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시간 또한 길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이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95%로 세계

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았으며 이는 미국의 81%, 일본

의 6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1]. 또한 통계청에 의

하면 2020년 우리나라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평일 

2.0시간, 휴일 2.3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7시간씩 

증가했는데 그 중 15-19세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평일 2.8시간, 휴일 3.6시간으로, 전체 평균 2.0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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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스마트폰 사용 문제적 경험 문항에 답한 남녀 

청소년 54,603명이었다. 본 연구 자료는 SPSS 25.0 progra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의 관련 요인은 학업성적, 경제수준,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우울, 자살사고, 자살계획, 행복, 주관적 신체상,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었다. 음주와 흡연은 여학생에게

만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고, 자살계획은 남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을 고려한 중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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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problematic experiences of 

smartphone use among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4,603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is study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relevant factors for the problematic experiences of smartphone use among male 

students were academic performance, economic level, counselors, fast food consumption frequency,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 happiness, subjective body image, stress, and 

smartphone usage time. Drinking and smoking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elated factors only for 

female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problematic experience of smartphone use, an 

intervention considering the influence factors according to gender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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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에 비해 길었다[2]. 높은 보급률과 스마트폰 과

사용 등은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

마트폰 이용에 대한 현저성 증가, 조절실패, 문제적 결

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중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

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4]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20년 23.3%로 

2018년 19.1%, 2019년 20.0%에 비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5.8%

로 성인의 22.2%에 비해 매우 높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승폭은 전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으며 2018

년 29.3%, 2019년 30.2%, 2020년 35.8%이었다. 청소

년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로 인스턴트메신저, 게임, 

영화나 TV 등의 동영상을 시청하였는데, 남학생의 경

우 초·중학생까지 게임앱 이용이 40% 이상이었고, 고

등학생은 인스턴트메신저, 게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

학생은 전 학년에서 인스턴트메신져의 이용이 가장 크

게 나타났다[4,5].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학업적 문제를 초

래하는데 공격성과 분노, 적대감 등이 높고 자제력을 

쉽게 잃고 일생 생활에 대한 흥미 및 학업에 대한 무동

기와 무기력함까지 느끼게 된다[6-8]. 특히 청소년의 

경우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불안정이 스마트폰 

의존에 취약하게 한다[9].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

던 청소년에게 갑자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불안과 초조함을 불러일으켜 에너지 발산을 많이 

하며 산만해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

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0]. 그러므로 청소년의 적

절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았는데[11],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지

향성의 특성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가

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12]. 성별에 따른 특성을 더 

파악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련 중재 시 이러한 특성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 결과 청소년의 성별, 가구 경제 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도 스

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

다[13,14], 그리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손상 및 문제 경험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년, 학업 성

적, 음주, 흡연 그리고 우울, 스트레스의 건강행태 특성

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15,16].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련 중재 시 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자료를 활용한 이차분석연구로서 청소년의 스마트

폰 사용 문제적 경험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총 62,276명의 대상자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적 경

험 문항에 답한 남, 녀 청소년 54,603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적 경험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

인조사 설문 문항 중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폰 이용 때

문에 가족과 다툰 적이 있는지, 친구 또는 선, 후배와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 있는지,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의 3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

우 있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636명, 문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33,967명이

었으며, 남자는 26,930명, 여자는 27,673명이었다. 

2.3 연구 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자료를 바

탕으로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으로 변수를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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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일반적 특성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은 성별(남, 녀), 나이(12-15세, 16-18세), 학업 성

적(상, 중, 하), 경제 수준(상, 중, 하), 고민을 상담해 주

는 사람 (가족, 가족 외, 없음),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2/주, ≥3/주), 음주(예, 아니오), 흡연(예, 아니오), 스마

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있음, 없음), 스마트폰 사용 

시간(분/일)로 구성하였다.

2.3.2 심리적 특성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적 

특성은 우울(있음, 없음), 자살 생각(있음, 없음), 자살 

계획(있음, 없음), 자살 시도(있음, 없음), 행복(행복함, 

행복하지 않음), 주관적 신체상(마른 편, 보통, 비만), 스

트레스(많이 느낌, 적게 느낌)으로 구성하였다.

2.4 통계 방법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복합표

본계획 파일을 생성한 후 복합표본분석을 시행하였다.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 심리적 특성을 비교

하기 위해 복합표본 x2-test, t-tests를 이용하였다. 대

상자 수는 실수이고 %는 가중치를 부여한 %이다. 성별

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관련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비교

Table 1과 같이 일반적 특성 중 학업 성적, 경제 수

준,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음

주, 흡연,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학업 성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과 ‘하’라고 응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 수준은 남학생에게서 ‘상’

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은 

남학생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여학생은 ‘가족 외’가 많

았다.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는 남학생의 경우 주 3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음주와 흡연의 경우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스마

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은 여학생이 44.7%로 남학생

의 33.2%보다 많았으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여학생

이 371.74분으로 남학생의 286.05분보다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4,6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x2/t(p)
n (weight %)/ mean (SE)

Age (years)
l2-15 15448(54.0) 16001(54.0)

0.01(.983)
16-18 11329(46.0) 11567(46.0)

Academic grade

Upper 4227(15.6) 3249(11.4)

261.20(<.001)Middle 20014(74.3) 22012(79.8)

Lower 2689(10.1) 2412(8.8)

Economic level

Upper 3320(12.4) 2190(8.1)

277.86(<.001)Middle 22925(85.0) 24834(89.5)

Lower 685(2.6) 649(2.3)

concern counselor

Family 10522(39.3) 11056(40.1)

1704.72(<.001)Outside the family 9330(35.2) 13036(47.3)

None 7078(25.5) 3581(12.6)

Fast food intake frequency (/week)
≤2 21278(78.5) 22425(80.6)

38.44(<.001)
≥3 5652(21.5) 5248(19.4)

Drinking
Yes 11956(45.3) 9941(36.7)

411.45(<.001)
No 14974(54.7) 17732(63.3)

Smoking
Yes 5278(20.4) 1846(6.8)

2222.39(<.001)
No 21652(79.6) 25827(93.2)

Problematic experience of using 

smartphone 

Yes 8645(33.2) 11991(44.7)
753.82(<.001)

No 18285(66.8) 15682(55.3)

Smartphone usage time (minute) 286.05(2.80) 371.74(4.11) -18.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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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4,6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x2(p)
n (weight %)

Depression
Yes 5426(20.4) 8424(30.5) 738.93

(<.001)No 21504(79.6) 19249(69.5)

Suicidal ideation
Yes 2500(9.3) 4214(15.2) 435.45

(<.001)No 24430(90.7) 23459(84.8)

Suicidal plan
Yes 895(3.3) 1213(4.3) 40.10

(<.001)No 26035(96.7) 26460(95.7)

Suicide attempt
Yes 499(1.8) 888(3.2) 97.62

(<.001)No 26431(98.2) 26785(96.8)

Happiness
Yes 19278(70.8) 17679(63.3) 347.52

(<.001)No 7652(29.2) 9994(36.7)

Subjective physical appearance

Underweight 8355(31.2) 5304(19.0)

1079.02
(<.001)Normal 8921(32.9) 10479(38.0)

Overweight 9654(35.9) 11890(43.0)

Stress
Feeling much 8146(30.5) 12440(44.8) 1209.22

(<.001)Feeling less 18784(69.5) 15233(55.2)

3.2 심리적 특성 비교

Table 2와 같이 모든 심리적 변수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다(p<.05).

우울은 여학생이 30.5%로 남학생의 20.4%보다 많았

고,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모두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많았다. 행복은 남학생이 70.8%로 여학생의 

63.3%보다 많았으며 주관적 신체상 중 비만은 여학생

이 많았고 마른 편은 남학생이 많았다. 스트레스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3.3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관련요인

Table 3과 같이 학업 성적와 경제 수준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하’보다 ‘중’으로 응답한 경우 스마

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남학생은 

가족 외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가족 외에서는 더 높게 나타

났으나 가족에서는 더 낮게 나타났다. 

Table 3. Factors related to the problematic experience of using smartphone     (N=54,6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Female

OR 95% CI p OR 95% CI p

Academic grade (lower)
Upper 0.974 0.855-1.110 .695 0.964 0.853-1.088 .549

Middle 1.165 1.053-1.290 .003 1.107 1.002-1.224 .047

Economic level (lower)
Upper 1.007 0.829-1.224 .944 1.032 0.842-1.266 .758

Middle 1.252 1.054-1.486 .011 1.210 1.016-1.441 .033

Concern Counselor (none)
Family 1.011 0.936-1.092 .787 0.896 0.821-0.977 .013

Others 1.195 1.113-1.284 <.001 1.143 1.050-1.245 .002

Fast food intake frequency (≥3/week) ≤2/week 0.805 0.755-0.858 <.001 0.744 0.689-0.803 <.001

Drinking (no) Yes 1.060 0.993-1.132 .080 1.175 1.102-1.252 <.001

Smoking (no) Yes 1.053 0.969-1.145 .223 0.888 0.795-0.993 <.001

Depression (no) Yes 1.379 1.269-1.499 <.001 1.440 1.349-1.538 <.001

Suicidal ideation (no) Yes 1.387 1.247-1.542 <.001 1.377 1.261-1.502 <.001

Suicidal plan (no) Yes 0.791 0.547-0.952 .013 0.989 0.849-1.152 .884

Suicide attempt (no) Yes 0.931 0.737-1.176 .549 0.865 0.720-1.039 .121

Happiness (no) Yes 0.765 0.709-0.824 <.001 0.866 0.811-0.925 <.001

Subjective physical appearance (overweight)
Underweight 1.098 1.024-1.176 .008 1.045 0.972-1.123 .235

Normal 0.833 0.772-0.899 <.001 0.924 0.874-0.978 .006

Stress (feeling less) Feeling much 1.385 1.288-1.490 <.001 1.423 1.342-1.509 <.001

Smartphone usage time (minute) 1.001 1.0-1.001 <.001 1.0 1.0-1.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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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모두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가 더 적

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은 여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음주는 안 하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에 스

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높았고 흡연은 안

하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 우울과 자살생각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서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스마트

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

살계획은 남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

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행복은 모두 대상자에게서 

행복한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신체상은 비만에 비해 남학

생은 마른 편일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

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 여학생 모두 보통일 

경우 더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경우 모든 대상자

가 적게 받을 때보다 많은 받을 때 스마트폰 사용의 문

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스마트폰 사용시

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

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학업 성적와 경제 수준은 남학생과 여

학생 모두에게서 ‘하’보다 ‘중’이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

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Lee[17] 등의 연

구 결과에서도 학업 성적이 중상위권 청소년의 스마트

폰 과의존이 중하위권이나 하위권의 과의존보다 높았

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낮게 나타

났으나 Kim 등[18]의 연구에서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

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Kim 등

[19]의 연구 결과 학업 성적이 ‘상’에 비해 ‘중’인 경우 

스마트폰 사용 문제 경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연구마

다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성별에 따른 학

업 성적과 경제 수준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행동에 관련

이 되는지 반복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Hong[20]의 연구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SNS

를 적게 사용하는 집단의 학업태도가 스마트폰의 전반

적 사용 시간이 적은 집단이나 SNS를 집중적으로 사용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의 이용 목적

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 성적 등도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의 사용문제 

점검 시 그 내용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남학

생은 가족 외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

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가족 외에서는 더 높

게 나타났으나 가족에서는 더 낮게 나타났다. Park[21]

의 연구 결과 고민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또래 집단일 

경우에 부모인 경우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시간증가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친구를 비롯한 가족 이외의 대

상에게 고민을 상담할 경우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

결책 제시가 어려워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부모의 

경우 해결책 제시와 상담이 비교적 수월하고 효과적이

므로[22]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행동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

와의 관계가 남학생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23]. 

실제 긍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스마

트폰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

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23,24]. 

그러므로 청소년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모와의 고민 

상담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한 수 있는 상

담창구가 필요하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가 더 적

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Kim 등[25]의 연구 결과 가당음료 섭취빈도

가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사용 문제 경험의 가능성은 증

가하였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 패스트푸드 섭취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26]. 그러므로 효율적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및 패스트푸

드 섭취 빈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음주와 흡연은 여학생에게서만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음주는 안하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높았고 흡연은 

안하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

적 경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Kim 등[19]의 연구 결과 음주와 흡연을 하는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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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문제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 

문제 경험 예방 시 음주와 흡연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우울과 자살 생각은 남학생, 여학생 모

두에게서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살계획은 

남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Hwang 등

[16]의 연구 결과 우울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우울이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im[19]의 연구 결과 

자살 생각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

폰 사용 문제 경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우울한 경우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바일 상의 의사소통 

등에 집중하여 스마트폰 의존이 커지게 된다[27]. 우울

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우울이 심한 청소년의 경우 자

살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28,29]. Moon 등[30]의 연

구 결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살계획 가

능성은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는 문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스마

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행동과 자살계획과의 추후 반

복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과 그 문제행동은 

자기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에

게 매우 높다[31]. 그러므로 우울하고 자살 생각이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감소시

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모두 대상자에게서 행복한 경우에 스

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

다. Kumcagiz 등[32]의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와 동

일하게 행복은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가정환경, 대인관계, 성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3]. Choi[23]와 Lee 등

[24]의 연구 결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사회적으로 지

지를 잘 받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감

소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대인관

계 향상을 통한 사회적 지지 증가 등으로 행복감을 높

여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주관적 신체상은 비만에 비해 남학생은 마른 편일 

경우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 여학생 모두 보통일 경우 더 낮게 나

타났다. 주관적 신체상은 마른 편에서는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스스로 자신의 체형을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존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자신의 체형을 보통

으로 평가한 것은 비만이나 마른 편으로 평가한 것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존

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을 경우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

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은 증가한다[34]. 따라서 문제행

동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스트레스의 경우 모든 대상자가 적게 

받을 때보다 많은 받을 때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

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적 경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Hwang 등[16]의 

연구 결과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행동

은 더 많이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내의 가상

공간으로의 몰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행동 가능

성도 증가할 수 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로 스마트

폰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Moon 등

[35]의 연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을 

더 과사용 하였으며, Kim 등[36]의 연구 결과 여학생

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won 등[37]의 연구 결과 남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문제행동에 대한 성별 

차이와 그 영향 정도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 경험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문제 경험에 관

련이 있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학업 성적, 경제 수

준,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음주, 흡연,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정서적 요인 중 우울,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행복, 주관적 신체상, 

그리고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 행복이 증가하고 우

울이 감소할 수 있으나 지나친 사용과 집착은 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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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증가시킨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

절한 스마트폰의 사용과 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

사 대상자 중 54,6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추후 

다양한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

제행동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경험 시 적용할 중재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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