를 일으키며 산만함, 인

계문제, 폭력성 발  등 정신 ･사회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5].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 화 기능에 컴퓨터처럼 사용

자 심의 운 체제(OS, Operating System)를 탑재하여 

통화기능 외에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장

으로 이용 가능  하며,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 기능

을 융합시켜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은 업무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  요 으로 인한 경제  문제, 

언어 괴, 음란, 폭력, 게임 독, 자  등으로 인한 다

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사회  문제

도 일으키고 있다[2]. 스마트폰의 속한 성장에 따라 일

부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독을 의

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독

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격한 신체 , 정신  변화

를 겪고, 정체감의 기를 느끼는 시기이며[7], 성인에 비

해 자기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 독, 휴

화 독 등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8, 9, 10]. 김보윤

[11]과 박지순[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상 으로 통제력이 낮기 때문에 스마트폰 독으로 인

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스마트폰 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향과 

더불어 스마트폰 이 인간 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원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인간

계 연구 에 조해리 마음의 창(Johari's window of 

mind)은 자기인식 는 자기이해의 모델이다. 자기성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의 인지 변화를 나타내는 심

리학 모델로 미국심리학자인 조셉 루 트(Joseph Luft)

와 해리 잉햄(Harry Ingham)에 의해 개발되었으며[13], 

두 심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조해리 마음의 창(Johari's 

window of mind)’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음의 창은 인간

계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즉 나를 얼마나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  수 

있는지에 한 부분과 나 자신도 모르는 나와 감추려는 

나에 해 단할 수 있어 스마트폰 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조해리의 마음의 창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스마트폰 

독 계를 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

하 다.

연구문제 1. 분석된 마음의 창 유형들은 스마트폰 

독과 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조해리의 마음의 창  타인에게 알려진 

역과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넓은 개방 

역이 넓을수록 인 계  사회성도 

좋아 스마트폰 독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조해리의 마음의 창  타인에게 알려지

지 않은 역과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

에 한 부분이 넓은 폐쇄(고립) 역이 

넓을수록 스마트폰 독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조해리의 마음의 창

마음은 인간 계에서 가장 요한 것으로 인간 계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 계에서 마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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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마음의 창이라는 도구를 통해 소통에 하여 알

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마음의 창은 1950년 에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루 트(Joseph Luft)와 해리 잉햄

(Harry Ingham)이 집단역학에 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서 개발한 모델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인간 계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으로 마음의 역할을 설명하는 자기 개

방 모형이었으나  다양한 시도와 응용을 통하여 인

간 계를 연구, 개선하는 모델로 사용되어 왔다[13]. 재

도 기업체나 소통이 필요한 곳에서는 자기 개방 모형으

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상담심리에서는 인간 계를 진단

하는 나와 타인간의 소통에 하여 진단지 는 분석틀

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의 소 트스킬, 력, 감정이입, 

행동, 그룹  그룹간의 개발과 인간 개발 등에 한 

강조와 심이 모아지면서 조해리의 자기개방 모델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창은 개인의 

개발, 커뮤니 이션, 인간 계,  개발과 간 계, 

집단 역학 등을 개선하기 하여 자아인식을 이해하고 

훈련하는데 리 사용되는 모델이 되었다.

인간의 자아 안에는 ‘조해리 마음의 창(Johari's window 

of mind)’에 있는 네 가지 유형이 모두 다 공존한다. 한 

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표출 되는 유형

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이라할지 

라도 사람에 따라 자아가 차지하는 비 이 더 클 수도 있

고 작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세분화한다면 이 같은 비

의 차이에 따라 사람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 모델

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아는 주  자아와 객  자아

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내 안의 ‘나’와 남이 바라보는 ‘나’의 

끊임없는 화 속에서 한 사람의 자아가 구성된다. 이 모

델은 자기개방 정도와 피드백을 통해 자기이해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개방과 피드백이 교차하는 지 에 

따라 자아는 네 가지 유형  하나에 속하게 된다[14]. 이 

이론을 처음 발표하 을 때에는 단순히 인간 계의 유형

을 분류하기 한 것이었으나 이후 다양한 시도와 응용

을 통해 인간 계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요한 모델로 

사용되어져 왔다[15].

‘조해리 마음의 창(Johari's window of mind)’은 자기

공개의 정도를 악하는 10개 카테고리로 된 질문과 동

일한 카테고리의 피드백을 얻는 정도를 악하는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질문이 교차하는 정 앙의 5 은 

제외하고 공개  역(publicarea)이 가장 넓은 사람을 

개방형, 맹목  역(blind area)이 가장 넓은 사람을 자

기 주장형, 숨겨진 역(hidden area)이 가장 넓은 사람을 

신 형, 그리고 미지의 역(unknown)이 가장 넓은 경우

를 고립형으로 분류하 다[13].

첫째, 개방형이다[13]. 내가 나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동

시에 타인도 아는 개방된 역(open area) 는 공개  

역이다. 내가 아는 부분이고 이를 자유롭게 상 방에게 

공개해서 상 방도 알고 있는 나에 한 사항이다. 공개 

정보는 당신의 이름, 결혼 여부, 어느 학을 갔는지, 당

신의 취미, 당신의 선호 스포츠와 같이 기본 인 것 일 

수 있다. 는 가치 , 미래의 꿈, 가족 심사 는 정치

 견해와 같은 더 깊고 사 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유리창 형이라고도 하며 공개  역이 가장 넓은 

사람을 지칭한다. 체로 인간 계가 원만한 사람들이다. 

느낌, 생각, 행동 등의 자기표 을 하게 구사하며 다

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친 감을 주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개  

역이 넓은 사람은 말이 많고, 주책이며 경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인간 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둘째, 주장형이다[13].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알

고 있는 나에 한 정보이다. 즉 개인의 행동습 , 특유의 

말버릇 등이 포함된 맹목  역(blind area)이 많은 사람

인데, 독선  인간, 자기 주장형, 자기 선 형이라 한다. 

황소형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기분이나 의견을 잘 

표 하여 나름 로 자신감이 넘치고 솔직하고 시원시원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 심하고, 치가 없으며 

둔감하여 때로는 독선 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타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 이 부분이 

넓어진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불신

하고 비 하며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 인 의

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자기도취 인 사람이거나 이와는 반 로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좋은 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이 유형

에 속할 수 있다. 이 역은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피드백

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을 축

소시키기 해서는 타인의 조언이나 생각을 진지하게 받

아들이는 자세가 요하다. 주장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

에게서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심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해 말을 많이 하는 유형이다. 

자신에 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으면 성공한 일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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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나 친구, 동창생, 심지어는 그냥 아는 사람에 한 자

랑까지 늘어놓으면서 자신에 해 과장되게 선 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효과를 크게 신뢰하

지 않으면서 가볍게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어느 정도 

화는 가능하다. 강한 자아의식으로 자신의 견해에 한 

확신이 가득한 반면, 타인들의 견해에 하여 불신하게 

된다. 스스로가 항상 올바른 해답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

며 자신들의 권 를 강조하게 된다. 

셋째, 신 형이다[13]. 신 한 인간형으로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 즉 나의 비

이나 약 을 의미하는 숨겨진 역(hidden area) 는 

은폐된 역이 넓은 사람이다. 올빼미형이라고도 하며 

자기의 종교 , 정치  소견이나 소속, 개인의 의료 문제, 

삶의 장기 인 목표 등 개인 이라 단되는 역을 포

함하여 거의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타인에 해서는 

수용 이며 속이 깊고 신 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경청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타인은 그가 어떤 생각,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쉽게 근하기가 어렵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긴

장과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자기개방을 두려워하는 경향

이 있다. 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으로 자기개방을 통

해 다른 사람과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 

넷째, 고립형이다[13]. 거북형이라고도 하며 고립된 인

간형으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역이 

넓은 사람으로 나에 한 미지의 역(unknown area)이 

가장 넓다. 이 역에는 우리의 숨은 욕망, 잠재 인 재능 

등이 포함된다.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지도 않을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

태에서는 정상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기 

폐쇄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간 계에 소극

이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

신에 한 지속 인 심과 통찰을 하면 이러한 부분을 

알게 된다. 이 역이 넓은 사람은 고립되어 있고 심리

으로 고민이 많으며 부 응 인 삶을 살아갈 경향이 높

다. 인간 계에 좀 더 극 이고 정 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 계 개선을 해 미지의 역을 이

고 공개  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조해

리 마음의 창(Johari's window of mind)’은 감정과 행동

에 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타인

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모두 네 역으로 나뉜다. 

‘조해리 마음의 창(Johari's window of mind)’을 통해 사

람을 바라보면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궁극

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방식을 조 할 수 있는 능력

이 향상된다[16].

에서 살펴본 네 역들은 자기개방과 피드백의 활

동의 극성에 따라 확장 는 축소된다. 개방된 역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 같이 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

방  의사소통이며 이해를 제로 하는 인간 계의 형

이다. 따라서 개방된 역이 넓은 사람은 인간 계가 원

만하고 하게 자기표 을 하며 타인의 피드백에 경청

하는 소통형 인간에 가깝다. 

‘조해리 마음의 창(Johari's window of mind)’의 4가지 

유형은 구나 자아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차지하는 유형의 비 이 다른 것

이며, 구와 계를 맺느냐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나타

난다. 인간 계에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일, 즉 자기개방, 말하기(신뢰, 노출)는 인간 계를 심화

시키기 해 매우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자기이해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에 해 어떻

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아는 일, 피드백, 듣기(존 , 수용) 

역시 요한 요인이다. 타인은 나를 비춰 주는 사회  거

울(social mirror)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반응 

속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 보는 것이다. 다만 공개 역의 

크기는 으로 구와 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3]. 

따라서 사람에 따라 차지하는 유형의 비 이 다른 것

이며, 구와 계를 맺느냐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나타

난다. 

2.2 스마트폰 중독

다양한 스마트폰의 특징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하

여  멀티태스킹을 하게 만들며 스마트폰 사용자 자신과 

스마트폰을 더욱 가깝게 연결시켜 스마트폰에 집 하게 

만들어 결국 몰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특정 상에 

한 과도한 집 은 몰입상태를 시작으로 각성, 보상, 강

화 등의 과정을 거쳐 단 상이나 강박 상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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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상으로 순차 으로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은 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과 사회  계가 복잡

해짐에 따라 사용자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는 이다. 특히 특정 기술이나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

는 독 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그 표 인 로 인

터넷 독과 휴 폰 독을 들 수 있다. 

독(Addiction)이라는 어 단어는 “〜에 사로잡히

다”, “〜의 노 가 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addicere’에

서 유래되었으며, 기에는 물질사용과 특정한 련성 

없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 독이라

는 개념은 물질사용과 련된 통제력의 손상을 의미하게 

되었다[17]. 그러나 김교 [18]은 물질 독과 행동 독을 

나 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며, 물질 독과 행동 독은 

모두 궁극 으로는 특정 행 로 래되는 욕구만족의 효

과를 소비하는 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유성호[19]는 독이란 특정 물질 는 계에 지나치

게 몰두 는 의존하여 신체 , 사회 , 심리 , 직업 인 

면에서 치명  손실을 가져오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휴 화 독은 유사한 특성을 가

지는 것으로 악하고 있으나, 인터넷과 휴 화의 특

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새로운 매체로서 기

존의 매체 독과는 다른 을 보일 것이라고 망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 이다. 기존 연구[20]에 의하면 

독 증상이 약물이나 화학 물질 이외에도 특정사용 행동

을 과도하게 하거나 집착을 보이는 등 사용자의 충동조

 문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한 새

롭게 등장하고 있는 행  독의 한 형태로 인터넷·휴

폰 독을 들 수 있으며, 스마트폰도 이러한 형태의 독

개념에 확장하여 함께 용할 수 있다. 특히, 자존감이 낮

거나 자기 억제력이 약한 청소년의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지나친 휴 폰 몰입은 그들의 생활 습

을 변화시키며, 학교나 학원에서의 무 제한 휴 폰 사

용과 문자나 게임의 이용은 학습의 태도와 자세를 올바

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21].

스마트폰 독은 인터넷, 미디어기능, 비즈니스 기능 

등 종합 인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용자들의 필요

를 충족시켜 다는 에서 고유의 특성을 가지므로 기

존의 개념에 스마트폰을 입하여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신 유 외[22]는 스마트폰 독

의 개념을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일상생활장애’, 실

에서 보다 가상공간에서 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가

상  인 계 지향성’, 스마트폰을 이 보다 더 많이 사

용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내성’,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이 단되거나 감소하면 조와 불안 는 강박  증상

이 일어나는 ‘ 단’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개념으로 설명

하고자 하 다. 

오 택 외[23]는 스마트폰 독을 특정물질의 유입 없

이 충동조 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나 습 성행

동장애(addictive behavior disorders)가 야기되는 행

독의 일종으로 악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한 단과 

내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

로 정의하 다.  

스마트폰 독은 기존의 인터넷 독과 피처폰 독

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인터넷  휴 화에 비

해 어디서든 조 씩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에서 

다른 독 기재보다 그 독의 강도가 상 으로 높아

진다고 본다[24].

스마트폰 독은 앞선 독의 경향성이 지속 으로 

이후의 독 성향에 향을 주고 시간에 따라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독에 한 

기존의 연구들[25, 26, 27, 28] 이 일 되게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문제에 있어 스마트폰 독과 한 계를 가진 인

간 계의 유형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문제의 

원인에 해 근하 으며 이를 가지고 청소년의 스마트

폰 독 문제를 방하기 한 기  연구로 삼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북소재 3개 학생 406명을 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 으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통계분석을 할 

수 없는 11명을 제외한 395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 연

구 상의 선정은 청소년들의 근상의 제한  때문에 비

확률 표집방법인 임의  표집을 사용하 다. 상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하기  연구의 내용에 해 충분히 설명

하 고 개인정보의 출이 없고 연구 참여가 포기 가능

하다는 것을 알렸으며, 응답자들은 이에 동의하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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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수집은 조사 상 학교에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조를 얻었다. 설문지는 기본 으로 직  학교를 방

문하여 연구목   방법에 하여 설명한 후 설문하 다.

3.2 측정도구

3.2.1 마음의 창 유형

본 연구에 사용된 마음의 창 유형 분석도구는 

Luft(1970)의 조해리 마음의 창 검사[13]로 타인이 알고 

있는 나와 타인이 알지 못하는 나를 알기 한 자기 공개 

문항 10문항과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에 한 것을 피드백 문항으로 하며 이 역시 10문항으로 

나 어 구성하 다. 그리고 각 문항당 1-5 으로 자기 공

개문항의 총 과 피드백문항의 총 을 각각 평균을 내어 

피드백의 수는 가로로 자기 공개는 세로로 놓고 개방

형, 자기 주장형, 신 형, 고립형의 네 가지 창을 만들어 

그 평균값을 네 가지 창에 입하면 상자 자신이 어디

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자기 공개 문항 10문항의 

Cronbach’s α값은 .874 고 피드백 10문항의 Cronbach’s 

α값은 .897로 신뢰수 이 높았다[12].

3.2.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독을 측정하기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9]이 개발한 ‘스마트폰 독 진단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스마트폰 보  확 로 인한 부정  폐해를 

방하는데 활용하고자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

발한 척도로 기존의 인터넷 독 척도와 휴 폰 독 척

도를 근간으로 스마트폰 독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4개의 하 요인(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단, 내

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요인별 문항수를 살펴보

면,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 단’ 

4문항, ‘내성’ 4문항 등 총 4개 요인의 1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은 Likert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  그 지 않다’의 경우 1 , ‘그

지 않다’의 경우 2 , ‘그 다’의 경우 3 , ‘매우 그

다’의 경우 4 을 주었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마음의 창 유형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에 미치는 향에 해 청소년 개인을 분석단 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 으며, 구체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상자인 청소년의 성별, 학년과 종속

변수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독 수 의 반  경향을 

악하기 해 빈도  평균, 표 편차와 같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본  연구가설의 지지여부를 검

증하기 에 수집된 데이터의 극단치와 자료분포, 코딩

에서의 오류와 같은 부분 등을 확인한 후 회귀분석의 기

본 가정인 사례 수, 다 공선성, 등분산성, 다변량 정규성

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 다. 한 이론 검토를 통해 도

출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다 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하여 가설의 지지여부를 확인하 다. 분석 

로그램은 SPSS 21.0을 활용하 다.

4. 연구결과

4.1 설문응답자의 특성

연구문제를 본격 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마음의 창 

유형, 성별, 학년별로 분류하 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마음의 창 유

형별 구성원 비율은 개방형 27.1%, 주장형 14.9%, 신 형 

24.6%, 고립형 33.4%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51.9%, 여성 48.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은 1학

년이 49.4%, 2학년이 25.3%, 3학년이 25.3%의 분포를 보

이고 있다.

Division Persons Ratio(%)

window of 

mind

open area 107 27.1

blind area  59 14.9

hidden area 97 24.6

unknown area 132 33.4

total 395 100.0

Gender

Male 205 51.9

Female 190 48.1

total 395 100.0

Grade

Grade1 195 49.4

Grade2 100 25.3

Grade3 100 25.3

total 395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4.2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Table 2>은 조사 상자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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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Gender Mean SD t p

difficulty of 

daily Living

Male 2.72 1.022
-1.938 0.053

Female 2.92 1.018

virtual-life 

orientation 

Male 2.56 1.104
1.804 0.072

Female 2.35 1.135

withdrawal
Male 2.58 1.094

1.868 0.063
Female 2.37 1.108

tolerance
Male 2.98 1.133

2.635
 0.009

Female 2.67 1.177

＊p<.05

<Table 2> Difference of Smartphone Addiction by
Gender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독의 4가지 하 역(일상생

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단, 내성) 한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Table 2>를 얻을 수 있었고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독립변인인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내성을 

제외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단은 조사 상

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 청소년 스마트폰 독의 차이

은 크지 않으나 하 요인별로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경

우 내성에 향을 받는 경우가 크고, 여학생의 경우 일상

생활장애에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2 학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Table 3>는 조사 상자의 학년에 따른 스마트폰 

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Separator Sex Mean SD F p

difficulty of 

daily Living

Grade1 2.74 1.033

5.333  .005Grade2 3.10 0.870

Grade3 2.68 1.100

virtual-life 

orientation 

Grade1 2.82 1.024

1.819 .164Grade2 2.56 1.117

Grade3 2.39 1.063

withdrawal

Grade1 2.32 1.180

1.800 .167Grade2 2.46 1.122

Grade3 2.58 1.102

tolerance

Grade1 2.41 1.045

3.469  .032Grade2 2.34 1.157

Grade3 2.4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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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Difference of Smartphone Addiction
by Grade

학년에 따른 차이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

변인인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내성

은 통계 으로 매우 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세계지향성, 단은 조사 상자의 

학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마음의 창 유형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마음의 창 유형과 스마트폰 

독정도 간의 상호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ersonality type Smartphone addiction

open area -.102**

blind area  .116**

hidden area .047

unknown area .206**

total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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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smartphone addiction

<Table 4>와 같이 마음의 창 유형의 하 유형인 주장

형, 고립형과 스마트폰 독정도에서 유의수  p<.01에

서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났다. 개방형은 스마트폰 독

에 부 인 상 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 형은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의 창 유형 

에서도 주장형, 고립형의 유형을 가진 청소년들이 스

마트폰에 더 독됨을 의미하고 있다.

4.3 마음의 창 유형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지 까지의 논의된 청소년들의 마음의 창 유형 변수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스마트폰 독에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Table 5>와 같이 스마트폰 독에 한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마음의 창 하  역  개방형, 주장형, 

고립형이 스마트폰 독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에 포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합성은 F=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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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  p<.001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의  은 .0268이었다. 개방형은 스마트폰 독과 

역으로 나타났고(β=-0.113, t=-2.077), 고립형은 스마트

폰 독이 높게 나타났으며(β=0.471, t=7.887), 주장형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0.135, t=2.571). 그러나 신 형은 유의도 수 을 

벗어났기 때문에 스마트폰 독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의 창 유형  

개방형, 주장형, 고립형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Predictors B  t

open area -0.081 -0.113 -2.077*

blind area  0.094 0.135 2.571*

hidden area 0.016 0.025 0.392

unknown area 0.307 0.471 7.887**

=0.268 R=0.518, F=35.757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4.5 논의

본 연구는 마음의 창을 사용하여 인간 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 고 그 유형별로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에 하여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 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독의 차

이 은 크지 않으나 하 요인별로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내성에 향을 받는 경우가 크고, 여학생의 경우 일

상생활장애에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스

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내성은 통계

으로 매우 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세계지향성, 단은 조사 상자의 학년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상을 표집할 때 성별과 학년별에서 

표집의 분포가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표집

의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에 있어서 편 인 향을 

 수 있는 요인을 사 에 고려하여 성별과 학년별 분포

를 고르게 표집하여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마음의 창 유형 에서 주장형과 고립형이 스마

트폰 독과 상 이 있었고, 개방형은 스마트폰 독에 

부 인 상 이 나타났다.

주장형과 고립형은 재 사회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

내고 있는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 보

다는 자기 자신을 먼  내세우게 되는 심리가 청소년들

에게도 그 로 용이 되었음으로 단된다. 

주장형은 본인에 하여는 스스로 잘 모르고 있으나 

타인이 본인에 하여 더 많이 알게 되는 자기 공개 역

이 넓어,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독선 으로 흐르기 

쉬운 유형으로 독으로 인한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어 스마트폰 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고립형은 나와 타인이 모르는 미지의 역이 넓어 고

립  인 계 속에서 심리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고립형이 타인에게 알

려진 부분이 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본연의 모습 한 

어서 스마트폰 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독되는 청소

년들의 상담이나 지도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는 그들이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보다 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  

상담 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도 이러한 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음의 창 유형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스

마트폰 독에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형일수록 스마트폰 독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0.113, t=-2.077). 자기 공개의 역도 넓고 

피노출 역도 넓어 느낌, 생각, 행동 등이 자신이나 타인

에게 잘 알려진 역으로 인간 계가 원만한 개방형일수

록 스마트폰 독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고립형 일수록 스마트폰 독이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β=0.471, t=7.887). 나도 모르고 상 도 

모르는 역으로 자신에 해 지속  심과 통찰을 하

지 않으면 자신에 해서도 알 수 없다. 이 역이 넓을

수록 고립되어 있거나 심리 으로 고민이 많거나 부 응

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스마트폰 독이 높아졌다. 

한 주장형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35, t=2.571). 자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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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인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역

으로 타인에게는 보이나 자신은 모르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자기 주장 이고 자신의 기분, 감정, 필요

는 잘 표 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노출에는 민감한 형으

로 무의식 에 나타나는 자신의 버릇이나 습 이 이 

역에 해당된다. 자신도 모르게 미처 유발하는 실수나 의

식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곤 한다. 이 역을 축소시키기 

해서는 타인의 조언이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하다. 하지만 신 형은 스마트폰 독에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β=0.025, t=0.39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음의 창 유형이 스마트폰 

독과 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 으며 개방 

역이 넓을수록 인 계  사회성이 좋아 스마트폰 

독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개방형이 높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폐쇄 역이 넓을수록 스마트폰 

독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역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더 이상 의사소통만을 한 수단이 아닌 많

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향을 끼치고 있음에 그 요

성을 인식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인간 계 유형으로 근해 보았

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동기

에 두고 있어 그 시야가 한정  이었으며, 다양한 에

서 바라볼 필요를 느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가진 마음의 창 유형은 개

방형, 주장형, 신 형, 고립형의 네 기질들로 분류하고 이

러한 이용자 집단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구체  행동과 이용하는 행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와 유형의 차이가 스마트폰이라는 매

체를 통해 얼마만큼 반 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해보

고자 하는 목 에서 출발하 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스마트폰 독으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치료, 교육하는데 있어 기 자료와 

스마트폰 독에 한 추후 련 연구들의 기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스마트폰 독에 한 연

구가 아직 미흡하고 청소년의 의사소통 유형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특히 드물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내성을 제외한 일상생활장

애, 가상세계지향성, 단은 조사 상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 따라서 청소년 스마트폰 독의 차이 은 크지 않

으나 남학생의 경우 내성에 향을 받는 경우가 크고, 여

학생의 경우 일상생활장애에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차이에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내성은 통계 으로 매우 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세계지향성, 단은 조사 상

자의 학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음의 창 유형과 스마트폰 독간의 상 계

에 한 분석을 살펴보면, 개방형은 스마트폰 독에 부

인 상 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 형은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의 창 유형 에

서도 주장형, 고립형의 유형을 가진 청소년들이 스마트

폰에 더 독됨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마음의 창 유형과 스마트폰 독에 한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마음의 창 하  역  개방형, 주장

형, 고립형이 스마트폰 독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에 포

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의 창 유형에 의한 스마트

폰 독 체 설명력은 26.8%로 나타났다. 개방형은 스

마트폰 독과 역으로 나타났고(β=-0.113, t=-2.077), 고

립형은 스마트폰 독이 높게 나타났으며(β=0.471, 

t=7.887), 주장형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35, t=2.571). 그러나 신

형은 유의도 수 을 벗어났기 때문에 스마트폰 독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의 새로운 독 상으로 나타난 스

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로써 스

마트폰 독을 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독은 성장기에 있는 청

소년들에게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올바

른 스마트폰 사용과 방을 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



마음의 창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연구

24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Apr; 14(4): 239-249

사회의 충분한 인식과 심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청

소년들의 자기조 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모의 개방 인 

의사소통  온정 이고 수용 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한 부모들의 외 통제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  통제력을 길어주고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으며,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스마트폰 독과의 인과 계를 밝힐 수 있도록 연구모델

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반복검증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 연

구 참여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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