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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수 연구들에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으며, 그들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하여 쉽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들에게 정신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주제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로움,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주제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동안 실시하였다. 총 356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327명의 설문조사 내용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의 
4개 하부 요인들인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금단, 내성이 모두가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 
특히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외로움,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매개효과, 정신건강
Abstract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lonely adolescents showed higher increases in stress and they 
easily addicted smartphone utilization for comforting loneliness and stress. Studies, moreover, have claimed that 
smartphone addiction has negative effects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o contribute to knowledge on these 
topic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o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loneliness,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To identify test subject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that collected data from Korean adolescents, 
and the survey of this study was completed between April 1, 2017 and April 15, 2017. A total of 356 
adolescents completed the survey, and the final data of empirical test of the study was 327.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tress of adolescents is mediated by four 
sub-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such as difficulty of daily life, directivity of virtual life, withdrawal 
symptom, and tolera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smartphone addiction risk of adolescents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ir mental health, especially loneliness a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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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통신연맹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발

전지수가최근 5년간전세계 1위에이르고있어, 정보통

신기술의 수준과 보급의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

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중 우

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마트폰은 2010년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2016년 현재 한국인 10명

중 9명은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으며, 최근 2년간전세

계에서스마트폰보급률과웹설치수가 1위인 것으로집

계되고있다[2]. 이와 같은스마트폰의보급의확산은청

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

며, 청소년 7명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3].

청소년들에대한스마트폰의확산은청소년들의안전

성 확보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긍

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포

함한디지털매체중독이라는청소년들의정신건강에부

정적인 측면도 제기할 수 있다. 정신보건학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성 발달

의 저해[4], 공격성 증가[5], 학교생활 부적응[6] 등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증명되고 있다.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에대한정신학적측면에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었으나, 상대

적으로청소년들이스마트폰중독의원인에대한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

으로 인한 정신학적 문제점들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청

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에대한심각성을인지하고관련

연구들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7, 8, 9]. 정보통신기술

의지속적인발전으로인하여스마트폰은성인뿐만아니

라 청소년 그리고 아동에 이르기까지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스마트폰의활용과의존도가갈수록증가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에서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은가족

구조의변화와여성의사회진출의확대로인하여청소년

들이 가정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

넷을 통한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의 확대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은

가정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의 증가에 따른 외로움을 느

끼는 양상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및 정

보탐색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다[10]. 청소년들이 외로

움을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지만, 외로

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마트폰중독에따른스트레스가발생하고있다[11, 12].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청

소년기에서 발생되고 있는 외로움, 스마트폰 중독, 스트

레스의영향관계융복합적접근을통하여디지털시대에

서청소년들이건강한인격형성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외로움은 단순하게 혼자 있음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관계의 부재에서 생기는 특정

한 관계형태 혹은 상호작용의 부재에 대한 부정적인 반

응으로접근할수있다[13]. 특히 청소년기는대인관계에

대하여민감한반응을보이면서자신의욕구만족을시켜

줄 수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외로움을

더욱 느끼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외로움에대한대처방안이성인과비교하

여상대적으로적절하게대처하지못하고외로움으로인

한학교생활의부적응, 탈선, 스트레스의증가등과같은

부정적인결과로나타낸다. 청소년들은타인과의대면접

촉을 최소화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을선택하여타인과의대인관계를선택하는경향이증가

하고있다[14,15]. 그러나외로움을극복하기위해선택한

스마트폰 활용은 스마트폰 중독을 발생시키고, 비대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다[7].

심리학에서는스트레스를자극에발생되는것으로지

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정의를 개인에게 긴장을 발

생시키는 환경적 자극으로 인간과 환경 간에 평형을 저

해하고혼란시키는특성을가진자극으로접근하고있다

[16]. 청소년들은 신체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정신적 성

장의부조화로인하여자아와환경과의적응과정에대한

차이로 환경적 자극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외로움은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17], 청소년들은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하

여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대상을

찾게되는데, 본 연구에서는디지털시대에서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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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규정하여 청소

년들의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접근하고자 한다.

인간은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을 하게 되며, 욕구충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욕구충족

을 지속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서 중

독을갖게된다. 이와같은인간의욕구충족을위하여보

이는반복적인행동은긍정적그리고부정적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중독은 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

이는 습관적인 충동과 행동을 의미한다[18].

초기의 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약물중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행동학적

측면에서의중독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특히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디지털기기보급의확산으

로인한디지털기기에대한중독의연구가화두로등장

하고있다. 특히청소년들의디지털기기이용에대한중

독은 청소년 관련 심리학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

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률이다른

나라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어,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에관한연구가다수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감[19]과 불안

[20], 자살충동[11] 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스마트폰중독의원인으로외로움이작용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외로움

을극복하기위해선택하는대안을스마트폰으로접근하

여, 스마트폰 중독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스

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개인이지각하는외로움과스트레스는서로유의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21, 22], 청소년들의외로움은 스트레

스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23,

24]. 그리고 청소년들의 외로움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

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25], 스마트폰중독과스트레스

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1.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스

의 영향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1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

스의 영향관계에서 일상생활 장애는 매개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1.2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

스의 영향관계에서 가상세계 지향성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3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

스의영향관계에서금단은매개역할을할것

이다.

가설1.4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

스의영향관계에서내성은매개역할을할것

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을 자

신이 필요로 하는 대인관계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타인과의상호작용의부재에대한부정적인반응으로정

의하고, 여종일[10]이 제시한문항을본연구에적합하게

수정하여총 7개 문항으로리커트(Likert) 5점척도로구

성하여적용하였다. 스트레스는청소년들에게긴장을발

생시키는 자극으로 자신과 환경 간에 평형을 저해하고

혼란시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정의하여, 김영아[27]가

적용한 문항을 5개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

였다. 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은스마트폰을지나치게

사용하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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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28]이 제시한 하부 요인인 일상생활장애 4개 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개문항, 금단 4개문항, 내성 4개문항

으로총 14개 문항을리커트 5점척도로구성하여측정하

였다.

3.3 연구대상
본 연구목적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7년 현재 13∼18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으로서 모집단이 10만 명 이상인 경우 표

본의 규모를 400명으로 설정하였을 때, 95%의 신뢰수준

에서표본오차는 ±4.9%였다. 본연구의표본집단은경기

도 Y시에소재한M중학교 1-3학년재학생과 Y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신뢰성과타당성을확보하기위하여표본집단가운

데현재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는표본을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1일부

터 4월 15일 동안 설문조사원을 파견하여, 본 연구의 목

적을설명하고참여의사를밝힌표본들을대상으로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통해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56부를 회수하였으며, 일방향으로 응답하거나 혹은 이

상치(outlier)를보이는표본을제외하고, 본 연구의실증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총 327부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표

본의 인구사회통계 및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줄기잎도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위하여크론바하알파(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하고,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

여 Baron & Kenny의최소자승회귀분석에의한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의설문조사에참여한청소년들의인구통계학

적특성을분석한 결과, 여성이 287명으로전체의 63.3%

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140명으로 36.7%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15세가 110명으로 33.6%, 14세가 66명

으로 20.2%, 16세가 64명으로 19.6%, 14세 이하가 60명으

로 18.3%, 그리고 17세 이상이 27명으로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일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집계한 결과, 2.6

시간 이상이 121명으로 37.0%, 1.6시간-2시간이 72명으

로 22.0%, 1시간 미만이 55명으로 16.8%, 1.1-1.5시간이

54명으로 16.5%, 2.1-2.5시간이 25명으로 7.6%등의순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유기간은 1-2년 미만이 170명

으로 52.0%, 2-3년 미만이 105명으로 32.1%, 3년 이상이

29명으로 11.3%, 1년 미만이 23명으로 7.0%등의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자신이스마트폰중독이라고생각하

는가에대한질문에응답자중 232명인 71%가중독이아

님으로 응답하였으며, 95명인 29%만이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응답하였다.

4.2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4.2.1 외로움
외로움을 구성하는 총 7개의 측정변수들은 선행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KMO값(0.821)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p=0.000)

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모든변수들에서 0.745이상으로요인을구

성하는 측정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각 요인들의 신뢰

성은 모두 0.9를 상회하여 문항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Factor Item Factor Loading Alpha1

Loneliness

1 .745

.930

2 .797
3 .785
4 .910
5 .903
6 .892
7 .850

KMO=0.82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778.988(p=.000)

<Table 1>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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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총 5개의 측정변수들은 선행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KMO값(0.882)과 Bartlett의 구형성검정(p=0.000)요인분

석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측정변

수들의요인적재량은모든변수들에서 0.878이상으로요

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각 요인들

의 신뢰성은 모두 0.9를 상회하여 문항의 신뢰성이 검증

되었다.

Factor Item
Factor Loading

Alpha
1

Stress

1 .878

.944
2 .922
3 .908
4 .913
5 .900

KMO=0.88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546.038(p=.000)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stress

4.2.3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구성하는 총 14개의 측정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등의 4개의하부요인으로구분되었으

며, KMO값(0.927)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p=0.000)이

분석에적합한공통요인이존재함을알수있었다. 각잠

재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모든 변수들에서 0.6이상으로

요인을 구성하는 잠재변수로 채택되었다. 또한 각 요인

들의 신뢰성은 모두 0.8을 상회하여 문항의 적합성이 검

증되었다.

4.3 가설검정
4.3.1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영향 관계에서의 일상

생활 장애의 매개효과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가설1.1 “청소년들이지각

하고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영향관계에서 일상생활

장애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소

자승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통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일상

생활장애를예측하였으며(β=.274, p<.001, 경로A), 이는

청소년들이외로움을높게느낄수록일상생활장애를높

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인 청소년들

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예측하였으며(β=.661,

p<.001, 경로C1), 이와 같은 결과는 외로움을 높게 지각

하는청소년은스트레스를더욱받고있음을알수있다.

세 번째, 외로움(β=.628 p<.001, 경로C2)과 일상생활 장

애(β=.124 p<.001, 경로B)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예측하

여, 매개효과 검정에 대하여 외로움과 스트레스 경로

C1(.661)이경로C2(.628)보다크게나타나청소년들이지

각하는 외로움과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일상생활 장애

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obel

검정결과, z값이 2.275(p<0.05)으로가설1.1은채택되었다.

Factor item
Factor Loading

Alpha
1 2 3 4

Difficulty of
daily living

1 .819

.881
2 .821
3 .702
4 .633

Directivity of
virtual world

5 .649
.848

6 .652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smartphone 
addiction 

Withdrawal
symptom

7 .614

.860
8 .852
9 .840
10 .713

Tolerance

11 .785

.909
12 .751
13 .748
14 .794

KMO=0.92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3392.865(p=.000)

Step Path β R2 t F

1

Loneliness →
Difficulty of Daily

Living
(Path A)

.274 .265 4.953*** 24.534***

2
Loneliness →
Stress
(Path C1)

.661 .734 15.871*** 251.884***

3
Loneliness →
Stress

Difficulty of Daily

.628

.124
.451

14.709***

2.904**
133.038***

<Table 4> Results of Hypothesi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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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영향 관계에서의 가상
세계 지향성의 매개효과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가설1.2 “청소년들이지각

하고 있는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영향관계에서 가상세계

지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

소 자승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통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가상

세계지향성을예측하였으며(β=.270, p<.001, 경로A), 이

는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높게 느낄수록 가상세계를 더

지향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두번째단계인청소년들

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β=.661,

p<.001, 경로C1). 세 번째, 외로움(β=.622 p<.001, 경로

C2)과 가상세계 지향(β=.144 p<.01, 경로B)는 동시에 스

트레스를 예측하여, 매개효과 검정에 대하여 외로움과

스트레스 경로C1(.661)이 경로C2(.622)보다 크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로움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상세계 지향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Sobel검정 결과, z값이 2.466(p<0.05)으로 가설1.2는

채택되었다.

4.3.3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영향 관계에서의 금단
의 매개효과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가설1.3 “청소년들이지각

하고있는외로움과스트레스의영향관계에서금단은매

개역할을할것이다.”를 분석하기위하여최소자승회귀

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통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금단

을예측하였으며(β=.350, p<.001, 경로A), 이는 청소년들

이 외로움을 높게 느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금단

현상이높음을알수있었다. 두번째단계인청소년들이

지각하는외로움은스트레스를예측하였다(β=.661, p<.001,

경로C1). 세 번째, 외로움(β=.597, p<.001, 경로C2)과 금

단(β=.181, p<.01, 경로B)은 동시에 스트레스를 예측하

여, 매개효과 검정에 대하여 외로움과 스트레스 경로

C1(.661)이경로C2(.597)보다크게나타나청소년들이지

각하는 외로움과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금단이 매개효

과를보이는것을알수있었으며, Sobel검정결과, z값이

3.132(p<0.05)으로 가설1.3은 채택되었다.

Step Path β R2 t F

1
Loneliness →

Withdrawal Symptom
(Path A)

.350 .122 6.733*** 45.330***

2
Loneliness →
Stress
(Path C1)

.661 .734 15.871*** 251.884***

3

Loneliness →
Stress

Withdrawal Symptom
→
Stress

(Path C2 and B)

.597

.181
.466

13.777***

4.186**
141.103***

4 Path C1(.661)>Path C2(.597)
***p<0.001

<Table 6> Results of Hypothesis1.3

4.3.4 외로움과 스트레스의 영향 관계에서의 내성
의 매개효과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가설1.4 “청소년들이지각

하고있는외로움과스트레스의영향관계에서내성은매

개역할을할것이다.”를 분석하기위하여최소자승회귀

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통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iving →
Stress

(Path C2 and B)
4 Path C1(.661)>Path C2(.628)

***p<0.001, **p<0.01

Step Path β R2 t F

1

Loneliness →
Directivity of Virtual

World
(Path A)

.270 .242 5.052*** 25.519***

2
Loneliness →
Stress
(Path C1)

.661 .734 15.871*** 251.884***

3

Loneliness →
Stress

Directivity of Virtual
World →
Stress

(Path C2 and B)

.622

.144
.456

14.612***

3.389**
135.750***

4 Path C1(.661)>Path C2(.622)
***p<0.001, **p<0.01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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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내성

을예측하였으며(β=.417, p<.001, 경로A), 이는 청소년들

이 외로움을 높게 느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내성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인 청소년들이 지

각하는외로움은스트레스를예측하였다(β=.661, p<.001,

경로C1). 세번째, 외로움(β=.624 p<.001, 경로C2)과내성

(β=.096 p<.05, 경로B)은 동시에 스트레스를 예측하여,

매개효과 검정에 대하여 외로움과 스트레스 경로

C1(.661)이경로C2(.624)보다크게나타나청소년들이지

각하는 외로움과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에대한내성이매개효과를보이는것을알수있었으며,

Sobel검정결과, z값이 2.568(p<0.05)으로가설1.4는채택

되었다.

Step Path β R2 t F

1
Loneliness →
Tolerance
(Path A)

.417 .174 8.282*** 68.593***

2
Loneliness →
Stress
(Path C1)

.661 .734 15.871*** 251.884***

3

Loneliness →
Stress

Tolerance →
Stress

(Path C2 and B)

.624

.096
.444

13.615***

2.117*
141.103***

4 Path C1(.661)>Path C2(.624)
***p<0.001, *p<0.05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1.4

5. 논의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로

움은스마트폰중독과스트레스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이외로움을극복하기위해스마트폰을선택한다는선행

연구[14,15]의 연구결과와 스마트폰 중독의 발생은 비대

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를 보고한 Baek과

Yun[7]의 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이는스마트폰이생활

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또한 발생시키고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매개효과를분석한결과, 스마트폰중독을

구성하는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등의

4개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로움

과 스트레스의 영향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스마트폰중독이정신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것은

물론 그들 스스로가 그 무엇의 노예가 되는 금단, 내성

및 가상세계 지향 등 일상생활의 장애까지 초래하게 된

다는 Kim[2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스마트폰 이용으

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취득

할수있어, 스마트폰의존도가갈수록증가하고있으나,

이로 인한 중독의 비율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한 선행연구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29]. 이러한

연구결과는스마트폰의중독을예방하기위해건전한정

신건강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제도적 뒷받침

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외로움을 많이 지

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중

독현상이오히려일상생활에장애를발생시키고, 스마트

폰에서 펼쳐지는 가상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금단현상을 보이게

되어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게 되면 이로 인해 스트레

스를더받게되며, 자신이스마트폰중독을망각하는내

성이 발생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관련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

소하기 위하여스마트폰 중독이발생되며, 3개의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30]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격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

년기의스마트폰중독은개인의정신적성장에잠정적으

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및 정보취득의 양상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원인이 되는

외로움과스트레스를감소시킬수있는환경조성과함께,

스마트폰 중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의 가상현실에서 정

보취득과의사소통에서직접대면접촉을통해교류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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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로움,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

독의영향관계를규명하고자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발

전에따른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에대하여심리학적

인요인과의영향관계를분석하여융복합적인대안을제

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 특히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청소년들의외로움과스트레스의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에 있어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

과결과의영향관계에서그범위를외로움과스트레스로

국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중독에 관한 다양한 요인들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선정에 있어 특

정지역과크기가모집단을대표할수있는결과와관련

하여 다소 미흡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있는표본의지역적안배와크기를확대할필요가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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