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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의 활용과 편리성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변

화를 가져왔으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은 2016년 89%[1]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며, 한국 중학생의 스마트

폰 보급률도 2015년 86.6%로 급격하게 증가하여[2] 성인과 비슷한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사용의 편리성 이면에 부정적 측면도 많다. 청소년의 스

마트폰 중독자 비율은 2011년 11.5%로 성인 중독자 비율 7.7%보다 1.5

배 높았고[3], 2015년에는 13.9%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4]. 청소년

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에 특히 취약하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뇌 

발달이 미완성 된 25세 이전 청소년들의 뇌에 악영향을 미치고[5], 학

업능률을 저하시킨다[6]. 또한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가

장 많이 접하고[7],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

출되기도 한다[6].

DSM-5에서 정의한 행동중독(behavioral addiction)은 어떤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심각한 장애나 곤란이 초래

하는 것으로[8], 통제 상실, 기분변화, 내성, 금단, 갈등 등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DSM-5에 인터넷 게임 중독은 포함되어 있지만 스마트폰 중

독은 근거 부족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8].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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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나 용어도 통일되지 않아 smartphone addiction, mobile phone 

dependence, nomophobia,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등 다양하게 사

용하고 있다[9].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함

으로써 의존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 초조 등의 강박적인 증상을 느끼며,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

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3] 행동중독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행동중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크게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공격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이 가장 중요한 영향 요

인으로,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한다고 하였다[10]. 그러나 또 다른 연

구에서는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에게는 우울이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5].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서로 모순된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우울

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부모요인으로는 어머니-자녀 간 애착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에 대한 부모의 중재 효과를 알아보았다. 어머니-자녀 애착은 어머니

와 자녀 관계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일탈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1] 어머니와 애착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한

국의 많은 부모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 스토어에 등록된 스마트폰 사용 통제 소프트웨어는 40여개

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스마트폰 사용 통제

의 효과나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 소프트웨어 설치가 청소년의 스

마트폰 중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스마트폰 사용 통제와 소프트웨어 사용이 청

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학교요인으로는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생활 만족 등 청소년

의 학교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 성적 저하를 유발한다고 하거나

[12],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13,14]. 또한 교우관계가 나쁠

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아지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가상의 또

래관계에 집착하거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공감능력 결여가 또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가 있는 반면[12,15]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14].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측

면에서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11,16].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급증하

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스마트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개인요인과 학교요인 측면에서만 단편적으로 시도되어져 왔고, 부모

요인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그마저도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우울), 부모요인(어머니-

자녀 애착), 학교요인(학교적응)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스마

트폰 관련 특성, 우울, 어머니-자녀 애착, 학교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정상 사용자 군과 

위험 사용자 군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 ·부모 ·학교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2013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중독 관련 조사에서 스마트

폰 중독이 가장 심한 시기가 만 13세였다[17].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은 

만 13세가 포함되는 부산, 경남 지역 소재의 3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청소년들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고, 글을 읽고 이해하며, 쓰

는데 문제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수는 Binary logistic regression에 필요한 표본수를 G-

power program 3.1.9.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교차비(Odds ratio)

는 본 연구와 설계가 유사하며, 부모 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18] 부모 통제 교차비 값 0.608로 설정

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관심군인 스마트폰 중독군의 비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p1= 0.384로 설정하였으

며, 유의수준 α는 .05, 검정력 .08로 가정할 때 최소 117명이 필요하였다. 

한국 중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86.6%[2]이고, 응답률을 80%로 가정

할 때 총 필요한 표본 수는 약 17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03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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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은 대상자와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한 후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183부로 90.1%였다.

연구 도구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의존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 초초 등의 

강박적인 증상을 느끼고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생

활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3].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청소년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

단 척도[3]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척도(1요인: 일상생활

장애 5문항, 2요인: 가상세계 지향성 2문항, 3요인: 금단 4문항, 4요인: 내

성 4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8번, 10번, 13번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며, 고위험 

사용자 군은 총점 45점 이상이거나 1요인 16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

요인 14점 이상인 경우이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은 총점 42~44점이

거나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인 경우이며, 일

반 사용자 군은 총점 41점 이하이거나 1요인 13점 이하, 3요인 11점 이

하, 4요인 12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 사용

자 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을 통합하여 위험 사용자 군과 정상 사

용자 군의 2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91이었다.

우울

우울이란 슬픔, 관심이나 즐거움의 상실,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 

식욕 또는 수면장애, 피로감 및 집중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

애를 의미하며[19], 본 연구에서는 Kovacs가 개발한 Children’s Depres-

sion Inventory (CDI)[20]를 Cho와 Lee가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21]. 이 도구는 총2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문항을 0~2점으로 평정하여 총점을 구하는 것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와 Lee[21]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어머니-자녀 애착

애착이란 자녀와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

하며[22],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이 아버지보다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16] 어머니-자녀 

애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착을 평

가하기 위해 Parker가 개발한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지(Parental 

Bonding Inventory, PBI)[22]를 Song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23]. 이 도구는 돌봄과 과보호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은 1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이 애정적이

고,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인 것을 의미하며, 과보호는 1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이 통제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율

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25문항 0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대체

로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다), 3점(언제나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역환산 문항은 3, 4, 7, 8, 15, 16, 21, 22, 25번으로, 도

구 사용에 적합한 연령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

다. Song[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돌봄과 과보호 모두 0.87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0.94, 과보호가 0.73으로 과보호 영역에서 

Song[23]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과보호 항목 중 “내가 좋

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신다”의 25번 항목 삭제 시 Cronbach’s α는 

.80으로 상승하지만 삭제하지 않더라도 0.7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므로 

항목을 유지하였다.

학교 적응

학교 적응이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등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며[15], 본 연구에

서는 Lee[15]의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학교공부(8문항), 학교친구(10문항), 학교교사(10문항), 학교생

활(10문항)의 4가지 영역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공부에

는 학업 유능감과 학업가치, 학교친구에는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성, 학

교교사에는 교사호감과 교사친밀감, 학교생활에는 질서규칙준수와 

학교생활만족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

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

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특성이 강

함을 의미한다. Lee[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4개의 하위척도 모두 0.92~0.93이었으며 전체 Cronbach’s α는 

.97이었다.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관련 특성

총 11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5문항, 스마트폰 관련 특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 성별, 학년, 경제상

태, 학업성적, 가족구조를, 스마트폰 관련 특성은 스마트폰 소유여부, 

스마트폰 소유 기간,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 청소년이 인지한 부

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 정도, 부모통제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스

마트폰 사용 목적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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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실시하였다(# P01-201704-21-003).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7

년 4월 28일부터 2017년 5월 21일까지이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

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각 학교 교장, 보건교사와 각 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연구 대상자

인 청소년과 법정 대리인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작

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 종례시간에 각 가정에 배포하였다. 설

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명문과 동의서, 설문지 배포 시 학

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제공하였다.

설명문에는 연구에 대한 목적, 의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각 가정에

서 연구 설명문을 상세히 읽어본 후 법정 대리인과 학생 모두 자발적

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설문 중에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설문지 상단의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음’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참여

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궁금

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설문지 수거는 각 

학교에 밀봉된 설문지 수거 박스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작성해 온 설문

지와 동의서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Kolmogorov-Smirnov test에서 정규분포 하였으므

로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관련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및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점수와 우울, 어머니-자녀 애착, 학교

적응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Correlation coe�-

cien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

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Binary logistic re-

gression을 실시하였고,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Hosmer-Lemeshow 검정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

본 연구 대상자 전체 183명 중 고위험 사용자 군 4명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 35명을 통합한 위험 사용자 군은 39명(21.3%)이었고, 정상 

사용자 군은 144명(78.7%)이었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전체 

평균 29.40 ± 8.09점이었으며, 위험 사용자 군은 39.67± 4.44점, 정상 사

용자 군은 26.63 ± 6.45점 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정상 사용자 군과 

위험 사용자 군 간의 차이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군은 여자 청소년에서 37.1%, 남자 청소년에서 

6.4%로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스마트폰 위험 사용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Normal User Group and Smartphone Addiction Risk Group  (N=183)

Variables Categories
Total

  (N=183, 100%)
Normal user group

 (n=144, 78.7%)
SA risk group
 (n=39, 21.3%) χ2 p

n (％) n (％) n (％)

Gender Male
Female

94
89

(51.4) 
(48.6) 

88
56

(93.6) 
(62.9) 

6
33

(6.4) 
(37.1) 

25.69
　

＜.001
　

School year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5
71
67

(24.6) 
(38.8) 
(36.6) 

37
53
54

(82.2) 
(74.6) 
(80.6) 

8
18
13

(17.8) 
(25.4) 
(19.4) 

 1.17
　

　

  .557 
　

　

Economic status High
Average
Low

44
131

7

(24.2) 
(72.0) 
(3.8) 

36
101

6

(81.8) 
(77.1) 
(85.7) 

8
30

1

(18.2) 
(22.9) 
(14.3) 

 0.66
　

　

  .720 
　

　

Academic 
performance

High
Average
Low

41
112

30

(22.4) 
(61.2) 
(16.4) 

39
84
21

(95.1) 
(75.0) 
(70.0) 

2
28

9

(4.9) 
(25.0) 
(30.0) 

 8.86
　

　

  .012 
　

　

Family structure Intact family
Single parent
Extended family

156
18

9

(85.2) 
(9.8) 
(4.9) 

122
14

8

(78.2) 
(77.8) 
(88.9) 

34
4
1

(21.8) 
(22.2) 
(11.1) 

 0.40 
　

　

  .857*
　

　

SA=Smartphone addiction;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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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군의 학업성적이 정상 사용자 군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012). 그 

외 학년, 경제상태, 가족구조는 스마트폰 정상 사용자 군과 위험 사용

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대상자의 스마트폰 관련 특성 따른 스마트폰 정상 사용자 군과 

위험 사용자 군 간의 차이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군의 우울 점수는 정상 사용자 군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 < .001). 또한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군의 어머니-자녀 애착 

중 돌봄 점수가 정상 사용자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p < .001), 스마

트폰 위험 사용자 군의 어머니-자녀 애착 중 과보호 점수는 정상 사용

자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학교적응은 총점과 모든 하위척

도에서 위험 사용자 군의 점수가 정상 사용자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 < .001).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위험 사용자 군이 정상 사용자 

군보다 유의하게 길었다(p = .008).

스마트폰 소유 기간과 부모 통제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사용 목적

은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군과 정상 사용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군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가 정상 

사용자 군보다 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79)

(Table 2)

스마트폰 중독과 연구 변수와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과 모든 변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Table 3). 스마트폰 중독 점수는 어머니-자녀 애착 중 과보호,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어머니-자녀 애착 중 돌봄, 학교적응의 모

든 하위척도(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에서 음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먼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개인요인(성별, 우

Table 2. Difference in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Smartphone Addiction   (N=183)

Variables Categories

Total 
(N=183)

Normal user group
 (n=144)

SA risk group
 (n=39)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Smartphone 
addiction

Total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Virtual life orientation
Withdrawal
Tolerance

29.40±8.09
  9.96±3.31

 4.81±1.03
 6.54±2.38
 8.10±2.79

26.63±6.45
  8.72±2.51

 4.72±1.09
 5.98±1.96
 7.22±2.33

39.67±4.44
14.54±1.21

  5.15±0.67
  8.62±2.66
11.36±1.74

14.64 
20.43 

3.12 
6.87 

12.20 

＜.001
＜.001

.002
＜.001
＜.001

Period of smartphone ownership  3.10±1.61  3.19±1.63    2.76±1.50 1.47 .142

Time on smartphone (hr/day)  3.21±1.84  3.02±1.75    3.91±2.00 2.70 .008

Purpose of 
smartphone use

SNS
Entertainment
Others

70
63
48

(38.7)
(34.8) 
(2.5) 

52
50
40

(74.3)
(79.4)
(83.3)

18
13

8

(25.7) 
(20.6) 
(16.7) 

1.43 
　

　

.490 
　

　

Depression 　    7.26±5.98  6.22±5.36 11.10±6.65 4.23 ＜.001

Parental bonding Care
Overprotection

28.82±6.40
10.46±5.56

29.90±6.03
   9.61±5.53

24.85±6.25
13.59±4.48 

4.61 
4.67 

＜.001
＜.001

Perceived 
parental control

Frequently
Occasionally
Hardly ever

46
107

30

(25.1)
(58.5)
(16.4)

31
87
26

(67.4)
(81.3)
(86.7)

15
20

4

(32.6)
(18.7)
(13.3)

5.08 
　

　

.079 
　

　

Parental-control 
software

Yes
No

57
126

(31.1)
(68.9)

47
97

(82.5)
(77.0)

10
29

(17.5)
(23.0)

0.70 
　

.403 
　

School 
adjustment

Total
Schoolwork
School friends
School teacher
School life

122.71±21.49
24.10±5.72
33.99±5.55
30.74±7.22
33.89±5.49

126.99±20.21
25.23±5.29
34.74±5.37
32.08±6.80
34.93±5.23

106.92±18.75
19.92±5.37
31.21±5.37
25.77±6.57
30.03±4.68

5.58 
5.54 
3.65 
5.18 
5.66 

＜.001
＜.001
＜.001
＜.001
＜.001

SA=Smartphone addiction.



www.e-chnr.org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ild Health Nurs Res, Vol.23, No.4, October 2017: 525-533

530

울,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 부모요인(어머니-자녀 애착, 부모의 스

마트폰 사용 통제), 학교요인(학업성적, 학교적응)을 독립변수로, 스마

트폰 중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였다(Table 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χ2 = 53.30, p < .001), 설명력은 Nagelkerke 결정

계수에 의해 39.4%로 나타났다. 분류정확도는 78.5%, 모형의 적합성은 

Hosmer-Lemeshow 검정결과 이 모형의 관측값과 예측값에 차이가 없

다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χ2 = 6.09, p = .637),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

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개인요인 중에서는 성별,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가, 학교요인에서는 학

교적응-학교생활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개인요인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7.09배 

높았고(CI: 2.57~19.52),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

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1.32배 증가하였다(CI: 1.04~1.66). 부모요인에

서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인지한 청소년이 전

혀 통제 받지 않는다고 인지한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4.7배 

증가하였으며(CI: 1.04~21.29), 학교요인에서는 학교생활 점수가 1점 증

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0.86배 감소하였다(CI: 0.79~0.93).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 어머니-자녀 애착,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 학교적응,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이 스

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과 고위험 사용자 군을 포

함한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은 21.3%였다.

성별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스마트폰 중독률은 여자 청소년이 37.1%로 남자 청소년 6.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7.0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였다[14].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은 여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2]. 반면에 스마트폰으로 주로 게임

을 하는 초등학생은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없는 것으

Table 3.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Parental Bonding,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N=183)

Variables
SA

Parental bonding
Depression

Care Over-protection

r (p) r (p) r (p) r (p)

Parental bonding: Care -.48 (＜.001)

Parental bonding: Overprotection .41 (＜.001) -.67 (＜.001)

Depression .45 (＜.001) -.49 (＜.001) .36 (＜.001)

School adjustment: Schoolwork -.55 (＜.001) .60 (＜.001) -.49 (＜.001) -.60 (＜.001)

School adjustment: Friends -.42 (＜.001) .54 (＜.001) -.39 (＜.001) -.51 (＜.001)

School adjustment: Teacher -.52 (＜.001) .49 (＜.001) -.41 (＜.001) -.52 (＜.001)

School adjustment: School life -.56 (＜.001) .51 (＜.001) -.46 (＜.001) -.48 (＜.001)

SA=Smartphone addiction.

Table 4. Predi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Categories B SE p OR 95% CI

Gender Male (ref.)
Female 1.96 0.52 ＜.001 7.09 2.57~19.52

School adjustment: School life -0.15 0.04 ＜.001 0.86 0.79~0.93

Time on smartphone (hr/day) 0.27 0.12 .022 1.32 1.04~1.66

Parental control Hardly ever (ref.)
Occasionally
Frequently

0.43
1.54

0.70
0.77

.540

.044
1.54
4.70

0.39~6.06
1.04~21.29

SE=Standard error;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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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13]. 이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목적이 다르

며, SNS의 이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강력한 영향요인[24]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여성은 남성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감정 공유에 치중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욕구가 높으므로, 손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폰에 쉽

게 중독된다[14]. 여자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중요시하는 또래 친

구들과의 관계형성과 서로간의 정서적 지지를 SNS을 통해 충족하므

로, 여중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SNS의 이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은 총점뿐 아니라 하위척도인 학업성적, 학

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중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학교생활 점수가 1점 증가할

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0.8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14,16]. 학교적응이란 ‘학습자가 학교생활

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교육적 여건을 자신의 요구에 적절하게 조절하

고, 학교에 관련된 제반 조건을 바르게 수용하여 학교상황에 유발하

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학교생활은 학교적

응의 하위척도 중 하나이며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이고 만족스

럽게 하고 있는지, 학교규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것

으로 이는 학업이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와는 다르다[15]. 선행 연

구에서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 아동은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써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아

동은 공감능력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게 되며 이는 학교

생활 적응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25].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의견

을 듣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일

방적으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거나 청소년의 규

칙준수가 저조하게 되므로[26,27],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규칙에 대

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

치는 세 번째 요인으로,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

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1.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의 

사용시간은 중독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은 높아진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16].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적절히 규제하는 등의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기보다는 청소년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 규칙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인지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으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인지하는 청소년이 전혀 통제 받지 않는다

고 인지하는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여부는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는 경우 학업 장애가 심해지거나 스마

트폰을 오락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26]는 결과는 본 연

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 소아과협회에서는 청소년의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부모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8].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

에 대해 단순 통제를 시도하는 경우 자녀는 문제 행동을 고치기보다

는 숨기려는 경향을 보이고[27],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26] 

자녀의 문제 행동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긍정적이

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자녀는 열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

고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얘기하게 된다[27]. 유럽의 부

모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중재방법을 달

리 하고 있다[29]. 청소년기 이전 자녀에게는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고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공유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자녀가 10대 청소년이 되면 부모들은 통제나 사용 규

칙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온라인 활동 통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29].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지도 시 무

조건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

해 서로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모-자녀 간 스마트폰 사용 경

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군이 정상 사용자 군보다 어머니

와의 긍정적인 애착(돌봄)이 부족하였고, 부정적인 애착형성(과보호)

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우울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를 지지

하는 결과로[5,14,30],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독립

성을 침해하게 되고 우울이 심해지는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

거나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위

험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울과 어머니-자녀 애착은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자녀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머니-자녀 애착의 돌

봄은 유의한 변수가 아니고 어머니-자녀 애착의 과보호만 유의한 변수

로 확인되었다[3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은 스마트폰 중

독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낮으며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16]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자녀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반복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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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청소년

을 편의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함을 기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실시한 

것으로 청소년의 주관적인 관점만이 반영된 것이므로 부모와 교사의 

관점도 함께 조사한 연구도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이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하루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부모요인으로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가, 학교요인으로는 학

교적응-학교생활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단순 통

제 위주의 관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부모들이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통제 위주의 관리 

외에 어떠한 부모 중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중재가 자녀의 올

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

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와 보건교사가 함께 참여하

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들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올바르게 지

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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