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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types 
of risk group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Data of 223 students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st 

to 22nd of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 x2 test, correlat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martphone addiction scale was used to classify the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18.8% 
(n=42) of the total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as the addiction risk group and 81.2% (n=181) were categorized 
as the general population group. Result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udents in the high risk group were 
grade (t=3.89, p=.036) and religion (F=3.79, p=.044). In the high risk group, psychological anxiety (β=.39, p=.005) 
and relapse of internet addiction (β=.38, p=.006) explained 46.0% of smartphone addiction, while in the normal 
risk group, relapse of internet addiction (β=.42, p<.001), psychological anxiety (β=.22, p=.004), tolerance of 
internet addiction (β=.17, p=.007), and academic stress (β=.14, p=.027) explained 51.0% of smartphone 
addiction.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a more specific nursing 
intervention is needed that can reduce psychological anxiety and relapse of internet addiction. It is clear that urgent 
measures need to be taken for the highly addicted students such as academic counseling.

Key Words:  Smartphone addiction; Psychological anxiety; Conflictu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cademic stress; Problem behaviors



6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김상희·김정이·전소연 등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의 약 2배 수

준으로 보고되었으며, 과의존 위험군이 30.2%로 나타났다[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또한 성인보다 높았으나, 스마트폰 과

다사용이 인터넷 과다사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3]. 특히 중학생은 학령인구 중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비

율이 훨씬 높다[2]. 금단과 재발, 내성 및 일상생활 장애를 동반

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인터넷 중독과 스마

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4],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을 높힌다[5]. 청소년의 공

격성과 충동성 등의 문제행동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6,7], 우울과 불안의 정서적 문제와 학교부적응, 갈등

적 친구관계, 교사나 부모와 의사소통 장애 등 사회적 불건강

은 스마트폰 중독의 성향을 가중시킨다[7,8]. 

사회불안이나 심리적으로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하고 외

롭고 화가 나며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

고 긴장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의 심리적 불안 및 대인관계불

안은 현재의 일에 걱정이 많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과 외로

움, 우울을 보이고, 스마트폰 중독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

용한다[9-11]. 그러나 Koh와 Kim [12]은 우울이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치지만, 불안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하였고, Lee 등[9]은 중독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

군보다 사회불안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으며, Jeon과 Chun 

[6]은 우울 ․ 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불

안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특히 심리적 불안이 중독위험 수준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요구된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관계나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

생들이 정신신체 질환과 관련된 증상들을 호소하고 갈등적 친

구관계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의 과다 이용과 중독에 영

향을 미친다[13,14]. 청소년기의 스트레스가 잘 해결되지 않으

면 좌절, 반항, 우울, 흡연, 음주, 약물남용, 폭력, 강박증, 자기

통제력 상실 및 충동성 등의 문제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며, 또래친구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래관계 괴롭

힘과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성숙성을 나타내는 대인관계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

독으로 이어진다[14,15].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

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모형에선 학업 스트레스는 친구지지와 부모지지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오히려 학업 스트

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중독수준에 따라 어떻게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18,19]. 

한편, 충동성의 문제행동, 학교적응 및 온라인 게임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

독과 더 큰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며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다[20,21].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스마트폰 고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스마트폰 중

독의 총점수도 높았고 하위영역 일상생활장애와 통제력 상실, 

병적몰입 및 충동성의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22]. 청소년의 스

마트폰 중독 위험을 낮추어 주는 것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므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 학업 

스트레스, 갈등적 친구관계, 문제행동 및 인터넷 중독 등이 스

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 예측 요인의 효과를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검토함에 따

라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사용자 간의 차이를 고려한 보

다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방안을 제시할 수가 없었고, 청소년

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정도의 분류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리적 불안과 갈등적 친

구관계, 학업 스트레스, 문제행동 및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기준에 따라 그 집단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과 일반 

사용자군의 두 집단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중재방안을 개발하

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 갈등적 친구관계, 문제행동 및 인터넷 중독 등이 스

마트폰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연구를 시

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

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 갈등적 친구관계, 학업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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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동,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

독 관련 요인을 파악 및 비교하기 위하여 P시에 소재한 4개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

은 일반폰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

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먼저 I 대학교 기관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2019-10-014-001), 해당 중학

교장과 학생담당 부장교사와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연구자

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

한 협조와 참여를 구해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시 연구자와 숙

련된 연구보조원 2인이 담임선생님과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서면동의서는 대상자

의 익명성과 비 보장에 관한 내용과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포함하였다. 대상자가 참여 철회를 요청 시 

참여자가 보는 앞에서 즉시 폐기하였다. 자료회수방법은 참여

자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입 외 시간에 질문지에 응답

하게 하였고, 연구보조원이 응답을 마친 대상자에게 빠뜨린 

문항이 있는지 점검한 후에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

하고 응답지를 바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2일까지이었으며, 

총 227명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중회귀분석 통계법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수의 결정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가장 

낮은 효과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효과크기 medium .15로 설

정하였다[13]. 유의수준 ⍺는 .05,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

력 .95, 요인의 수 13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189명이었

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더 모집한 

후 총 227부를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불성실한 자료 4부를 제

외한 22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심리적 불안 10개 문항, 갈등적 친구관계 

5개 문항, 학업 스트레스 3개 문항, 문제 행동 10개 문항, 인터

넷 중독 28개 문항, 스마트폰 중독 15개 문항, 일반적 특성 10

개 문항으로 총 8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도구는 개발

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경제수준, 학

업성적, 자신의 성격성향, 체질량 지수, 스마트폰의 주 사용 장

소, 사용기간, 주 사용용도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심리적 불안

본 연구에서 심리적 불안 측정도구는 Kim 등[10]이 개발한 

청소년 심리적 불안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흥미, 

걱정, 불안, 슬픔, 외로움, 자살충동, 주변의 상황, 분노, 폭력

적 행동, 위험한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최소 10점

부터 최대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안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과 Lim [31]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갈등적 친구관계

본 연구에서 갈등적 친구관계 측정도구는 Kim 등[10]이 개

발한 청소년 친구관계 진단척도의 10개 문항 가운데 하위영역

인 긍정적 친구관계 5개 문항, 갈등적 친구관계 5개 문항의 갈

등적 친구관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 문항

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5점

부터 최대 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적 친구관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과 Lim [31]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4) 학업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Kim 등[10]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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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의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소 

3점부터 최대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과 Lim [31]의 연구

에서 Cronbach’s ⍺는 .69였고,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5) 문제 행동

본 연구에서 문제 행동 측정도구는 Kim 등[10]이 개발한 청

소년 비도덕적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도덕적 가

치, 정의감, 공정성, 법치주의, 주변인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의 

총 10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

는 최소 10점부터 최대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

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과 Lim 

[3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6)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측정도구는 Park [23]이 개발한 도구를 개발자

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특이성 5개 문항, 금단 5

개 문항, 감정전환 5개 문항, 내성 4개 문항, 재발 4개 문항, 갈등 

5개 문항으로 6개 영역의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

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5였으며, 특이성 .75, 금단 .85, 감정전환 .83, 내성 .81, 

재발 .83, 갈등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7)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측정도구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4]이 청소년(10~18세)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 청소

년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개 문

항이며,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

에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하고, 사용자군(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에 대

한 분류는 고위험군은 경우 총점의 합계가 45점 이상에 해당

하거나 일상생활장애(16점 이상), 금단(13점 이상), 내성(14점 

이상)의 점수가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잠재적 위험군은 총점

의 합계가 42점 이상~44점 이하이거나 일상생활장애(14점 이

상), 금단(12점 이상), 내성(13점 이상)의 합계점수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군은 총점의 합계가 41

점 이하이고 일상생활장애(13점 이하), 금단(11점 이하), 내성

(12점 이하)의 합계점수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용자군을 비중독군으로 하고, 중독 

위험군은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포함하

였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 전체 Cronbach’s ⍺는 .89, 일상

생활장애 .87, 가상세계지향성 .69, 금단 .80, 내성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수(심리 적 불안, 갈등적 친구관

계, 학업 스트레스, 문제 행동, 인터넷 중독)의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x2 test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일반적 특

성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수들과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통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

독의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하 ‘위험군’)은 42명(18.8%),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군

(이하 ‘일반군’)은 181명(81.2%)이었다(Table 1).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의 경우 위험군은 1, 2, 3학년이 각각 21명(50.0%), 

12명(28.6%), 9명(21.4%)이었고, 일반군은 74명(40.9%), 90명

(49.7%), 17명(9.4%)이었다. 종교의 경우 위험군은 있다가 26

명(61.9%), 없다가 16명(38.1%)이었고, 일반군은 있다 102명

(56.4%), 없다 79명(43.6%)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은 일반군보

다 자신의 성격성향이 외향성인 경우와 게임을 하기 위한 스마

트폰의 주 사용 용도가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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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Smart Phone Addiction Degree (N=223)

Characteristic Categories

Addiction 
dangerous 

group (n=42)

General 
population

group (n=181) Total x2 p

n (%) n (%)

Gender Female
Male

 9 (21.4)
33 (78.6)

 57 (31.5)
124 (68.5)

 66 (29.6)
157 (70.4)

2.45 .129

Grade 1st
2nd
3rd

21 (50.0)
12 (28.6)
 9 (21.4)

 74 (40.9)
 90 (49.7)
17 (9.4)

 95 (42.6)
102 (45.7)
 26 (11.7)

0.49 .852

Religion Yes
No

26 (61.9)
16 (38.1)

102 (56.4)
 79 (43.6)

128 (57.4)
 95 (42.6)

4.01 .187

Economy High
Moderate
Low

11 (26.2)
29 (69.0)
2 (4.8)

 41 (22.7)
136 (75.1)
 4 (2.2)

 52 (23.3)
165 (74.0)
 6 (2.7)

3.72 .155

Score High
Moderate
Low

15 (35.7)
14 (33.3)
13 (31.0)

 70 (38.7)
 64 (35.4)
 47 (26.0)

 85 (38.1)
 78 (35.0)
 60 (26.9)

2.98 .137

Personality Extroversion
Moderate
Introversion

19 (45.2)
16 (38.1)
 7 (16.7)

 59 (32.6)
 96 (53.0)
 26 (14.4)

 78 (35.0)
112 (50.2)
 33 (14.8)

8.82 .023

BMI (kg/m2) ＜25
25~＜30
≥30

32 (76.2)
 8 (19.0)
2 (4.8)

144 (79.6)
 21 (11.6)
16 (8.8)

176 (78.9)
 29 (13.0)
18 (8.1)

0.31 .872

Place of 
smart phone use

Except house
House

3 (7.1)
39 (92.9)

 5 (2.8)
176 (97.2)

 8 (3.6)
215 (96.4)

0.29 .902

Duration of 
smart phone use
(year)

＜1
＜2
＜3
＜4
≥4 

3 (7.1)
 7 (16.7)
11 (26.2)
 5 (11.9)
16 (38.1)

 9 (5.0)
17 (9.4)

 31 (17.1)
 53 (29.3)
 71 (39.2)

12 (5.4)
 24 (10.8)
 42 (18.8)
 58 (26.0)
 87 (39.0)

7.20 .091

Purpose of 
smart phone use

Game
Information
Relation
Audio

21 (50.0)
 7 (16.7)
11 (26.2)
3 (7.1)

 51 (28.2)
 39 (21.5)
 43 (23.8)
 48 (26.5)

 72 (32.3)
 46 (20.6)
 54 (24.2)
 51 (22.9)

9.01 .019

BMI=Body Mass Index.

의 성격성향은 위험군의 경우 외향적이 가장 많았으나, 일반군

의 경우는 중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x2=8.82, p=.023), 스

마트폰의 주 사용 용도는 위험군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가

장 높았지만, 일반군에서는 각각의 사용 용도의 비율이 비슷하

게 나타났다(x2=9.01, p=.019).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단변량 분석 

결과, 위험군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변수는 학년과 종교로 확인되었다(Table 2). 즉, 학년의 경우 

3학년이 1, 2학년보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

으며(F=3.79, p=.044), 종교는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중

독 정도가 높았다(t=3.89, p=.036). 그러나 일반군에서는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

수는 없었다.

3.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수들의 정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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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Smart Phone Addiction Degre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3)

Characteristic Categories
Addiction dangerous group (n=42) General population group (n=181)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38.44±5.00
38.48±5.23

-0.02 .984 28.03±5.24
27.73±5.25

0.36 .720

Grade 1sta

2ndb

3rdc

37.38±4.67
37.83±2.85
42.88±7.21

 3.79 .044* 27.83±5.25
27.47±5.03
29.64±6.08

1.23 .294

Religion Yes
No

36.61±5.48
39.62±3.98

 3.89 .036 27.40±5.44
28.37±4.92

-1.25 .214

Economy High
Moderate
Low

40.63±6.42
37.93±4.51
34.50±2.12

 1.81 .177 27.39±5.10
27.81±5.17
32.75±7.58

1.93 .148

Score High
Moderate
Low

36.66±5.09
38.71±3.85
40.30±5.97

 1.85 .171 27.81±4.53
27.17±5.67
28.74±5.55

1.23 .296

Personality Extroversion
Moderate
Introversion

38.73±5.20
39.43±5.45
35.57±3.40

 1.46 .245 27.84±5.36
28.02±5.28
27.07±4.86

0.33 .719

BMI (kg/m2) ＜25
25~＜30
≥30

37.90±3.91
38.87±7.98
46.00±5.65

 2.55 .091 27.93±5.33
27.47±4.61
27.31±5.37

0.16 .856

Place of 
smart phone use

Except house
House

39.50±4.94
38.41±5.26

 0.29 .776 30.00±2.23
27.81±5.21

0.93 .353

Duration of 
smart phone use
(year)

＜1
＜2
＜3
＜4
≥4 

40.66±3.21
35.85±2.67
40.18±6.40
34.60±5.02
39.25±4.65

 1.84 .141 27.22±3.86
27.52±5.70
27.35±5.06
27.66±5.44
28.30±5.28

0.27 .899

Purpose of 
smart phone use

Game
Information
Relation
Audio

38.09±4.66
37.71±5.56
40.09±6.31
37.00±2.64

 0.52 .673 28.29±5.27
27.71±5.20
27.90±5.30
27.35±5.27

0.27 .846

*c＞a, b.

독 및 중독 관련 변수는 다음과 같다(Table 3). 학업 스트레스

를 제외하고, 심리적 불안, 갈등적 친구관계, 문제 행동 및 인

터넷 중독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불안은 위험

군 23.47±9.00점, 일반군 17.57±6.29점이었으며, 갈등적 친

구관계는 위험군 11.02±4.56점, 일반군 8.41±3.60점이었고, 

문제 행동은 위험군 21.47±6.92점, 일반군 16.82±5.31점이

었으며, 인터넷 중독은 위험군 64.92±21.65점, 일반군 47.56 

±17.23점으로 모두 위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01). 또한,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의 평균 점수는 위험군 

38.47±5.12점, 일반군 27.82±5.23점으로 위험군에서 높게 나

타났다(t=11.92, p<.001).

4.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위험군의 경

우 심리적 불안, 문제 행동, 인터넷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심리적 불안(r=.51, p<.001), 문제 행동(r=.34, p=.028) 

및 인터넷 중독(r=.57, p<.001)은 스마트폰 중독과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심리적으로 불안할수록, 문제 행동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군의 경우는 심리적 

불안(r=.42, p<.001), 갈등적 친구관계(r=.34, p<.001),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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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Smart Phone Addiction Degree according to the Variables (N=223)

Variables
Addiction dangerous group

(n=42)
General population group

(n=181) t p
M±SD Min-Max M±SD Min-Max

Psychological anxiety 23.47±9.00 10~48 17.57±6.29 10~46 5.01 ＜.001

Conflict friend relation 11.02±4.56  5~20 8.41±3.60  5~20 4.01 ＜.001

Academic stress  8.33±2.23  4~15 7.53±2.03  3~13 1.26  .053

Problem behavior 21.47±6.92 10~37 16.82±5.31 10~33 4.81 ＜.001

Internet addiction: 
 Salience
 Withdrawal
 Mood modification
 Tolerance
 Relapse
 Conflict

 64.92±21.65
11.85±5.29
 9.35±5.10
11.52±4.59
 9.21±4.28
 9.71±4.12
13.26±4.76

 29~124
 5~25
 5~25
 5~24
 4~20
 4~20
 5~23

47.56±17.23
10.12±3.91
 7.17±3.41
 8.77±4.55
 6.40±2.90
 6.58±2.82
 8.50±3.74

28~102
 5~22
 5~20
 5~22
 4~14
 4~15
 5~20

5.59
2.41
3.37
3.86
5.11
5.89
7.01

＜.001
 .017
 .001
＜.001
＜.001
＜.001
＜.001

Smart phone addiction:
 Daily life disorders
 Semblance world inclination
 Withdrawal
 Tolerance

38.47±5.12
14.92±1.42
 3.83±1.54
 9.02±1.77
10.69±2.24

27~55
14~19
2~8

 6~16
 5~16

27.82±5.23
10.07±2.13
 2.74±0.99
 7.27±1.70
 7.73±1.90

15~39
 5~13
 2~6
 4~11
 4~12

11.92
14.04
 5.69
 8.74
 5.96

＜.001
＜.001
＜.001
＜.001
＜.001

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ccording to Smart 
Phone Addiction Degree (N=223)

Variables

Addiction 
dangerous 

group (n=42)

General 
population 

group (n=181)

r p r p

Psychological anxiety .51 ＜.001 .42 ＜.001

Conflict friend relation .29  .062 .34 ＜.001

Academic stress .26  .094 .35 ＜.001

Problem behavior .34  .028 .47 ＜.001

Internet addiction :
 Salience
 Withdrawal
 Mood modification
 Tolerance
 Relapse
 Conflict

.57

.34

.45

.48

.39

.50

.48

＜.001
 .030
 .003

＜.001
 .011

＜.001
＜.001

.67

.50

.55

.49

.65

.61

.58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스트레스(r=.35, p<.001), 문제 행동(r=.47, p<.001), 그리고 

인터넷 중독(r=.67, p<.001)의 모든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심리적으로 불안할수록, 갈등적 친구관계가 높

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 정도가 높을수

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청소년의 위험군의 스마

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

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모두 포함

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불안, 문제 행

동, 그리고 인터넷 중독, 학년, 종교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고, 

이 중 학년은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

tion Factor, VIF)가 1.11~2.39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32.45, p<.001), 

설명력은 46.0%로 확인되었다(Table 5). 분석 결과, 대상자 

중독 위험군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심리적 불안(β=.39, p=.005)과 재발영역의 인터넷 중독(β= 

.38, p=.006)이 확인되었다. 

일반군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변수인 심리적 불안, 갈등

적 친구관계, 학업 스트레스, 문제 행동,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

과, 분산팽창인자가 1.35~2.16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47.78, 

p<.001), 설명력은 51.0%로 확인되었다(Table 5). 분석 결과, 

대상자 일반군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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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mart Phone Addiction Degree (N=223)

Degree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Addiction 
dangerous 
group (n=42)

(Constant)
Psychological anxiety
Internet addiction: Relapse

28.67
 0.22
 0.47

2.07
0.08
0.16

 
.39
.38

13.86
 2.96
 2.88

＜.001
 .005
 .006

.46 32.45 ＜.001

Tolerance=0.90, VIF=1.11~2.39, Durbin-watson=1.90

General 
population 
group (n=181)

(Constant)
Internet addiction: Tolerance
Psychological anxiety
Internet addiction: Relapse
Academic stress

15.24
 0.14
 0.41
 0.75
 0.35

1.16
0.05
0.14
0.14
0.16

 
.17
.22
.42
.14

13.14
 2.71
 2.89
 5.53
 2.23

＜.001
 .007 
 .004

＜.001
 .027

.51 47.78 ＜.001

Tolerance=0.46~0.74, VIF=1.35~2.16, Durbin-watson=2.13

Adj. R2=Adjusted R-squared.

으로 재발영역의 인터넷 중독(β=.42, p<.001), 심리적 불안

(β=.22, p=.004), 내성 영역의 인터넷 중독(β=.17, p=.007) 및 

학업 스트레스(β=.14, p=.027)이 확인되었다.

논 의

중학교 청소년의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라 분류된 군 간에 

스마트폰 중독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8.8%였고, 일반군

은 81.2%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스마트폰 자가

중독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경남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고위험자와 잠재적 위험자를 포함한 중독 위험군이 

21.3%로 나타난 결과와는 비슷하였으며, 수도권과 경북 지역

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이 10.3%, 스

마트폰 중독이 17.5%로 나타난 결과와 전남 지역에서 대안학

교를 제외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독 위험군이 11.9%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16,25].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 위험군은 26.28%이고, 대학생은 23.81%로 나타난 결

과와 서울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이 12.6%, 스마트폰 중독이 22.6%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게 나

타났으며[7,9,1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독 위험

군이 30.4%라고 한 결과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서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차이는 중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의 연구대상

자와 서울이나 수도권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인지의 거주 

지역 및 공인기관의 도구인지 아닌지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

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는 대상자의 연령과 대상 지역 및 측정

도구의 타당성부터 확인하여야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중독 위험군은 일반군보다 외향성의 성격이 

많았으며, 게임을 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독군과 일반군의 두 군 간에 성격과 

스마트폰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Ryu와 Cho [13]의 연구에서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친구

들과 함께하려는 외향성 성격의 경우와 게임을 하려는 목적으

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 학습이나 정보탐색을 목

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외향성은 사교성과 지배성이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의 질

이나 강도 및 활동성으로 나타나며,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호

기심이 많고 행복감과 자신감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

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25].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오랜 기간 통신앱을 사용하고 소셜네트워크에 자

주 도달하기 때문에 발신 통화 수가 많고 휴대폰을 더 자주 많

이 사용한다[26]. 외향성이 높을수록 메시지 기능을 많이 사용

하고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관계를 보여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

한다[27]. 따라서 외향성은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을 야기할 수 

있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도록 성격성향에 따른 적절한 스

마트폰 사용법의 안내와 중독 예방 교육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

하다고 본다.

한편, 대상자의 중독 위험군과 일반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일반군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

마트폰 중독에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없었으나, 위험군에서 학

년과 종교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어 3학년이 1, 2학년인 경우

보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

산, 경남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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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 결과와 차이가 있

었다[17].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중독 위험군에서 종교가 없

는 경우에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

교유무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

와 차이가 있었다[17]. 종교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대안으로 찾은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Shin [25]의 연구에서 실존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스마

트폰 중독이 높다고 한 결과와 비슷하다. 이는 영적 안녕감의 

개념이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의 2개의 하위요인을 

가지는 영적 안녕감을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는 신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신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고 믿는 

종교적 안녕감과 견줄 수 있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현재 삶에 

의미와 목적이 뚜렷하며 삶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실존적 안녕감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Park과 Shin [25]

의 연구에서 실존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Park, Oh와 Shin [28]의 연구에서 부족한 

사회적 지지는 실존적 안녕감을 낮추고 낮아진 실존적 안녕감

은 스마트폰 중독을 높인다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에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입시와 같은 스트레

스 상황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삶의 만족과 미

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실존적 영적 안녕감을 높이는 상

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심리적 불안과 정적상관으

로 나타나 심리적으로 불안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높

았으며,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일반군보다 심리적 불안의 정도

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고 한 Lee 등[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심리적 불안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터

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29]. 스마

트폰 중독은 대인관계불안과 유의한 정상관이 있어 대인관계 

불안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지고[8], 불안이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7,10-12]들이 많

이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갈등적 친구관계와 양의 상관관

계로 나타나 갈등적 친구관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독군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일반군에서는 유의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일반군보다 갈등적 친구관계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Shin [15]의 연구에서 또래관계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다고 한 결과와 Kim 등[14]의 연구에

서 또래관계 스트레스와 또래관계 유지를 위한 스마트폰 의존

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14]의 연구에서 또래 교우관

계 등과 관련된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성숙

성이 낮을수록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었다[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

로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일반군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중독군에서

는 유의하지 않고,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일반군보다 학업 스트

레스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15,16,18,19]에서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이 높아진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

고, 중독군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결과는 Kim 등[18]의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 서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결

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ung과 Kim [30]의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 가운데 시험 스트

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성적과 수업참석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문제행동과 양의 상관관계

로 나타나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일반군보다 문제행

동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중 ․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과 Chun [6]의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

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스마트폰 중독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고 내재화 문제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격성의 외재화 문제행동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에서 내재화와 외재화의 문제행동 모두가 스마트폰 중

독에 중요 원인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부모와 친구 및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정서적, 심리적, 행

동적, 부적응 행동으로 정의한 것과 의미상 차이는 있으나 청

소년들의 부적응 문제행동을 내재화 및 과잉 통제된 불안, 우

울, 위축 등을 의미하는 내재화 문제와 억압된 감정의 행동화

된 공격성, 학교폭력, 비행 등을 의미하는 외재화 문제의 측면

[6]에서 볼 때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 양의 상관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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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인터넷 중독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일반군보다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연

구한 Park [21]은 인터넷 중독과 가장 큰 정적상관을 가져 인

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결

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eong [26]은 정신건강이 인

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각각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을 결과변수로 살펴보

아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을 원인변수로 살펴본 것과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을 원인변수로 살펴본 연구도 

있고[5,20,21] 스마트폰 중독은 행위 중독이므로 계속 위험군 

분류에 따른 연구를 하되, 현재는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고위

험군이나 잠재적 위험군을 중독군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기 위해서 심

리적 불안과 갈등적 친구관계, 학업 스트레스, 문제행동 및 인

터넷 중독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스마트폰 중독군에서는 심리적 불안과 재발의 인터넷 중

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군에서는 재발의 

인터넷 중독과 심리적 불안 및 내성의 인터넷 중독 및 학업 스

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재발영역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려 여러 번 시도하지만 항

상 다시 사용하게 되며 사용시간을 줄이거나 적절하게 조절하

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항상 실패하여 이전 경험에 비추어 

지금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일 의사가 없는 인터넷 중독의 초

기 유형으로 반복 복귀하는 경향이며, 인터넷 중독의 내성영

역은 인터넷을 꺼야 할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끄면 만족할 수가 

없고 이전과 비교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영역에서 인터넷 활동경험의 증가가 필요

한 것이다[23].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스

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Park [2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인터넷 중

독이며,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사용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

와 함께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

라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구한 Kim 등[14]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친구의 수인 네트워크

의 크기가 클수록 스마트폰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또래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며 또래관계 유지를 위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클수록 실제로 스

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에

서 심리적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유사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기 위

해서는 인터넷 중독을 낮추어 주되 인터넷 중독의 하위영역인 

그 속성을 파악하여 찔끔 찔끔 인터넷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만족할 만큼 하되 빈도를 줄여서 재발의 인터넷 중독

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중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가

장 영향하는 요인은 심리적 불안과 재발과 내성의 인터넷 중독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 지역의 중학교 청

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대상자가 속한 지역이

나 학교설립 유형 등에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차이가 

있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학

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 위험군과 일반군으로 나누어 스마

트폰 중독 정도를 구분하였다는 점과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군별로 나누어 연구한 점이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

년별 특성이 반영된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적 

중독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

다. 둘째,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인터넷 중독의 재발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전략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을 위한 비교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한

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

독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

련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중독군에 대한 추적연구와 종단적 연

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스마트폰 중

독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P

시에 소재한 중학교 청소년 21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로 2020년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수집하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 심리적 불안, 

갈등적 친구관계, 학업 스트레스, 문제행동, 인터넷 중독 및 스

마트폰 중독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독 위험군은 설명력 46.0%로 심

리적 불안(β=.39)과 인터넷 중독의 재발요인(β=.38)이었으

며, 일반군은 설명력 51.0%로 인터넷 중독의 재발요인(β=.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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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심리적 불안(β=.22), 인터넷 중독의 내성요인(β=.17) 및 학

업 스트레스(β=.17)이었다. 중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가장 영향하는 요인은 심리적 불안과 재발요인의 인

터넷 중독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 정도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는 심리적 불안과 인터

넷 중독의 재발요인을 낮추어주는 방안마련과 지원이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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