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교육연구 17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6, Vol. 17, No. 4, pp. 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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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 용도별로 이용빈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평균

적인 변화패턴이 중학교 2학년에서의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등의 심리사회

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중 초4 패널의 5개년 자료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휴대전화로 가족소통을 위한 

이용은 초4에서 높은 수준으로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소통을 

위한 목적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초4부터 중2까지 증가하였으며, 오락용은 초4부터 초6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여

주다가 중2까지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였다. 둘째, 가족소통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이 시간 흐름에 따라 빠르

게 감소할수록 중2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친구

와 소통하는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이 점차 증가할수록 중2의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수록 중2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및 신체증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 이용의 변화양상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휴대전화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름을 밝힘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

를 종단적으로 확인한 데 의의를 둔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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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가구의 휴대전화1) 보유율은 2013년 79.7%, 2014년 84.1%, 2015년 86.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하루 중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이용에 소비한다고 한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휴

대전화는 정보 제공, 개인 간 교류, 신속한 연락과 교육적 활용까지 청소년의 삶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휴대전화의 문제적 사용은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나 의존이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구현영, 2010; 서민재, 최태영, 우정민, 김지현, 이종훈, 2013;

신은수, 2013; 윤미애, 2014; 이경선, 이정화, 2008; 이영옥, 2007; 이해경, 2008; 최선희, 2008; 허

균, 2013; 홍예지, 이순형, 이수현, 조혜림, 2015; Chiu, Chang, Chen, Ko, & Li, 2015; Jun, 2016;

Maisch, 2003; Seo, Park, Kim, & Park, 2016).

하지만 휴대전화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서발달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이 다름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즉 휴대전화를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내면화·

외현화 행동문제 및 학교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오락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의산만, 공격성 및 

학교 부적응을 증가시키며, 친구와의 소통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 감소에

는 긍정적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나 학교 부적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김숙, 2014; 성은모, 2013; 송인한, 권세원, 김성은, 2014;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전상민, 2015; 하문선, 2014). 이와 같이 휴대전화의 용도를 고려하게 되면,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나 의존도에 초점을 둠으로써 발달상의 부정적 결과와 주로 연결되는 한계를 극복하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입에 유용하다고 본다.

개인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휴대전화 활용 유형, 이용 동기,

이용 목적, 사용 용도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나은영, 2005;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성윤숙, 2008; 송인한 외, 2014; 이인희, 2001; Leung & Wei, 2000; Ling, 1998), 본 연구에서

는 휴대전화 용도로 명명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휴대전화를 적극

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휴대전화가 보급되던 초반에는 정보 습득, 시간 관리 등의 도구적 측면

과 개인 간 소통을 위한 사회적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었고, 현대로 오면서 휴대전화의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게임 및 오락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휴대전화는 사

1) 본 연구에서는 유선전화와 반대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동전화’,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틀어 ‘휴대전화(mobile phone)’로 통일하여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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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등 여가활동의 용도가 있고 시간 보기와 같은 기본적 서비스로

도 활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능들은 다른 용도와 차별화될 정도로 두드러지게 사용되지는 않

는다. 또한 소통의 용도는 가족 및 친구를 통합하는 연구도 있으나(김현숙, 서미정, 2012),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이 청소년의 발달에 각기 다른 영향력이 검증됨에 따라(김숙, 2014; 송인한 외,

2014; 이은정 외, 2012; 전상민, 2015; 하문선, 2014),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를 기준으로 휴대전화 용도를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그리고 오락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송인한 외, 2014; 이은정 외, 2012).

한편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한 연구들 대부분은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과 발달과정에 중에 있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터넷 게임과 같은 매체 중독에 더욱 취약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Livingsone & Haddon, 2008), 청소년 이전 시기부터 휴대전화 문제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과 이후 결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모두 단일 시점에서 횡단적 관련성 탐색에 치중하고 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시간 

흐름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의 변화를 탐색하는 종단연구들(김도연, 양혜정, 2014; 김소영, 홍세

희, 2014; 허균, 2013; 홍예지 외, 2015)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휴대전화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양상을 추적한 것이다. 휴대전화 용도별로 이용빈도가 변화하는 양

상에서 이후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의 시간 누적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접근에서 휴대전화 이용의 결과로 검증된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도출하여,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가 특정 심리사회적 부적응으

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에는 휴대전화 의존이 가장 많이 거론되어 왔

다. 휴대전화 이용형태가 휴대전화 의존의 핵심적인 지표로 검증된 연구결과들을 통해 휴대전화 

이용 목적 그 자체가 휴대전화에 의존하거나 중독적 사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과 연락을 위한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이 많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반

면, 친구와 연락을 위해서 또는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많을 경우 휴대전화에 더욱 의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12; 송인한 외, 2014; 이은정 외, 2012; 이해경, 2008; 전상민, 2015).

박지영 등(2012)은 휴대전화 이용 동기를 과시적 동기, 즉시 연락 동기, 정보 습득 동기, 무료함 

해소 동기로 구분하였는데,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의 경우 무료함 해소 동기 및 과시

적 동기가 중독적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휴대전화 용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 및 중독적 사용의 정도가 다른데, 초기 청소년동안 특정 용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변화패턴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이 둘 간의 관계를 종

단적으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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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용도 중에서 가족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산만 수준이 낮은 반면(김

숙, 2014), 오락 기능을 위한 사용이 많을수록 주의산만이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되었다(성윤숙,

2008). 이는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은 대인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주의산만 

감소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혼자 놀이하는 형태로 게임 및 오락을 즐기는 행위는 주의

산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이 많거

나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이 많을 때에도 주의산만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은 대인 간 상호작용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경험이기 때

문에 가족 뿐 아니라 친구들과 교류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은 주의산만을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신체증상을 들 수 있다. 김숙(2014)의 연구

에서는 중학생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평소 두통, 피곤

함, 위장장애 등의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증상은 특별한 병리

적 소견은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 갈등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증상을 말한다(정

유진, 2013). 발달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은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표현

이 피로, 허리아픔, 현기증, 식욕부진, 두통, 근력 약화, 위장장애 등의 신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정민, 지혜, 2011). 선행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과 신체증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는 가족 간 소통, 친구와 소통 및 오락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이후 신체증상으로 표현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휴대전화 용도에 따라 사회적 위축을 살펴본 연구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와 소통을 위

해 이용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김숙, 2014; 송인한 외,

2014).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수줍음과 불안을 반영하는 감정적 측면의 의미와 행동

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거나 적극적인 행동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Barry, Nelson, &

Christofferson, 2013).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망설이고 대인관계에서 수줍어하거나 두려

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정서 및 행동으로 사회적 위축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더라도 친구와 소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용도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중독과 사회적 위축 간에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이민석, 2011).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확장하여 초기 청소년동안 변화의 흐름에서 휴대전화 이용이 용도에 따라 사회적 위축

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휴대전화 이용과 자주 연결되는 심리적 특성으로, 휴대전화 용도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

할 경우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김숙, 2014; 전상민, 2015), 오락 기능을 위한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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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매개하여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었다(전상민, 2015).

친구와의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높을 때는 우울 수준이 감소된다는 결과(김숙,

2014)와 휴대전화 의존도를 매개로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전상민, 2015).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거나 친구와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은 

우울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친구와 소통하거나 게임 및 오락에 몰입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를 심화시켜 우울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변인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을 선정하여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한 결과로서, 그 영향

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s)을 적용하여 초기 청소년동안 휴대전화 이용

빈도의 변화를 용도별로 파악하고, 이 개별적인 변화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제에 있어 용도별 맞춤형 개입 방안

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으

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흐름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양상은 휴대전화 

용도별로 어떠한가? 둘째,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가 중2의 휴대전화 의존

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휴대전화 용도별로 어떠한가?

[그림 1]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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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7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개년(초

4 ~ 중2)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집되었다. 표본 학

교를 추출하기 위해 16개 광역시·도를 27개 집락으로 나누고, 확률비례통계추출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학교가 선정되었다. 그 다음 학교별 해당 학년의 학급 수와 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표본 학급이 선정되는 방식이다.

이상의 과정으로 표집된 최종 표본수는 1차년도에 2,378명이며, 2, 3, 4, 5차년도는 각각 2,264

명, 2,219명, 2,092명, 2,07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목적별 이용빈도와 관련한 문항

에 대해 5개년 자료에서 모두 무응답한 사례(82명)를 제외하고 최종 2,2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이 중 남학생은 1,183명(51.5%), 여학생은 1,113명(48.5%)이었다.

2. 변수 측정

1) 휴대전화 이용빈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휴대전화 이용목적을 9개 항목(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메

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시간 보기)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목적이 유사한 범주에 따라 구분된 경

험적 연구들에 기초하여(김현숙, 서미정, 2012; 이은정 외, 2012; 하문선, 2014), 가족소통용(2문

항;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친구소통용(2문항;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메시

지), 오락용(1문항; 게임 및 오락)의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자주 사용한다’(1점)

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

딩 후 분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소통용 이용빈도의 1차, 2차, 3차, 4차,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각각 .58, .64, .72, .79,

.71이며, 친구소통용 이용빈도의 1차, 2차, 3차, 4차,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각각 .82, .82,

.82, .83, .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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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사회적 부적응

(1)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의존도는 휴대전화의 과다 사용이나 사용 중단에 대해 불안, 금단 및 일상생활장애 

등의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이시형 등(2002)이 구성한 문항

들을 사용하여,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 후 분석에 사

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사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거

나 고립감을 느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8로 나타

났다.

(2) 주의산만

주의산만은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일부 수정한 문

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문항들은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

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등 총 7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한 후 분석에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떤 일을 할 때 주의가 산만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1로 

나타났다.

(3) 신체증상

신체증상은 심리적인 갈등이 피로, 두통, 식욕부진, 현기증, 위장장애 등 신체를 통해 나타나

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중

복 문항을 제외하고 일부 문항에 대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즉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자주 피곤하다’ 등 총 8문항

에 대해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모

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5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위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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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에서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일부 문항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럼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

딩 후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9로 나타났다.

(5)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

울척도 13문항에서 3개 문항을 제외하고 일부 문항은 수정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문항들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 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 Cronbach's

α값은 .9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를 추정하

고, 그 변화가 중학교 2학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

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분석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차이뿐 아니라 개인 

내 차이를 밝히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Willett & Bub, 2005). 특히 이 분석방법은 행동이나 태도

의 개별적인 변화경로를 설명할 때 측정 오차가 통제되므로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와 결과

변수와의 관련성 추정에서 편향을 줄이는 장점을 가진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먼저 휴대전화 용도별로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는 최적의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선형모형과 자유모수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선형모형은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하기 때문

에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1∼5차년도 각각 0, 1, 2, 3, 4로 설정하였다. 자유모수변화모형은 두 시

점 사이에 관찰된 변화와 비교해서 나머지 관찰 시점의 변화가 평가되는데(Bollen & Curran,

2005: 100), 본 연구는 1, 2차년도의 요인계수를 각각 0과 1로 고정한 후, 3, 4, 5차년도 요인계수

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다음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가 중

학교 2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을 각각 예측하는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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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5차년의 종단자료 중 하나 이상의 시점에서 결측이 있는 불완전한 자료도 분석

에 포함시키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거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 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이 

엄격하게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에 비해 정확한 추정을 하는 장점이 있다

(Arbuckle, 1996).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은 Mplus 5.2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Ⅲ. 연구결과

1. 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변 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휴대전화 

이용빈도

가족소통용  초4 1,609 1 4 3.50 .57 -1.18 1.29

            초5 1,892 1 4 3.53 .58 -1.21 1.17

            초6 1,996 1 4 3.46 .62 -1.08 .94

            중1 1,972 1 4 3.40 .65 -.94 .63

            중2 1,969 1 4 3.40 .62 -.78 .20

친구소통용  초4 1,609 1 4 3.14 .78 -.73 -.02

            초5 1,892 1 4 3.44 .69 -1.23 1.17

            초6 1,994 1 4 3.52 .64 -1.36 1.62

            중1 1,994 1 4 3.60 .59 -1.57 2.66

            중2 1,969 1 4 3.61 .55 -1.55 2.70

오락용      초4 1,609 1 4 2.37 .93 .19 -.82

            초5 1,892 1 4 2.62 .99 -.06 -1.07

            초6 1,995 1 4 3.10 .98 -.77 -.52

            중1 1,972 1 4 3.14 .97 -.87 -.33

            중2 1,969 1 4 3.04 1.02 -.72 -.67

심리사회적 

부적응(중2)

휴대전화 의존도 1,969 1 4 2.23 .67 .31 .04

주의산만 2,070 1 4 2.20 .54 -.01 .18

신체증상 2,070 1 3.75 1.88 .58 .23 -.61

사회적 위축 2,070 1 4 2.22 .73 -.01 -.55

우울 2,070 1 4 1.78 .58 .47 -.13

주. 변수마다 결측치가 제외되어 사례수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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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가족 및 친구와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개인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이용은 낮은 편이다. 가족소통용 이용빈도의 평균은 초4에서 초5까지 소폭 높아지다가 

중1까지 낮아지고, 중2에서는 중1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구소통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

는 빈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값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용으로 휴대

전화의 사용은 다른 용도에 비해 초4에서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여 중1까지 증가하다가 중2에서 

평균값이 조금 감소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심리사회적 부적응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휴대

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및 사회적 위축에 비해 신체증상과 우울 수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측정변수의 왜도(절대값 < 2)와 첨도(절대값 < 4) 모두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2.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

초4에서 중2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추정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 용도별로 자유모수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표 2를 보면,

가족소통용의 경우 자유모수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χ2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χ

2(3) = 40.154, p < .001]. 친구소통용[∆χ2(3) = 148.282, p < .001] 및 오락용[∆χ2(3) = 325.036,

p < .001]의 경우에도 선형모형에 비해 자유모수변화모형의 χ2값이 유의미하게 큰 감소폭을 나

타내었다.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에서도 가족소통용, 친구소통용, 오락용 모두 자유모수변화모형

이 선형모형에 비해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용도의 휴대전화 이용변화

에 대한 모형은 자유모수변화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잠재성장모형

모형 χ2 df ∆χ2 ∆df CFI TLI RMSEA

가족소통용
자유모수변화 71.762*** 7

40.154*** 3
 0.944 0.920 0.063

선형 111.916*** 10  0.911 0.911 0.067

친구소통용
자유모수변화 25.220*** 7

148.282*** 3
 0.983 0.975 0.034

선형 173.502*** 10  0.845 0.845 0.084

오락용
자유모수변화 40.543*** 7

325.036*** 3
 0.957 0.938 0.046

선형 365.579*** 10  0.543 0.543 0.124

주.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임.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5~.10이면 보통,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임.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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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모수변화모형으로 설정하여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휴대전화 용도별

로 산출하였다. 표 3을 보면,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초4)은 가족소통용(3.518)이 친구소통

용(3.115)보다 조금 높고, 오락용(2.373)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

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율은 가족소통용의 경우 부적 변화율(-0.025)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평균적

으로 초4에서 중2까지 가족과 소통하는 용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정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친구소통용(0.300)과 오락용(0.253)으로 휴대전화 사용은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소통용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 변량(0.124)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의 변량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의 

변화양상이 개인마다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친구소통용 및 오락용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 모두 유의미한 변량을 나타내어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개인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친구소통용 및 오락용의 이용은 초4부터 중2까지 증가하지만 

개인마다 변화율의 정도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휴대전화 이용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가족소통용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초4)이 낮았던 청소년들이 높았던 

또래들보다 중2까지 더 느리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구소통용 

및 오락용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초4)이 높았던 청소년들이 낮았던 또래들보

다 중2까지 더디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 추정치

변인
가족소통용 이용빈도 친구소통용 이용빈도 오락용 이용빈도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평균

    초기값 3.518*** 0.012 3.115*** 0.019 2.373*** 0.023

    변화율 -0.025** 0.008 0.300*** 0.020 0.253*** 0.027

변량

    초기값 0.124*** 0.011 0.410*** 0.040 0.395*** 0.038

    변화율 0.009 0.006 0.118*** 0.024 0.045*** 0.011

상관계수 -0.013* 0.007 -0.188*** 0.030 -0.08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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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의 용도별 이용빈도가 평균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가족소통용의 휴대전화 사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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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까지 조금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친구소통용은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하면서 초등

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다른 용도에 비해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사용은 가족소통 및 친구소통에 비해 초4부터 중2까지 낮은 빈도를 나타

내고 있으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안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 변화양상 

3.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가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4에서 중2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가 중2에서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와 적합도 통계치를 휴대전화 용도별로 각각 표 4,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소통용 이용빈도의 초기값은 중2의 주의산만, 사회적 위축, 우울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초4에서 가족과 소통하는 용도로 휴대전화 이용이 많을수록 중2

에서 주의산만,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통용 휴대전화 이용빈

도의 변화율은 중2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에 모두 부적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부터 중2까지 가족과 소통하는 이용빈도가 빠르게 

감소할수록 중2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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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휴대전화의 가족소통용 이용빈도 변화가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소통용

이용빈도

심리사회적 부적응(중2)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절편 2.446*** 3.412*** 1.924*** 3.047*** 2.427***

초기값 -0.069 -0.352*** -0.019  -0.246*** -0.196***

변화율  -1.309** -1.076**  -0.956* -1.478** -1.371*

적합도 

 χ2(df=10) 74.654*** 77.406*** 75.740*** 83.985*** 85.584***

 CFI 0.941 0.941 0.939 0.933 0.933

 TLI 0.911 0.911 0.909 0.900 0.899

 RMSEA 0.053 0.054 0.053 0.05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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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 친구소통용 이용빈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값은 중2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사회적 위축 및 우울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즉 초4에서 

친구와 소통하는 데 휴대전화 이용이 많을수록 중2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반면, 사회적 위

축 및 우울 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소통용 이용빈도의 변화율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제외하고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즉 초4에서 중2까지 친구와 소통하는 용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빈도가 빠르게 증가할수

록 중2에서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휴대전화의 친구소통용 이용빈도 변화가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친구소통용

이용빈도

심리사회적 부적응(중2)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절편 1.170*** 2.565*** 2.038*** 3.666*** 2.387***

초기값 0.317*** -0.086 -0.024  -0.386*** -0.151**

변화율 0.247 -0.313**  -0.279* -0.818*** -0.482***

적합도 

 χ2(df=10) 30.704*** 27.656** 28.764** 29.372** 36.406***

 CFI 0.981 0.983 0.982 0.982 0.976

 TLI 0.972 0.975 0.974 0.973 0.963

 RMSEA 0.030 0.028 0.028 0.029 0.03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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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휴대전화의 오락용 이용빈도의 초기값은 중2의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사회

적 위축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초4에서 게임 및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이용이 많을수록 중2의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및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았다. 오락용 이용

빈도의 변화율은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초4에서 

중2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오락용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빈도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중2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및 신체증상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휴대전화를 오락

용으로 이용하는 빈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 모두 중2의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휴대전화의 오락용 이용빈도 변화가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오락용

이용빈도

심리사회적 부적응(중2)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절편 1.575*** 1.548*** 1.657*** 1.847*** 1.654***

초기값 0.193*** 0.217*** 0.062  0.123** 0.041

변화율 0.804*** 0.549***  0.310* 0.315 0.097

적합도 

 χ2(df=10) 63.258*** 52.915*** 65.176*** 43.017*** 51.173***

 CFI 0.936 0.949 0.931 0.958 0.948

 TLI 0.904 0.923 0.897 0.937 0.921

 RMSEA 0.048 0.043 0.049 0.03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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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동안 휴대전화의 이용빈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또 그 변화

가 중학교 전환 이후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되, 휴대전화 용도에 따른 접근

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 패널의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

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 용도별로 이용빈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개별적인 

변화패턴이 중학교 2학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양상은 용도별로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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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가족소통용 휴대전화 이용은 친구소통용 및 오락용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가

장 높은 빈도로 시작하였으나 시간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친구소통용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빈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변화

패턴을 보이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가족소통용에 비해 높은 빈도로 이용

되었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에 또래들과 친밀해지려는 발달적 욕구와 또래관계의 비중이 커지는 

시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또래집단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며 타인의 행

동에 동조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이 많다는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다

(윤두연, 2005; 이연미, 2009; 이해경, 2008). 즉 사이버 매체를 통한 또래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이며 또래동조성을 강화시키는 도

구로도 기능할 수 있어, 초기 청소년동안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대전화를 오락용으로 이용하는 빈도는 가족 및 친구와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보다 모든 시점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초4부터 초6까지 급속하게 증

가하다가 중2까지 안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

서 게임 및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휴대전화의 다양한 오락적 기능들

이 자극 추구적이고 새로운 문화를 쉽게 수용하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과 부합되어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가 중2에서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

향력은 휴대전화 용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휴대전화 이용의 변화양상이 휴대전화 의존도

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소통 및 오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유의미하였다. 즉 가족과 소통

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빈도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빠르게 감소할수록 중학교 2학년에

서 휴대전화에 더욱 의존하는 반면, 오락용의 사용이 점차 증가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로 가족 간 소통하는 빈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청소년

들이 휴대전화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오락 목적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휴대전화 의존도에 더욱 취약함을 말해준다. 또한 초등학교 4

학년 때 친구와의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이 많을수록 중학교 2학년 시기에 휴대전화 의존도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단일 시점에서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과 일관된다(김지혜, 2012; 박지영 외, 2012; 이은정 외,

2012; 이해경, 2008; 전상민, 2015). 하지만 친구소통용의 변화양상이 이후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휴대전화 의존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가족소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빈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할수록 주의산만 

수준이 높고, 친구소통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할수록 주의산만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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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오락용으로 이용하는 정도가 점차 증가할수록 중학교 2학년에서 주의산만이 더욱 심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가족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주의산만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게임이나 오락을 하기 위

해 휴대전화 이용이 많을수록 주의산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김숙(2014)의 연구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가족 및 친구와 소통하는 것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산만 감소에 보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가족소통용으로 휴대전화 이용이 학년 증가에 따라 빠르게 감소할수록 신체증상 수준이 높

고, 친구소통용 이용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신체증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락 

목적으로 휴대전화 이용빈도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중학교 2학년의 신체증상이 더욱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과 신체증상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김숙(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

교 1학년 청소년이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이 많을수록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신체

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할수록 신체증상 수준이 낮아진 결과를 발견하면서, 휴대전화를 장기간 지속

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족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많은 것은 두통, 피곤함, 수면 불규칙과 같은 

신체증상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오락 위주의 휴대전화 이용이 시간 흐름에 

따라 많아질수록 중2의 신체증상 수준이 높은 것은 아동 및 초기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노출에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두통, 편두통 및 피부가려움 등의 증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일관된다(Chiu et al., 2015).

가족소통이나 친구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의 변화율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

타내었다. 즉 가족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이 빠르게 감소할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았고,

친구와 소통을 위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은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을 보상할 수 있는 간접적인 대인관계의 기회

를 제공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Apaolaza, Hartmann, Medina, Barrutia, Echebarria, 2013). 이는 청

소년에게 여전히 중요한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사회적 위축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입시준비와 

사교육 등으로 인해 또래와 직접적인 만남이 부족한 한국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수줍어하거나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정서 및 

행동을 의미하는 사회적 위축을 극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송인한 외, 2014). 초4에서 

오락적 이용과 중2에서 사회적 위축과 정적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오락은 혼자하는 

놀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성의 결핍을 반영하는 사회적 위축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오락용 사용의 변화율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여, 오락을 위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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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해도 반드시 사회적 위축을 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이용 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용으로 휴

대전화를 사용할 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과 소통하는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이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할수록 중2의 우울 수준이 높은 반면,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할수록 중2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 및 친구

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이용의 초기값 및 변화율 모두 중2의 우울과 유의미한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것은 휴대전화 의존도

를 높여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한 전상민(2015)의 연구과 같은 맥락이다. 즉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반드시 우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락용 

이용이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게 될 때는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휴대전화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며,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에 따라 이후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다르다. 즉 가족소통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

용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전환 이후까지 증가하는 것은 휴대전화 의존도, 주의산만, 신

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등을 완화시키고, 친구소통으로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제외한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 반면, 개인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사용의 시간 누적적 영향은 휴대전화 의존도, 주

의산만, 신체증상을 강화시킨다.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발전과 다양한 기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때 휴대전화는 

청소년의 생활에 더욱 밀접한 도구로 자리할 것이며, 이에 따라 휴대전화의 순기능 만큼 역기능

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양상 및 그 변화가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휴대전화 용도별로 다름을 파악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이해는 이용 목적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종단적으로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휴대

전화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대인 간 친밀한 소통을 통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기능함을 밝혀, 휴대전화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체화한 것도 의미 있

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기 보다 가족 및 

친구와 소통하기 위한 사용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 학교 및 사회는 청소년의 휴대

전화를 이용한 게임이나 오락 감소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의 이른 시기부터 예방적 중재 및 

상담이 시작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매체를 이용한 놀이보다 실제 생활에서 여

가와 문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 조성을 통하여 대인 간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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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친구소

통용 및 오락용 이용빈도의 변화율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휴대전화 

이용의 다양한 변화형태를 확인할 필요성을 인식시켜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이용빈

도 변화의 결과로서 내면화 행동문제에 초점을 둔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한정하였는데, 추후 연

구에서는 외현화 행동문제 및 인지적 측면 등 다양한 발달 영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휴대전화 이용 변화의 결과로 설정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인과관

계 탐색을 위해서는 양방향적 관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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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Changes in Mobile Phone Use by Purposes on
Psychosocial Maladjustment among Early Adolescents

2)

Seo, Miju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mobile phone use by purposes as well as

the effects of changes in mobile phone use on psychosocial maladjustment. It was analyzed

data from the sample of 4th grades to 8th grade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level of mobile phone use for contacting

family members decreased across time, on the other hand the levels of mobile phone use for

contacting friends and entertainment increased across time.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d

more rapid decreases in mobile phone use for contacting family members over time had higher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inattentive problems, somatic symptoms,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8th grade.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d more rapid increases in mobile

phone use for contacting friends over time had lower levels of inattentive problems, somatic

symptoms,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8th grade. Finally,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d more rapid increases in mobile phone use for entertainment over time had higher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inattentive problems, and somatic symptoms in 8th grade.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Mobile Phone Use, Psychosocial Maladjustment, Latent Growth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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