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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업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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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업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어떻게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K공기업의 직원 329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AMOS 구조모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업무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은 스트레스와 불안, 업무몰입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은 직장인일
수록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몰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직장인의 스마트폰 중
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도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중독수준에 따른 서비스 
지원도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업무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복지적인 측면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
점을 갖는다. 
주제어 : 직장인, 스마트폰 중독, 업무몰입, 스트레스, 불안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smart-phone addiction how to mediate between worker’s 
stress, anxiety and work commitment. The subject of survey was 329 workers in a public cooperation,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AMOS 18.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stress and 
anxiety, the more the direct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Second, smartphone addiction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work commitment. Third, smartphone addiction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xiety, and work commitment. Workers with high levels of stress and anxiety were 
over-dependent on smartphones, which resulted in a decrease in work commitment.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smartphone addiction of worke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guidelines for correct use of smartphone 
in the workplace and service support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level of addiction.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work commitment, active support from the aspect of corporate welfare is needed to manage 
stress well. Finally,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in that it reveals the route leading to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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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첨단정보통신기술에의해만들어진스마트폰은오

늘날현대인들의생활필수품이되었다. 스마트폰은휴대

폰과인터넷기능이결합된형태로서일상생활에서필요

한편리한기능때문에최근몇년사이이용자가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1]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4,6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0%가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다고한다. 이렇게

스마트폰사용자가급격히증가된이유는기존휴대폰에

인터넷기능이더해지면서언제든지인터넷접속에제한

을 받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2]. 또한 변화와 적응에 빠른 현대인들의 욕구

에맞게다양한콘텐츠가개발되면서스마트폰이용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3]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주이용 콘텐츠는 메신저(94.5%)가 가장 많고, 게임

(81.3%), 웹서핑(73.7%), SNS(65.0%), 뉴스 검색(60.6%)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스마트폰의기능이갈수록개선됨에따라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는현상이성인연령층에서도나타나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3]의 2016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에

의하면성인의경우최근 4년동안(2013-2016) 연속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고하였다(8.9%→11.3%→13.5%→16.1%).

상승폭은 50대가 전년대비 7.7%p로 가장 컸고, 40대

(3.3%p), 30대(1.3%p) 순으로 상승한 반면, 10대와 20대

는 오히려 각각 1.0%p, 1.9%p 하락하였다. 또한, 2016년

처음으로 조사한 6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11.7%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4]이 조사한 2016년 스마트폰 보유율이 55-64세 연령

층에서 78.5%로 증가하고있다는점과일치하고있는부

분이다. 이에 앞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높은 연령

층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성인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으로부터통제를거의받지않기때문에조절능력에

어려움을갖게되어심각하게는중독으로까지이어질수

가 있다. 중독현상은 뚜렷한 목적이 없이 습관적으로 스

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사용시간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서

일상생활의어려움을초래하는문제들로나타난다[4]. 최

근에는 성인 대상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적응이 확인되고 있어서[5],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연

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직장인들의스마트폰사용행태와관련하여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직장인들은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들에 비해 최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나 직장 내

에서도개방적인인터넷환경을갖추고있어서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요즈음 국내외 많은 기

업에서는직장내스마트폰기기를이용하여빠르고효율

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를 적용하고

있거나[6], 직장내분위기도동료와상사간의온라인대

화를더선호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7]. 그리고퇴근

후여가시간에는스마트폰으로영화보기, 음악감상, 게

임, 뉴스 검색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8]. 즉 직장 내에서

는 업무수단으로, 직장 밖에서는 여가 생활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직장인들은 직장 내부와 외부에서 스마트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역기능을 생

각해볼수있으나사회적인관심은부족한실정이다. 특

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회사 업무가 퇴근 이후에

도 실시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연구들은 스마

트폰사용에과다하게노출되어있는직장인들이일상생

활에서어려움을경험한다고보고한다. 수시로스마트폰

을확인하거나상대방에게반응이오지않으면고립감이

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며, 심지어는 취침 시간에도 제

대로숙면을취하지못하거나손에서는스마트폰을놓지

못하는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7].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직장인들의스마트폰사용으로인한문제에관심

을 갖고 관련 변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스마트폰 중독 관련 선행연구는 성

인보다청소년대상의연구가보다활발히진행되어왔다.

대부분내적통제능력이부족하고부모의지도감독이필

요한 낮은 연령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 이후부터스마트폰 중독문제가이슈화되어왔다.

초기연구는실태조사와척도개발연구를중심으로진행

되면서[9,10,11], 점차 심리사회적인 관련변인 연구와

[12,13,14,15,18,19,20], 근래에는 중독 예방 및 치료적인

관점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21,22,23,24]. 근래에는스마

트폰 중독 문제가 높은 연령층에서도 밝혀지면서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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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구가점차진행되고있으나아직까지는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요인

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성이 높다고 밝힌 연구[5,6,16,

17,29],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개발연구[25], 직장인

의 업무몰입과의 관련성 연구[26] 등이 진행되어왔다.

이인희[35]는 중장년층 대상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오예근 등[27]도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사용

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아질

수록 스마트폰사용경향도높아지는양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

는지 이해하는 데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따른업무몰입간의관련성을추가적으로살펴보

는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적응이

어떠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인의

스마트폰중독영향요인으로스트레스, 불안, 업무몰입이

주요변인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변인에 따

른대부분의연구는단일변인으로만분석하는데그치고

있어서 주요 변인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을발견할수있었다. 더욱이직장인의스마트폰중독문

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밝

히는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주요변인

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의목적은첫째, 직장인의스

트레스와불안요인은스마트폰중독에어떠한영향을미

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업무

몰입요인 관계에서 어떠한지와 셋째, 스트레스, 불안과

업무몰입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요인은 매개로서

그 역할이 어떠한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바탕으로직장인의정신건강에어려움을주는스

마트폰중독수준을감소시키고, 업무의몰입도를향상시

킬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전국 단위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K공기업의재직중에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임의편의

표집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대전, 대

구, 광주, 경기, 충북, 전남, 전북등에소재한 17개사업장

이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2016

년 6월 중 2주간에 걸쳐 총 335명의 대상에게설문을 실

시하였다. 회수된설문지중불성실하게응답한 6부를제

외한 총 32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스트레스
직장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longis,

Folkman & Lazarus(1988)[28]가 개발한 척도를 강주연

(2012)[16]의 연구에서 사용한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척도의하위요인은직장스트레스 7문항과가정스트

레스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해석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0이다.

2.2.2 불안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et.,(1988)[36]이

개발한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육성

필, 김중술(1997)[37]이 번안하고, 유승숙(2014)[15]이 사

용한 10문항을사용하였다. 본척도는 5점 Likert식척도

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다고 해석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89이다.

2.2.3 스마트폰중독
직장인의스마트폰중독수준을측정하기위하여한국

정보화진흥원(2012)[3]에서 개발한 성인용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일상

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 항목에 대해 0

점(전혀 그렇지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하

도록 되어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서 고위험 사용자

군(총점이 44점이상이거나, 요인별로 13점에서 15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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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경우), 잠재적위험사용자군(40-43점), 일반사용자

군(39점이하)으로 분류하여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분석

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87이다.

2.2.4 업무몰입
직장인의 업무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llen &

Meyer(1996)[30]가 개발하고 문영주(2011)[31]가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은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

직몰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4항목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수준이 높은 것

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5이다.

2.3 자료 분석
직장인의 스트레스, 불안, 업무몰입, 스마트폰 중독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과 변인에

대한일반적인정보를분석하기위해기술적통계방법으

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절차와 모형추정을

AMO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연구대상자들은총 329명으로 남성

은 247명(75.1%), 여성은 82명(24.9%)으로 분포되어 있

다. 연령은 20대 21%, 30대 36.5%, 40대 24.9%, 50대

17.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기술적 특성
본연구대상자의주요변인과관련하여기술적통계분

석으로 살펴보았다<Table 2>. 직장인의 업무몰입 평균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트레스, 스마트폰중독, 불안

순으로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중독수준은고위험

군(1.5%)과 잠재적위험군(6.1%)을 합하여 전체 7.6%로

나타났다.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Stress 1.97 .60 .343 -.336

Anxiety 1.51 .48 1.164 1.681

Work commitment 3.70 .72 -.192 -.015

Smartphone
addiction

Everyday life 1.52 .471 .877 .297

Virtual world 1.30 .477 2.117 5.631

Withdrawal 1.70 .550 .817 .432

Tolerance 1.71 .573 .645 -.21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3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스트레스와

불안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스

마트폰 중독과 업무몰입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1 2 3 4

1 Stress 1

2 Anxiety .380** 1

3 Smart-phone addiction .237** .326** 1

4 Work commitment -.126* -.235** -.170** 1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3.4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variable N % variable N %

Gender
Male 247 75.1

Position

worker 97 29.5
deputy

section chief
86 26.1Female 82 24.9

Ages

20∼29 69 21.0
section chief 56 17.030∼39 120 36.5
deputy head 75 22.840∼49 82 24.9
head of
department

15 4.650∼60 58 17.6

Marriage
No 120 36.5

Work
period

0-5year 140 42.5
Yes 207 62.9 6-10year 43 13.1
Other 2 0.6 11-15year 45 13.7

Couple
working

Yes 128 38.9 16-20year 34 10.3

No 201 61.1 21year- 67 20.4

<Table 1> General statistics of variables

Education
level

High 14 4.3

Income
level
(10,000
won)

under-100 2 0.6
Univ. 250 76.0 100-200 64 19.5
Master,
higher

65 19.7 200-300 105 31.9

300-400 60 18.2
Type of
Job

General 143 43.5
400-500 51 15.5

Technic 186 56.5 500~ 4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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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으로설정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연구모형

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스마트폰중독과 업무몰입에서 직

접경로와스마트폰중독을매개로하는간접경로를제

시하였다. 또한 더 안정적인 연구모형을 채택하기 위하

여경쟁모형으로는완전매개모형을설정한후, χ2검증을

통하여 제안한 연구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를

비교하였다.

[Fig. 1] Basic Model

3.5 연구모형 적합도
본연구의최종모형을선택하기위하여부분매개효과

와 완전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

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간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결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68.49(df=38)

RMSEA=.049, TLI=.973, CFI=.982, NFI=.960으로나타났

고,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81.55(df=40)

RMSEA=.056 TLI=.966, CFI=.975, NFI=.953으로나타났

다. 완전매개모형의 χ2 값과 적합지수가 더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나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3.6 최종모형 효과검증
완전매개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함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의 해당 잠재변인들의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Fig. 2] Perfect meditating Model 

각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불안,

스마트폰 중독, 업무몰입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나타났다<Table 4>. 직장인의스트레스와불안은스

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스마트폰 중

독은업무몰입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Path β B S.E C.R

Stress→Smartphone addiction .218 .196 .076 2.86**

Anxiety→Smartphone addiction .323 .299 .079 4.07***

Smartphone addiction→
Work commitment

-.309 -.205 .094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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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Effects Analysis of Final Model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업무몰입 간의

관계에서스마트폰중독을통한간접경로가유의미한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과 업무몰입 간의 관계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이는 직장인의스마트폰중독수준이높을수

록 스트레스와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집중도는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Path Indirect effect P-value

Stress → Smartphone addiction →
Work commitment

-.040 .018*

Anxiety → Smartphone addiction →
Work commitment

-.061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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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ediating effects test by Bootstrapping

4. 논의 및 결론
그동안 스마트폰 중독 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에집중되어있어서성인대상으로도확장하여살펴

볼필요가있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직장인대

상에게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7.6%(고위험군

1.5%, 잠재적위험군 6.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직장인대상으로연구한강주연[16]의 6%보다다소높은

수준이며,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한 유승숙 등[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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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보다는낮은수준이다. 그러나스마트폰과다사용

자는 매년 성인 연령층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현재의일반사용군이앞으로는잠재적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낮은 수준

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3]이 연령대를 69세까지로 확장하여 중독수준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직장인의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을수록 스

마트폰중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할수록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결과는심리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직장인일수록

스마트폰 중독문제와도 결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에스트레스가높을수록스마트폰중독과관련된다고밝

힌연구[16,32]와, 불안이높을수록스마트폰중독에영향

을미친다고보고한연구들[17,33]과 일맥상통한다. 이처

럼직장인들이경험하는스트레스와불안은스마트폰중

독문제와밀접한상관관계를갖고있기에직장인들의정

신건강의 어려움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스마트폰중독요인은직장인의업무몰입에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인간의 유

의미한부적관계로서, 스마트폰에과다하게의존되어있

는 직장인의 경우 업무의 집중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송도영[26]의 스마트폰 중

독과직무몰입과의관련성을밝힌연구와도일치하는부

분이다. 직장 내에서 뚜렷한 목적이 없이 습관적으로 스

마트폰을과다하게사용할경우업무몰입에어려움을준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스트레스및불안과업무몰입간의관계에서스

마트폰 중독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불안이높아질수록스마트폰사용량이 많아

져 업무 집중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스

마트폰중독요인이스트레스와불안, 업무몰입간의관계

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단일 변인으로만 구성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두었다. 그러나본연구는스트레스, 불안, 업무몰

입,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장인의 스

마트폰중독에이르는경로를확인하였다는점에서연구

의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후속연구와정책적인제

언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범위를보다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스마트폰 사용자

의연령층이높아지고있기때문에성인기, 중년기, 노년

기 등으로 대상자의 폭을 넓혀 연구가 진행된다면 스마

트폰중독문제를사전에예측하고예방하는데도움이될

것 것이다.

둘째, 직장인의경우직장내스트레스와불안요인의

해소방안이 직장 내부에서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직장내스트레스와직장밖에서의스트레스를

구분하여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직장

내 스트레스와 불안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인들의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기위해서는

사적, 공적 업무를 구분하여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발과 이에 따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중요하리라 본다.

이는직장인들이퇴근이후에도스마트폰을통해업무가

관계되지않도록권리적인측면에서생각해보아야한다.

이에국가차원과회사차원에서의정책적대응마련이중

요해지고 있는 현 시점이다.

넷째, 중독에이르게되는개인성향을간과할수없기

때문에개인의내적힘을도울수있는중재프로그램개

발 및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성인들도 스트레스와 불

안요인이 높다할지라도 마음챙김,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등을높임으로서스마트폰사용량을조절할수

있다는연구가확인되고있다[38,39]. 스마트폰사용에취

약한 개인성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먼저는 기업복지적인 측면

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직장인들은가정보다직장에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점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긴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는 있지만 정

작 업무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

에서도 밝혀졌듯이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역기능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결합된 형태의 부작용의 결과이다. 이

에본연구는최근성인의스마트폰중독이증가하고있

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 집단 중에서도 직장인 대상으로

범위를좁혀서살펴보았다. 결론은직장인들이스마트폰

환경에과도하게노출되어일할경우오히려업무몰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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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된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본연구의

한계점은 전국적인 조직(사업장)을 가지고는 있으나 단

일 공기업의 대상으로만 설문을 실시하였기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후속연구는 다

양한 직업군,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

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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