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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특성과 함께 스마트폰

을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16

인을 선발하여 그들의 이용 경험 및 이용 행동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Hill(1997) 

등이 제안한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방

법을 차용, 3인으로 구성된 협의팀과 1인으로 구성된 감수팀을 결성하

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인 연구 참여자 16인의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합의판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총 4개 영역과 3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4개 영역은 1)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사용자 상황/기기 특징/채

팅 및 SNS 소프트웨어 특징/게임 소프트웨어 특징), 2)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시 감정 경험(채팅 및 SNS 사용 전/중/후, 게임 

사용 전/중/후), 3)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인식 경험, 4)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해소 경험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강박적/습관적으로 사용하

는 모습이 ‘일반적(15)’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와 관련한 심리적 기

제를 다루는 것이 스마트폰 중재에 중요할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용 

동기에서 스마트폰의 기기 특성에서 이동성과 접근성은 ‘일반적(16)’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특징과 결합될 때에 새로운 스마트

폰만의 유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과다 사용자의 감정 경험에서 콘텐츠 별로 채팅 및 SNS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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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용무가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메시지를 받으면 답장하

는 소통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지만 게임 콘텐츠의 경우 무료함/심심함/

지루함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재미를 느끼나(몰입) 사용 후 허

탈감(후회감/자괴감)을 느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게임 콘텐츠 과다 사용과 SNS 콘텐츠 과다 사용 간 명백한 차이가 존

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충동적 사용과 강박적 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SNS 사용을 강박적 사용으로 해석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과다 사용자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으며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불안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척도 개발 및 개입 전략에서 표적

적으로 과다 사용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경우‘일반적(15)’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일상생활

에서의 갈등 및 어려움이 발생하는지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지표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과다 사용자의 지표를 확인

하기 위하여 일반 사용자를 10명 추가 인터뷰한 결과 일반 사용자는 사

용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적다

고 ‘일반적(9)’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조절력’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간의 차이일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 향후 중재 

방향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혹은 스마트폰 

는 ‘여기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감을 

‘전형적(9)’으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기에서의 불안은 

‘무료함을 탈피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초조함’보다는 ‘다른 이들과

의 소통에서 사용자 자신만 배제되었다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을 의미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분노’ 및 ‘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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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로운 대학생을 표집

하였다는 점, 일상생활에서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이 수집

되었다는 표집의 한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다 사용자는 집중/몰입할 게 있을 때 ‘전형적(12)’으

로 사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과다 사용자가 스마

트폰을 스트레스 해소의 대체제 혹은 과업으로부터의 회피/도피 기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스마트폰과 관련한 개념들을 양적이 

아닌 질적 방법을 차용하여 탐색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폰 현상

과 관련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스마트

폰 과다 사용자들은 사용 중, 사용 후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어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개입에서 조절력이 함양될 필요가 검토되었으며, 스마

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하여 채팅 및 SNS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를 사용

할 때에 사용자가 다른 정서경험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중

재 및 개입 전략, 혹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한 척도 개발에서 콘

텐츠 사용자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스마트폰, 스마트폰 과다 사용, 스마트폰 과다 사용 경험,

CQR

학번: 2012-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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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디지털 문명의 발전은 구글 효과(Google effect)1), 팝콘 브레인

(Popcorn brain)2),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와 같은

신조어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는 미디어 빅뱅(Media

big bang)3)의 시대에 살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4)이다. 그 중에서도 인터

넷이 발달함에 따라 대표적 디지털 매체로 등장한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

는 ‘스마트 혁명’으로 불리며 우리 생활 내에서 그 영향력을 빠르고 깊숙

히 확대하고 있다(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

민, 남지은, 2012).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2012년도 전수조사에

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66%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중

73%가 스마트폰을 매일 1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

1) 구글 효과(The Google effect)는 구글과 같이 쉽게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
용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정보를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리는 경향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현상은 Betsy Sparrow (Columbia), Jenny Liu 
(Wisconsin), Daniel M. Wegner (Harvard)가 2011년 7월 제안한 개념이
다(Betsy Sparrow, et al, 2011).

2)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나머지 뇌가 
현실에 무감각 및 무기력해지는 현상, 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첨단 
디지털기기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실 적응에 둔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변형된 
뇌구조를 일컫는다.(Wikipedia).

3) 미디어 빅뱅(media big bang)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물론 기술 진보에 
따른 뉴미디어가 속속 등장해 전체 미디어 산업이 ‘빅뱅’ 같은 강도로 빠
르게 재편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4)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함으로써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미국의 교육전문가인 Mark 
Prensky의 200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 2 -

향신문, 2012. 10. 24.). 스마트폰 보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5.8%였으나, 2011년에는 36.2%로 1년 사이에 6배 이상 급증했고(전국 평

균), 2012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또 다시 두 배에 가까운 66%로 증가

하였으며(경향신문, 2012. 10. 24.), 2013년 전수 조사에서는 다시 72%로

증가했다(뉴스1. 2014. 03. 24.).

이러한 매체의 보급 및 사용시간 확대 현상을 놓고 한 편에서는 스마

트폰 사용 시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상생활 문제에 당면

하게 한다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경기도 교육청

발표의 대상 청소년 중에서 7.9%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심

각한 스마트폰 병리현상을 느끼고 있다고 조사된 점(경향신문, 2012. 10.

24.), 이 조사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그 일례이다(한국일보, 2012. 10. 26.).

더불어 서울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센터가 2013년 3월 서울 강북지역

초·중·고·대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조사를 수행

한 결과, 병리적인 사용을 하는 것으로 판별되는 아동·청소년은 평일에

는 평균 7.8시간, 주말 에는 평균 9.8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

어서 충격을 더하였으며, 더불어 위 학생들은 사용시간 중 67.1%는 채팅

메신저’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경향신문, 2013. 03. 26).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5)에 따르면 전 국민 72% 중 청소년 4명 중 1명 가량(22.5%)이, 성

인은 10명 중 1명 가량(8.9%)이 스마트폰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조

사에서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4.1시간, 중독위험군은

하루 평균 5.4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이용목적은 전체적으로 모바일

5) 국가 통계 포털(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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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사용이 40.6%, 뉴스검색 17.6%, 온라인게임 8.3%로 나타났다. 반

면 중독 고위험군은 모바일 메신저를 27.2%,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프로필 기반 서비스를 15.5%, 온라인게임을 14.8%, 뉴스검색을 9.8%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 사용자가 휴대전화의 기능 외의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 시간 및 이용자의 불평감이 증가하는 현상이 조사됨과 동

시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암시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있다고 여겨지는

반면6), 학계에서는 아직 관련 증거 및 개입 방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중독’ 개념에 보수적인 입장(한국정보화진흥원, 2012)을 취하고 있다. 학

계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개입은 관련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상적으로 일상생활 장애 등의

중독 현상을 호소하는 청소년 및 성인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론이 부재

(不在)하는 점이다. 즉, 현재 스마트폰 ‘중독’은 용어의 정립이나 중재의

방향이 모호한 상태임이 분명하나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과 함께

병리적 사용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다 사용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그에 앞서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 현상에 대한 이해가 탐

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경로를 탐

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경우 ‘중

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시기상조임으로 본고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현상을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명명하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경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이들에

6)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만 556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미디어)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91.1%가 스마트폰

중독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예방교육(51.5%)과 상담(26.2%) 등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겨레신문.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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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스마트폰 이용 및 정서 경험에서의 공통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의 다기능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내 채팅 및 SNS 어플, 전화 및 문자 등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과 게임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에 과다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 경험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스마

트폰 과다 사용은 현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로 관찰된 행위나 태도

를 계량화하여 연구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만 갖고서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Denzin & Linclon, 2000; Giorgi, 1970;

Ponterotto, 2005; Wertz, 2005),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는 의미가 스며들

어 있어서 해석과 추론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Polkinghorne, 1988).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을 연구 참여자로 선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어서 스마트폰 이용 경로와 과다 사용으로 나아가

도록 하는 모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문가 협의팀 3인과 감수자 1인

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으로 도출한 합의판을 통해 찾는 방법론을 차용하

여 연구를 진행코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화된 기기인 스마트폰의 특징에 대

해서 면밀히 살피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이용 동기로 스마트폰 사용자

의 상태와 기기 자체의 특성과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더하여 과다 사용자의 감정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스마트폰 과다 사용

에서 어떤 부분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본 영역에서는 스마트폰만이 가지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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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다 사용 기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과다

사용자가 스스로를 언제 과다 사용자로 인식하는지, 언제 스마트폰을 사

용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특성

과 향후 개입 방안에 대하여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단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사용 경로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향후,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관계 지향적 어플과 게임 어플 별로 살펴보는 것은 사용 경로

의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스마트폰 과다 사

용에 있어서 예방, 중재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차별화된 계획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의의

를 지닌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탐색하려고 한 것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서 어떤 이용 및 정서 경험을 하는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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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사용

1) 스마트폰

스마트폰(smartphone)은 개인 컴퓨터 기능에 더하여 최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휴대 전화다(위키백과. 2014. 6. 23. 검색).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Mobile Application)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일반

PC와 같이 범용 운영체제를 장착한 고기능 휴대전화이며 ‘손 안의 PC’

라 불리기도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스마트폰은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일반 PC에서 사용가

능한 인터넷, 정보 검색, 멀티미디어, 사무업무 등의 기능을 하나의 통합

된 디지털 기기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인 어

플리케이션을 개인의 기호와 용도에 맞게 설치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최

적의 개인화된 기기다.

또 노트북과 동일한 무선랜(Wi-Fi, 3G)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무선

인터넷 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디지털 기기라는 점에서 기존의 휴대전화

와는 차별화된다(신영미, 2011). 이러한 스마트폰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

은 ‘전화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기기’로 요약 가능하다.

2) 스마트폰 과다 사용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마감한다.”는 소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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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권기덕 외, 2010). 스마

트폰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모바일 인터넷 기기라는 점에서

기존의 휴대전화와 차별화되는데(권기덕 외, 2010), 일반적인 휴대전화와

는 달리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조희형, 2012).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특성 중에 채팅 및 SNS 어플을 중심으로 하

는 ‘관계지향적 사용’과 게임 어플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 지향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폰 사용자들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휴대전화(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Shaffer(1999)는 휴대전화 과다 사용은 휴대전화에 대한 강박적 사용과

갈망, 지속적 몰입, 통제의 상실 등 3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고 보았으

며, Griffith(1999)는 휴대전화는 많은 시간 소지하고 있으며, 또 빈번하

게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의존적 행동이나 내성이 생겨나 사용량이

증가하고, 휴대전화가 없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강박 경향,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라고 이야기하였다.

더하여 Goldberg(1996)이 제안한 인터넷 중독 진단을 기초로 하여 장

혜진(2002)은 휴대전화 중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휴대전화

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울, 초조함, 답답함과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의존 증상의 일환이며 심리적 의존상태는 휴대전화를 습관적으로 사용하

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내성은 휴대전화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

용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증상이다. 셋째, 휴대전화 사용의 중단 혹

은 감소 시, 초조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넷째, 금단증상은

휴대전화에 대한 강박적 사고를 가지거나, 휴대전화가 없을 때 신체, 정

서적으로 몹시 힘들어하거나 초조해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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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휴대전화 과다 사용에 대하여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없다.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 역시 채 3년이 되

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스마트폰 중독적 현상에 충분한 증거나 연구가

뒷받침 해주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주된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역시 ‘중독’이라 명명하는데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는 상태임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습관적 사용 행동은 존재하나

아직 문제적 사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연구(Oulavirta, 2012) 등을 고

려해 보았을 때, 현재 이 시점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

는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 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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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콘텐츠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

이에 본 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스마트

폰의 가장 큰 사용분야인 SNS 및 채팅 사용자와 및 게임 사용자의 심

리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만 스마트폰에 관한 연구가 현재 부

족한 실정임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S, 채팅 및 게임과 함께 기

술한다.

1) SNS 및 채팅 콘텐츠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결합된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이 전세계적으로 폭

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을 중심으로 트위터(www.twitter.com), 싸

이월드(www.cyworld.com), 마이스페이스(www.myspace.com), 링크드인

(www.linkedin.com) 등의 서비스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SNS들의

경우 시작부터 네트워킹을 위한 목적에서 구축되었다. SNS는 사용자 간

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

해 사회적 관계망을 생성, 유지, 강화,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관계망

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된다(위키백과, 2014. 6. 4. 검색). Boyd와

Ellison(2008)는 SNS(Social Network Sites)를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 시

스템 내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 또는 준공개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목록을 제시해 주며, 나아가

이런 다른 이용자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 그리고 그 시스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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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의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2014. 6. 4. 검

색).

즉, SNS는 웹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교류 및 대인관계의 형

성 및 유지 등을 위한 다양한 관계망의 구조 및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와

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관계 양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대인관계적인 특성이 강한 SNS는 2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하

나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었던 이들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1인 커뮤니

티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SNS 사용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진경 외(2012)에

따르면 과거 SNS 이용자들의 행동은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의 SNS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형성

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를 유통하고, 이를 통해 자

신이 생성한 네트워크의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김명아, 2007; 최영, 박성현, 2011).

이와 같은 SNS상에서의 이용자들의 태도에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진경 외(2012)에 따르면 지배성향, 자기효

능감, 자기표현성, 인지욕구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SNS 상에서 소비자

의 콘텐츠 생산행동과 수용행동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이 SNS는 수많은 개인들이 관계 맺기와 대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매체는 개인의 자기PR 도구로써 의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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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물론이고 개인이 맺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들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SNS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장애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

다. 미국 소아과 아카데미(2011)는 사이버 왕따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울, 불안, 심각한 고립,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유발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NS 이용자의 심리적 문제점 인식의 유형을 페

이스북을 중심으로 분석한 황성욱과 박재진(2011)의 연구에 따르면, 중

독성, 오프라인 사회성의 결여,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

에 대한 거부감,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가식적 표현 충동이 나타나

고 있다고 보았다.

SNS 중독현상이 그 중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인데, 대체로 중독이란

특정 물질 또는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 또는 의존하는 행위로, 신체적, 사

회적, 심리적, 직업적인 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안영화, 2006)를 의미하는데,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스마트폰)

중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Echeburua & Corral, 2010). SNS 중독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살펴

보면, 유현숙(2013)은 SNS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에 따른 중독성이 SNS 서비스별 심리적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았다. 먼저 SNS 중독과 페이스북 이용자의 심리적 문제에 ‘사회불

안’과 ‘이용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자들이 다른 SNS 매체보다 자기 확인을 통한 자신감 구축, 타인에

게 나를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 기록, 자기 반성 및 동기부

여”로 정의(오승석, 2010)되는 자기확인 동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자기확인 동기가 높을수록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용

자들은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일상을 기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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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홍보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입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트위터의 경

우에는 ‘정보성’요인이 트위터 중독과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Megan, Lauren, Katie 외(2011)는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용

어들 중 DSM 규준에서 우울증이나 주요 우울 삽화를 충족시키는 것들

을 평가하였는데, 200개의 프로필을 평가한 결과 그 중 25%는 우울 증

상을 나타냈고, 2.5%는 주요우울장애 규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학생들이 우울증의 위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SNS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SNS를 사용하는 개인이 마냥 즐

겁고 건강한 상태만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SNS와 이를 이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

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폰을 통한 SNS 이용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게임 콘텐츠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2) 게임 콘텐츠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기존 인터넷 게임과 차별성을 지닌다. 바로, 폐

쇄적인 구조 내에서 이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인터넷 게임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아 먼저 인접

영역으로 인터넷 게임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을 기술하도록 한다.

스마트폰이건 인터넷이건 게임의 과도한 이용은 게임 자체의 특성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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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특정한 게임이 아무리 과다 사용의 유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즐긴다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건전하게 이용한다. 이러한 차이를 규

명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내적·외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그 게

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규명하여 개인의 어

떠한 특성이 게임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에 대한 심리적 특성인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에 대한 개인의 성격적 위험요인7)을 통해 탐색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은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의 위

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요인으로 충동성과 우울정서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충동성이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주장

은, 인터넷 중독이 병적 도박과 같은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이라고 본

Young(1996)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문제적 인터넷 사용자들

이 인터넷 사용 전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긴장을 느끼다가 인터넷이 연결

된 이후에야 그 긴장이 해소되었음을 보고하는 Shapira 등(2000)의 연구

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계원(2001)은 집중력이 부족

하거나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에 게임을 과다 사용하기 쉬운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박영숙과 송현종(2002)의 연구 역시 충동성 수준과 중·고등학생의 인터

7) 위험요인이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이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애령, 2004),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의 발
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문제 상황의 유지와 악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영향력
(Kirby&Fraser, 1977)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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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게임 중독 수준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우울정서와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장 역시

Young(1998)의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Young은 인터넷 게임 의존자

와 비의존자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병리적인 인터넷 게임 의

존자의 경우 대인 관계의 위축, 사회적 고립수준의 증가, 우울 등의 특징

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것으로,

김진희와 김경신(2004)의 연구는 우울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터넷 게

임에 더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오원옥(2007) 역시 인터

넷 게임 과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결과 우울의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밝혔다.

이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 성향(이석형, 2006; 유성경 등,

2000; Butcher, 2000), 부정적 자존감 또는 낮은 자아구성 개념(구본용

등, 2005; Butcher, 2000) 등의 심리 내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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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과다 사용과 정서 및 습관과의 관련성

1) 미디어 과다 사용과 정서

미디어 과다 사용을 예방하거나 혹은 중재, 개입하기 위하여 개인 내

심리적 기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정서

다루기는 만일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우울

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기분에서의 회복에 더 용이할 뿐 아니라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 경험하게 되며, 스트레스와 정서표현갈등이 감

소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김미경, 1998; 이수정, 최요원, 2004; 조성

은, 2005; Colby & Emmons, 1994), 또한 정서인식 명확성 능력은 정서

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Mayer & Salovey, 1990), 개인의 정

신건강에 가장 적응적인 특성으로 보고되었다는 점(Eizaguieer et al.

2004; Grabe, Spittzer, & Freyber, 2004; Swinkels, Giuliano, 1995)에서

도 미디어 과다 사용에 있어서 불안이나 우울을 다루는 방법으로 미디어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다 사용자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이 높다는

선행 연구들을 살필 때에 정서를 인식하고 다루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판단한다.

더하여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를 추

론하는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정보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박경옥, 2006; Feldstein & Siegman, 1987), 또래 관계 만

족도가 낮은 미디어 과다 사용 청소년에게 정서와 연관이 있는 중재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개인 내적인 변인과 인터넷 과다 사용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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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미디어 과다 사용과 정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관련 선행 연구는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서 가장 활발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이

정서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김지현, 한준아, 2010; 김태형, 하은혜 이은식, 조수진, 송동호, 2005; 이

상열, 2005; 이정민, 김미리혜, 김정호, 2012) 반대로 정서적 특성이 인터

넷 과다 사용(혹은 연구에서 중독이라 명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

해서도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박승민, 송수민, 2010; 전천운, 2009;

황하성, 박성복, 2011).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살필 때, 인터넷 중독이 정

서에 영향을 끼치고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 인터넷 과다 사용에 그 영향

을 미치는 모습을 양측 모두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영(2003)에 따르면 현실 생활에서 정서 표현의 양가성이 높은 사람,

즉 효과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터넷

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더하여 인터넷 중독과 우울

간의 연구(윤재희, 1998; Young, 1998)와 동반하여 불안과 관련한 연구

(김윤희, 2006; 장재홍 외, 2003; 이석범 외, 2001)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과다 사용이 관련하여 정서에 영향을 받고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이석범(2001)은 불안감을 다루기 위해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김동일 외, 2013 재

인용). 더하여 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불안이나 우울을 다루기 위한 기

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남영옥, 이상준, 2006),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불안 및 우울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욱 불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는 점도 관련

하여 특기할 만하다(권선중, 김교현, 이호석, 2005; 노석준 외 2011;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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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은실, 2005).

즉,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미디어 과다 사용, 그 중에서도 인터

넷을 초점화하여 살펴보았을 때에, 인간이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기 위한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기제나 수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불

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인터넷 중독

의 중재와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인

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 나아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터넷

과다 사용을 중재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2)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정서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정서 다

루기의 적용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빠른 보급과

보편화로 인하여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 분명 인터넷과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나 또

그와는 다른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터넷과 같은 범주로 다루

어지고 있어 그 독특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추세이다(변

시영, 2009). 그러나 미디어 과다 사용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의 경우에도 관련 현상 및 선행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예

방이나 중재, 개입을 위해 개인 내 심리적 기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에 대한 근거들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심리적 기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은 강박적인 스마트폰의 사용

(obsessive user)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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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29일 발표한 ‘2012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

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데일리, 2013. 01. 29.). 또한 어떤 식으로 내

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서울 시립 강북 인터넷 중독 예방

센터(2013)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이유는 55.3%가 ‘재미있어

서’, 17.6%가 ‘심심해서’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경향신문, 2013.

03. 28.). 심리적으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10초에 한 번 다른

종류의 앱을 켰다가 끄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조사대상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자신의 상태

를 온전하게(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 상태일 때에 등)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이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는지 그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은

과다 사용 조절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더하여 스

마트폰 사용자의 67.1%가 SNS와 메신저 등의 관계 지향적 사용에 큰

시간을 쏟고 있음(경향신문, 2013. 03. 26)을 염두에 둘 때에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습관

찰스 두히그는 습관의 힘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양치질을 모

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습관으로 바꿔놓은 광고인의 사례, 소비자

의 습관성 충동을 이용해서 페브리즈 탈취제를 10억 달러의 사업으로 성

장시킨 P&G, 알코올 중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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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삶을 되찾아준 AA(Alcoholics Anonymous) 모임 등이다(찰스 두히

그, 2012).

습관은 우리 뇌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것

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보다 잠재의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안석, 하창순, 2013).

시간이 흐르면서 잠재의식의 차원에 있었던 습관은 무의식적 차원으로

고리가 더 굳어진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흔히 자각하지 못하는

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

는 것이 포함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동적 과정으로 명명하기도 한

다.

이러한 무의식적 과정은 습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습관은 학습

된 행위가 되불이되어서 생기는 비교적으로 고정된 반응 양식을 의미한

다(네이버. 2014년 7월 10일 검색). 이러한 습관은 미약했을 때에는 보이

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랐을 때에는 완고한 형

태를 갖춰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안석, 하창순, 2013).

스마트폰의 경우, 일상에서 휴대 가능하며, 24시간 내 옆에 있어 접근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손에 쥐고 바로

반응하는 반응 양식을 따를 수 있어 습관, 혹은 과다 사용으로 갈 수 있

는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반복 행동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껐다 하는 행

동이나 여러 어플들에 들어가는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현상들은 스마

트폰 사용이 습관으로 굳어질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 경험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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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남성 8인, 여성 8인으로 총

16명이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어 참여자의

스마트폰 S-척도 점수(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2)와 인적 사항, 중독적으

로 사용하였던 어플을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발하였다. 이어 참여

동의를 구한 뒤, 스마트폰 사용시간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1주일 간 사용 내역을 연구자에게 송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약

50분 정도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피험자의 동의를 구하여 내용을 녹음하

고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5월에 실시되었으며, 모두 연구자가 인터뷰하였다. 인

터뷰 이후, 축어록을 작성하여 평정자가 CQR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분

석방법을 익힌 후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은 각자 개인적으로 해온 것을

이야기하여 합의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고 수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S-척도 점수의 평균은 47.37점이었으며42점~44점, 잠재

위험군; 45점 이상 고위험군), 연구 참여자의 연령 평균은 24세였다.

이차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사용 시간을 넌 얼마나 쓰니TM라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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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측정 어플을 통해서 1주일 간 추적 확인한 결과 1일 평균 사용 시

간은 아이폰 사용자를 제외하고 6시간 52분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전화

및 문자, 카카오톡TM 등의 채팅 어플 및 페이스북TM 등의 SNS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24분(전체 사용량의 34.95%), 게임 어플을 56분(전체

사용량의 13.59%), 인터넷 검색 관련 어플을 1시간 50분(전체 사용량의

26.70%)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켜는 횟수는

186.96회로 나타났다.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 규정에 의해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없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스

마트폰 사용 추적 결과 게임 사용량이 조사 기간 1주일 간 없는 경우도

있으나 연구 참여자 중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 적 없는 연구 참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과 스마트폰 사용 내역은 아래 <표 Ⅲ-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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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나
이

성
별

S척도
점수

채팅 및 
SNS 

사용량
(분)

게임 
사용량
(분)

평균 
사용 
시간
(분)

평균 
클릭 
횟수

연구 참여자 A 25 남 43 -
연구 참여자 B 24 남 50 56 0 238.8 137
연구 참여자 C 24 남 46 202 3 384 135
연구 참여자 D 34 남 55 -
연구 참여자 E 27 남 47 27 137.1 287 113
연구 참여자 F 23 남 43 143 88 408 194
연구 참여자 G 26 남 43 94 182 463 205
연구 참여자 H 22 남 45 119 0 617.8 58
연구 참여자 I 20 여 44 297 14 408.5 194
연구 참여자 J 23 여 51 357 4 653 202
연구 참여자 K 23 여 51 104 53 464 350
연구 참여자 L 20 여 45 98 55.4 317.7 194
연구 참여자 M 25 여 55 155 0 414 270
연구 참여자 N 22 여 55 160 149 510 125
연구 참여자 O 25 여 43 60 93 329 177
연구 참여자 P 20 여 43 143 0 278.5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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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정보

Ÿ 사용 기종은 무엇인가요?
Ÿ 사용 기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Ÿ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3가지는 무엇인가요?
Ÿ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을 각각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Ÿ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을 각각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나

요?
Ÿ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을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얻으시나요?

Ÿ 가장 중독적이라고 생각하는 어플은 무엇인가요?
Ÿ 해당 어플이 가장 중독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Ÿ 해당 어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사용 경험
Ÿ 하루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Ÿ 스마트폰 화면을 켤 때 어떤 이유로 스마트폰을 켜게 되시

나요?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스마트폰 이용 경험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이다. 연구자가 구성한 반구조화 면접 질문지는 인터뷰 실시 전, 합의팀

1인과 감수자가 문항을 검토하고 수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해서 (1) 사용 정보, (2) 사

용 경험, (3) 과다 사용 경험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아

래와 같다.

<표 2>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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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스마트폰 사용과 자신의 성향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시나요?

Ÿ 관계 지향적 과다 사용자와 게임 지향적 과다 사용자 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Ÿ 본인의 채팅 어플 및 SNS 어플 사용 경험과 게임 어플 사
용 경험을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
통점이 있나요?

Ÿ 채팅 및 SNS 어플 사용 경험과 게임 어플 사용 시에 느끼
는 감정에 대해 사용 전, 중, 후로 나누어 비교하면 어떠신
가요?

과다 사용 
경험

Ÿ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
요?

Ÿ 있다면 언제였나요?
Ÿ 있다면 그 이후 어떻게 하셨나요?
Ÿ 어떤 때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게 되시나요?
Ÿ 혹시 사용을 자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십시

오.

Ÿ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보신 적이 있나요?
Ÿ 있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나요?

Ÿ 어떤 상태가 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나요?

Ÿ 과다사용자와 과다사용자가 아닌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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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학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

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과정과 함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승민, 2012). 실증적 연구 방법은 외부로 관찰되는 행위

나 태도를 계량화하여 연구하는데, 이 연구 방법 만으로는 복잡한 인간

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과거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여

왔다(Denzin & Linclon, 2000; Giorgi, 1970; Ponterotto, 2005; Wertz,

2005). 더불어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의 이면에는 의미가 스며 있어 해석

과 추론을 통하여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탐구할 때에야 인간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Polkinghorne, 1988).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직 현상으로 존재하는 스마트폰 과다 사

용을 탐색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터뷰 자료에서 얻은 축어록을 합의

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를 통해 분석하였다.

Hill, Thompson, Williams(1997)은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와 Elliot(1989)은 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를

결함하여 CQR의 기법을 개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QR은 면

접 및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의 경

험 내용을 범주화하고, 그 경험 내용에 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하여 어떤 이용 경

험을 하는지, 어떤 정서 경험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

이고 생생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양적 분석보다 질적 분

석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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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정자 및 평정 훈련 과정

전 과정에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4인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를 제외하

고 합의팀 중 1인은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연

구를 다회 수행하였으며, 1인은 교육학(상담심리) 박사 수료자로 구성되

었다. 평정자들은 자료 분석을 위해 CQR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

을 이해하고, 3회 만나 사례를 분석하였다. 평정팀 3명은 각 사례를 자신

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만나 합의하여 모두가 합의하면 다음 과정으로 넘

어갔다.

나. 감사자

본 연구에서는 1명의 감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상담 전공 교수 1인이 참

가하였다. 감사자는 평정팀의 영역 및 중심 개념에 대해 검토한 후 수정

할 부분에 대해서 3회에 거쳐 연구자에게 피드백하였다. 이후 교차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검토 후 수정 부분에 대해 1회 직접 피드백 하였다.

다. 절차

절차에 대하여는 앞서 CQR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는 간략하게 살피도록 한다.

1) 자료준비

총 16명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축어록으로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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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 만들기

영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협의자는 축어록을 개별적으로 읽고 검토

하여 적절한 영역에 분류한 후, 함께 모여 평정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

를 확인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네 가지 영역을 결정하

였다. 영역을 만들기 위한 축어록 코딩 과정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3) 중심개념으로 축약하기

원자료를 더 간결한 핵심용어로 요약하는 과정으로 각 평정자가 중심

개념을 개발한 뒤, 평정자가 함께 모여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합의

하였다. 본 연구의 평정자들은 중심개념을 만들기 위해 1번 8시간의 모

임을 가졌다.

4) 감사과정

평정자가 생성한 영역 및 중심 개념에 대해 감사자가 영역이 잘 나누

어졌는지 검토한 후 피드백 해주었다.

5) 교차과정

각 영역에 대해 중심개념을 범주화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사례간 유사

성을 확인하고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하고 보고하는 것을 ‘일반

적(general)’, 50%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을 ‘전형적(typical)’, 3사

례 이상 50% 미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변동적(variant)’범주로 분

류하였다. 두 사례 혹은 한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로

결과에서 제하였다. 교차분석의 예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6) 감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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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들이 총 16사례에 대해 교차분석한 것에 대해 결과를 감사자가

검토하고 감사한 후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감사자의 피드백

을 평정자들이 검토하고 다시 합의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 29 -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및 정서 경

험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총 16명의 사례를 교

차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4개 영역은 (1)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동기, (2)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감정 경험, (3) 스

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인식, (4)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해소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네 개의 영역에는 총 32개의 하위 범주

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ill 등(1997)에서 표집의 대표성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사례에서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general)’, 반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되는

경우는 ‘전형적(typical)’, 반 이하에서 3사례는 ‘변동적(variant)’로 표시하

고, 한 두 사례에만 적용되는 범주는 제외시키거나 자료를 버리지 않기

위해 범주를 확대해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하고 나타나는 경우, 즉 15~16사례는 일반적,

사례의 절반 이상인 8~14사례에 해당 된 것은 전형적, 3~7사례에 해당된

것은 변동적으로 표기하였다. 2사례 이하는 제외하였다.

1. 영역 분석

영역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1>과 같다. 분석 결과 총 30개의 범

주가 도출 되었다. 이 하위영역을 묶어 크게 4개의 영역, 과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시 감정 경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의 인식,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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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빈도

과
다 
사
용
자 
스
마
트
폰 
이
용 
동
기

사용자 
상황

습관적으로 일반적(15)
할 일이 없을 때
: 무언가 느끼고 싶음 일반적(15)
할 일 중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 쉬고 싶음 전형적(12)
데면데면한 사람들과 있을 때
: 어색함 변동적(7)

기기 
특징

이동성 일반적(16)

접근성 일반적(16)

소
프
트
웨
어
특
징

관
계

정보공유 일반적(15)

배제 공포 변동적(4)

게
임

조작의 용이성/사용시간 적음 전형적(9)

푸쉬 알림/이벤트 전형적(8)

운 변동적(3)

영역이 도출되었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는 사용자의 상황, 스마트폰의 기

기적 특징, 스마트폰의 채팅 및 SNS 어플의 특징, 스마트폰의 게임 어

플의 특징이 도출되었고, 과다 사용자의 감정 경험에서는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를 채팅 및 SNS 어플과 게임 어플에 대해서 과다 사용자의

경험의 차이가 도출되었다. 이후, 콘텐츠 사용 영역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다.

<표 3>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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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빈도

채팅
/SNS어플 게임 어플

과
다
사
용
자 
감
정 
경
험

사용 전

긍정적 감정

    호기심/설렘 일반적(16) 변동적(7)

부정적 감정

    어색함/초조함 변동적(7)

    무료함/심심함/지루함 변동적(5) 일반적(15)

사용 중

긍정적 감정
    즐거운/만족하는 일반적(15) 일반적(15)
    몰입 -(2) 전형적(8)
    연결감 전형적(9) -(0)
부정적 감정
    불편함/회의감 변동적(3) 변동적(4)

사용 후

긍정적 감정
    만족감 전형적(10) 변동적(6)
    여운이 남는 변동적(4) -(2)
부정적 감정
    후회감(허탈함/자괴감) 변동적(6) 전형적(11)
없음 변동적(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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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빈도

과다사용 인식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할 때 전형적(9)

배터리가 여러 번 방전될 때 전형적(8)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일반적(15)

안 쓸 때에도 쓰는 것 같을 때 변동적(7)

과다사용 해소

집중/몰입할 게 있을 때 : 몰입 전형적(12)

다른 사람과 있을 때 : 연결감 변동적(7)

소진을 느끼면 : 소진 변동적(3)

현재 문제가 해결되면 : 상쾌함 변동적(3)

1)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동기

먼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동기 영역이 확인되었다. 본 영역

에는 4가지 범주가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심 개

념으로 사용자 상황과, 기기 특징, 소프트웨어 특징에서 SNS 및 채팅

어플이 가지는 소프트웨어 특징, 게임 관련 어플이 가지는 소프트웨어

특징이 나뉘어 도출되었다. 결과는 아래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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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동기

영역 범주 빈도

과
다 
사
용
자 
스
마
트
폰 
이
용 
동
기

사용자 
상황

습관적으로 일반적(15)
할 일이 없을 때
: 무언가 느끼고 싶음 일반적(15)
할 일 중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 쉬고 싶음 전형적(12)
데면데면한 사람과 있을 때
: 어색함 변동적(7)

기기 
특징

이동성 일반적(16)
접근성 일반적(16)

소
프
트
웨
어
특
징

관
계

정보공유 일반적(15)

배제 공포 변동적(4)

게
임

조작의 용이성/사용시간 적음 전형적(9)
푸쉬 알림/이벤트 전형적(8)
운 변동적(3)

(1) 사용자 상황

사용자의 상황에서 과다 사용자의 이용 동기는 습관적으로가 ‘일반적

(15)’, 할 일이 없을 때가 ‘일반적(15)’으로 확인되었다. 더하여 할 일 중

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전형적(12)’으로 데면데면한 사람과 있을 때가

‘변동적(7)’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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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먼저 연구 참여자가 ‘일반적(15)’으로 응답한 습관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학교 수업 중에도 계속해서..뉴스…도..계속해서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누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습관적으로 보고, 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카톡
하고(연구 참여자 B)

심심하면 무의식적으로 켜게 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연구 참여자 
C).

거의 스마트폰 켜는 것은 계속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요(연구 참여자 D).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일상적으로 해서(연구 참여자 K)

연구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습관적, 혹은 일상적으로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사용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 일이 없을 때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가 ‘일반적(15)’으로 응답한 할 일이 없을 때는,

할 일이 마땅히 없을 때에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

하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멍하니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핸드폰을 들어서… 핸
드폰을 열면 바로 나오니까. 혼자 이렇게 멍하니, 혼자 뭔가 오늘은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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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을 별로 할 기회가 없네요. 뭔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하는 
것 같은?(연구 참여자 G)

할 게 없으면 핸드폰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할 게 없어
도 가만히 앉아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일단 심심하면 휴대전화를 꺼
내요.(연구 참여자 I)

아무리 생산성 없는 거라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때보다는 덜… 덜 한 
거 같아요. 진짜 아무 것도 안 할 때는 진짜 오늘 뭐 했지? 이런데 그래도 이
걸 하면 또… 오늘 무슨 무슨 카드를 얻었다. 오늘 좀 돈을 많이 벌었다. 양을 
많이 팔았다.(연구 참여자 K)

연구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무료하고 할 일이 없을 때에 스마트폰

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지

루함, 심심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할 일 중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가 ‘전형적(12)’으로 응답한 집중력이 떨어질 때

는 할 일을 하던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할 일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

소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그때는 논문이 쓰다가 문장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봐야지 하면서 
보는 거죠. 컴퓨터로 딴 짓을 하면 시간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마
트폰은 잠깐만 보면 되니까, 잠깐 리프레시만 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이것만 
더 봐야지 이것만 더 봐야지 하면서 계속 보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손이 심심해서..그러는데…원래 손이…뭔가 제가 책
을 읽는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수업중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중에 계속 하기싫으니까 집중력을 잃고 하게 되는 것 같



- 36 -

아요. 계속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B)

하는 중에는, 이러면 안되는데… 공부해야 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공부하자 이러다 보면, 보면서 즐거움이랑 망해간다…라는 긴장감. 걱정이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막상 공부하러 앉으면 보기 전에 어떤 공부했더
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봐야하고, 그게 반복될 수록 공부했던 양, 기억나는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중 12명이 할 일을 하는 중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순간적으로 하던 일에서 집중력을 잃었을

때에 스마트폰을 도피 기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데면데면한 사람과 있을 때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는 ‘변동적(7)’으로 데면데면한 사람과 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간 애매한 사이 있잖아요. 친하지도 않은데 안 친하지도 않은… 그럴 
때 폰 진짜 많이 봐요. 딱히 얘기할 건 없는데 가기도 애매하니까 폰이라도 뒤
적뒤적하면서… 인터넷 검색하는 척 하고…(연구 참여자 H)

어… 민망할 때나 아니면은 어딜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제일 의지가 된다고 해야 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운 존재
기도 하고…(연구 참여자 J)

연구 참여자 중 7명이 어색한 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은 순간적으로 어색함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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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 특징

기기 특징에서 이용 동기는 이동성이 ‘일반적(16)’, 접근성이 ‘일반적

(16)’으로 확인되었다.

이동성

먼저 모든 연구 참여자가 보고한 이동성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이동 시간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C)
다른 것은 컴퓨터 아니면 태블릿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휴대성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연구 참여자 D)
네이트온이요? 네이트온은 뭔가 컴퓨터에서 해야하는 느낌이 강한데, 카

카오톡은 모바일 개념이 더 강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
고, 굳이 컴퓨터 필요없이 할 수 있으니까 팀플도 거의 카카오톡으로 하고, 물
론 과제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컴퓨터 쓰죠.(연구 참여자 F)

모든 연구 참여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용이

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접근성

모든 연구 참여자가 보고한 접근성은 스마트폰이 항상 눈 앞에, 가까

이 있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눈 앞에 있으니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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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 A)
예전에 컴퓨터 게임에 조금 중독이 되었었는데 그 뒤로 컴퓨터 게임을 되

게 조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핸드폰 게임에..(웃음).  그런게 있고 또 요즘 만
화책 같은 것도 만화책 방에서 안 빌리고 다운 받아서 보는데, 사실 누워서 보
기에는 핸드폰으로 보는 것이 제일 편하니까. 딱 들고.(연구 참여자 G)

 그리고 아무래도 핸드폰은 좀 누워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게
을러지는 거예요. 좀, 그래서 침대에서 하니까 차라리 앉아서 컴퓨터 하면 좀… 
차라리 앉아 있으니까 (연구 참여자 K)

모든 연구 참여자는 스마트폰이 항상 눈앞에 가까이 있어 사용하기 쉽

다고 보고하였다.

(3) 소프트웨어 특징

소프트웨어의 특징에서 이용 동기는 채팅 및 SNS 어플과 게임 어플

로 나뉘어 도출되었다.

① 채팅 및 SNS 어플

채팅 및 SNS 어플에서 이용 동기는 정보공유가 ‘일반적(15)’, 배제 공

포가 ‘변동적(4)’으로 확인되었다.

정보공유

먼저 채팅 및 SNS에서 정보공유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지인과

대화를 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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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일상적인 정보전달도 많고, 공지라던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일
정관리가 주로이구요. 문자를 안 쓰니까…(연구 참여자 B)

카톡은 연락 주고 받을 수 있는 용도로 보는 거고, (연구 참여자 D)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정보 공유는 약속을 잡기, 강의실을 확인하기 등의 실용

적인 목적을 띄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휴대전화 고유의 특징으로 확인되

었다.

배제 공포

배제의 공포는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과 지인들 사이에서 동떨어져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포함한다. 배제 공포는 ‘변동적(4)’로 보고하였다.

왜냐면 저한테 별로 중요한 연락 올 것도 없는데…그냥 뭐 단체 카톡방이
나 이런거 있는 거 보고 약간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했죠. 생각이 나
요. 재밌는 건 아닌데, 제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즐
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B)

시험 기간에 모든 책을 제본할 수 없고, 모든 연락을 받을 수 없고, 다 
다운 받을 수 없고… 강의 자료도 복사할 수가 없고, 강의실이 바뀌어도 알 수
가 없고…(연구 참여자 H)

연락하면서 친밀감을 쌓는 게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소통하는 수단이 
거의 카톡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 아니면 
전화를 잘 하지 않으니까 모든 연락선이 다 카톡이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하
고 있잖아요. 나만 가만히 있는 것이 좀 어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 들고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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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모두 다 재밌게 웃고 떠들고 핸드폰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심심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꺼내게 되고…(연구 참여
자 I)

카톡 대화창 확인을 안 하면 저만 되게 중요한 정보를 못 얻을 거 같고… 
또… 애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나만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 그 얘기를 듣게 되니
까… 어… 관계에서 멀어지게 될 거 같기도 하고…(연구참여자 O)

연구 참여자들은 ‘변동적(4)’으로 배제의 공포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여기에는 ‘다들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해야할 것 같은 느낌’, ‘모

두가 페이스북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느낌’, ‘카

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들어 있지 않으면 정보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보

고하였다.

② 게임 어플

게임 어플에서 이용 동기는 조작의 용이성과 사용시간이 적음이 ‘전형

적(9)’, 푸쉬 알림/이벤트가 ‘전형적(9)’, 운이 ‘변동적(3)’으로 확인되었다.

조작의 용이성/사용시간 적음

먼저 조작의 용이성/사용시간 적음은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조작이 어

렵지 않고 한 판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에게 ‘전형적(9)’으로 보고되었다. 예시는 아래와 같

다.

그냥..1분짜리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시간적으로…부담이..집중력을 
굉장히 깨는데 1분이니까 별로 부담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중독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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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 같아요. 빨리하고 다른 거 해도 되겠지.(연구 참여자 B).
근데 컴퓨터 게임이랑 비교해서 진짜 쉽잖아요. 그냥 띡띡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 거 같아요. 나는 게임을 못 하는데 이건 쉽다. 약간 이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위와 같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조작이 쉽고, 한 판이 짧아 스마트

폰 게임의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과다 사용자

중에서 오히려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조작이 쉬워 재미가 떨어진다고 응

답한 경우도 있었다.

푸쉬 알림/이벤트

푸쉬 알림/이벤트은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오는 메시지로 인해서 스마트폰 게임 어플에 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에게 ‘전형적(9)’으로 보고되었다.

왜냐하면 중독적인 걸 생각해봤을 때는, 게임은 계속 하게끔 개발을 해주
기 때문에, 이 판을 깨면 다음 판으로 가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업데
이트가 되면 업데이트가 됐다고 얘기하고… 유인동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그게 막, 알림이 와서 12시까지 접속하면… 하트를 10개 더 준다, 지금부
터 접속해야 한다. 이러니까… 메시지가 오면 바로바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연구 참여자 O)

근데 그래서 업데이트도 자주 있고 이벤트도 그 때만 한정기간으로 볼 수 
있는 스토리… 그 때만 얻을 수 있는 카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벤트 같은 게 열리면 그때 그때 해 줘야 좋은 카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카드를 얻기 위해서 좀 미친 듯이(연구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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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스테미너가 다 찼

다, 혹은 지금부터 접속하는 경우 아이템을 준다 등의 푸쉬 알림을 받으

면 스마트폰 게임에 접속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결부되어 스마트폰 게임 어플 고유의 특징일 것으로 사료된다.

운

운은 스마트폰 게임에서 간헐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크리티컬 포인트

를 주거나 혹은 카드뽑기 등에서 좋은 카드를 획득할 가능성을 의미한

다. 이는 ‘변동적(3)’으로 보고되었다.

예쓰!!! 아니면, 뭐냐 약간 운 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킬 
레벨을 올리려면 하나 당 확률이 20%에요. 그러면 다섯 개를 넣었을 때 기댓
값이 1 정도잖아요. 그런데 안 오르면 완전 빡치고. 근데 막 가끔 두 개 세 개 
씩 오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쓰!!!(연구 참여자 G)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들이 게임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 간헐적인 강화

는 스마트폰 게임 과다 사용의 유인 체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과 공통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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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빈도

채팅
/SNS어플 게임 어플

과
다
사
용
자 
감
정 
경
험

사용 전

긍정적 감정
    호기심/설렘 일반적(16) 변동적(7)
부정적 감정
    어색함/초조함 변동적(7)
    무료함/심심함/지루함 변동적(5) 일반적(15)

사용 중

긍정적 감정
    즐거움/만족함 일반적(15) 일반적(15)
    몰입 -(2) 전형적(8)
    연결감 전형적(9) -(0)
부정적 감정
    불편함/회의감 변동적(3) 변동적(4)

사용 후

긍정적 감정
    만족감 전형적(10) 변동적(6)
    여운이 남음 변동적(4) -(2)
부정적 감정
    후회감(허탈함/자괴감) 변동적(6) 전형적(11)
없음 변동적(3) -(1)

2) 과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콘텐츠 사용에 따른 감정 변화

과다 사용자 16인의 스마트폰 콘텐츠 사용 시의 감정 변화는 과다 사

용자가 스마트폰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어떤 감정 변화를 느끼는지에 관

한 영역이다 여기에 속한 중심 개념으로는 사용 전에 느끼는 무료함과

호기심, 사용 중에 느끼는 즐거움/만족감과 몰입, 연결감, 불편함/회의감

이 도출되었다.

<표 5> 과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콘텐츠 사용에 따른 감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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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에 대하여 스마트폰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

우에 느끼는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감정 상태를 CQR 분석을 통하

여 확인하였을 때, 과다 사용자 16인이 SNS 및 채팅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는 무료함을 ‘변동적(5)’, 어색함을 ‘변동적(7)’, 호기심을 ‘일반적(16)’

으로 느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어 사용 중에는 즐거움을 ‘일반적(15)’

으로 느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연결감을 ‘전형적(9)’으로 느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SNS 및 채팅 어플을 사용

하는 중에 불편함을 ‘변동적(3)’의 빈도로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SNS 및 채팅 어플을 사용한 이후에는 만족감을 ‘전형적(10)’으

로, 허탈함을 ‘변동적(6)’으로, 여운이 남음을 ‘변동적(4)’으로, 어떠한 감

정이 느껴지지 않음을 ‘변동적(3)’으로 응답하였다.

게임 어플 사용에 관한 감정 상태를 CQR 분석한 결과로는, 게임 어플

을 사용하기 전에는 무료함을 '일반적(15)'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기심을 '변동적(7)'으로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게임 어플을 사용하

고 있는 중에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15)'으로 나타났고, 몰입

이 '전형적(8)', 불편함이 '변동적(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게임 어

플을 사용한 이후 느끼는 감정으로는 후회감이 '전형적(11)'으로 나타났

고, 만족감이 '변동적(6)'으로 확인되었다.

(1) 사용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호기심/설렘을 채팅

및 SNS를 사용하기 전에 ‘일반적(16)’으로, 게임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변동적(7)’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감정으로 어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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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함이 채팅 및 SNS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변동적(7)’으로, 무료함/심

심함/지루함이 채팅 및 SNS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변동적(5)’으로 게임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일반적(15)’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설렘

호기심/설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가 왔을까?’, ‘이

번에는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어떤 카드가 나올까?’ 등의 생

각을 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는 아래와

같다.

SNS는 사용 전은 궁금함, 게임은 지루함(연구 참여자 A)
주로 강의를 듣거나 할일을 하거나 하는데, 이러다가 뭐가 안 왔을까? 알

림을 진동으로 안해놓으니까 혹시 뭐 오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함이요(연구 참
여자 C)

안 와요. 푸쉬같은 것 보내지 않는 차가운 도시의 게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스태미나 찼겠다,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게 있는? 지금쯤 얼마나 찾으
려나, 이러면서. 어, 아까 어디까지 하고 있었지 하고 들어가면, 아 여기였구
나, 그러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연구 참여자 G)

어색함/초조함

어색함/초조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불편한 감정인 어색함과

초조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영

역은 앞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동기 중 사용자 상황에서 어색

하고 초조할 때와 겹치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무료함/심심함/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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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함/심심함/지루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할 일이 없어 시간

때우기를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팅 및 SNS 어플

과 게임 어플에서 과다 사용자들은 게임 어플을 무료함을 탈피하기 위해

서 사용한다고 ‘일반적(15)’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채팅 및 SNS 어플을

무료함을 느껴 사용한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는 ‘변동적(5)’이었다.

SNS는 사용 전은 궁금함, 게임은 지루함(연구 참여자 A)
SNS 같은 경우는 사용 전에는 기대감. 어떤 메시지가 왔을까, 어떤 글이 

올라왔을까 기대감이 가장 크고(연구 참여자 D)
SNS 는 시작 전에는 심심함, 무료함, 군인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 

SNS는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인물에 대한 궁
금함. SNS 중에는 계속되는 호기심, 카카오톡은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면 되고, 
페이스북은 계속되는 호기심과 (연구참여자 F)

게임 전에는 심심함, 무료함, 다른 사람은 게임 캐릭터가 얼마나 성장했
을까 하는 호기심,(연구 참여자 K)

즉, 관계 지향적 어플을 사용할 때보다 게임 어플을 사용할 때에 과다

사용자는 무료함/심심함/지루함을 느끼고 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 어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용 중

연구 참여자는 사용 중에 느끼는 감정은 즐거운/만족감을 ‘일반적(15)’

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중 게임 콘텐츠는 ‘몰입(8)’을 전형적

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에 반하여 채팅 및 SNS 콘텐츠는 연

결감을 ‘전형적(9)’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채팅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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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과 게임 어플 보두 불편함/회의감을 각각 ‘변동적(3)’, ‘변동적(4)’으

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즐거움/만족함

즐거움/만족함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긍정

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SNS랑 게임이랑 음… 중간에는 행복함? 즐거움? (연구참여자 G)
게임하는 도중에는 당연히 재밌어요. 재미있으니까 하고…(연구 참여자 H)
재밌다, 레벨 업할 때의 뿌듯함, 만족감, (연구 참여자 J)

몰입

즐거움/만족함을 세부적으로 물어보았을 때에 재미의 요소에서 과다

사용자는 게임에 ‘전형적(8)’으로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몰입은

‘게임을 하는 동안 집중력이 올라간다.’, ‘스릴이 있다.’ 등을 포함한다.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은 게임이다보니까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거든요. 스릴이 더 있고. 그런데 다른 SNS는 게임보다는 집중도다 
스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연구 참
여자 D). 

게임의 경우는 카톡은 수업 듣다가도 교수님이 딴 얘기 하실 때 잠깐 켜
보고 하는데, 게임은 끝을 봐야하니까 시간적으로 좀 큰 텀이 남았을 때 게임
을 켜게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순간에는 게임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연구 참여
자 I)

게임 중에는 얘를 꼭 이겨야겠다, 아무래도 게임의 경우는 집중해서 해야 
하니까 수업시간에는 하기가 어렵고, 카톡은 잠깐 해요.(연구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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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8)’으로 게임에 몰입하였으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어

플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연결감

연결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와 함께 있다

고, 혹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채팅 및

SNS 어플을 사용할 때는 ‘전형적(9)’으로 연결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카톡은 친한 친구들이나 여자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딱
히 심심하거나 외로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있어도 분리되어 있는 느
낌이 안 드는, 같이 있는 느낌이 좀 들죠.(연구 참여자 C)

페북은 멀리 떨어진 친구와 페북하면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연구 
참여자 I)

그러나 반대로 게임 어플을 사용하면서 연결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

다. 오히려 게임에서는 스마트폰 상의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

는 모습을 보고하였다.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딱히 그렇게 interaction을 하는 친구는 아닌…(그
럼 친구들이 있는 이유는 뭐에요?)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여기에서 보면 제 애
가 다섯 명이고 친구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G)

음, 등록하면 친구의 그런 카드를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게임 시스템이 있
긴 한데 친구들 아무도 안 하죠. 게임에서 이름만 친구인 사람들…(연구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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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막 10명, 20명, 30명 초대할 때 돈 주고 막, 아니면 새로운 캐릭
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모양 쿠키를 받으려고 초대하죠.(연구 참여자 
N)

불편함/회의감

스마트폰 과다 사용군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에도 불편함/회의감의

부정적 감정을 각각 ‘변동적(3)’, ‘변동적(4)’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여기에는 지금 스마트폰을 할 때가 아니라는 불편한 감정이 포함된

다.

(게임을) 하는 중에는 약간 회의감.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사용 
후에는 저는 되게 질려요. 이제 안해야지, 지워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연
구 참여자 A). 

재미는 있는데,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들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데.(연구 참여자 G)

즉, 앞에 언급한 긍정적 감정과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사용군은 사용 하면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

에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사용 후

스마트폰 과다 사용군은 스마트폰 사용 이후 긍정적 감정으로 만족감,

여운, 후회감(허탈함/자괴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딱히 느낌이 없다

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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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

스마트폰 과다 사용군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이후에 만족감을 느낀다

고 보고하였다. 채팅 및 SNS 어플을 사용한 경우에는 만족감을 ‘전형적

(10)’으로 게임 어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변동적(6)’으로 느낀다고 보고하

였다.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만족감, 오랜만에 연락이 되면 뿌듯함. 사용 
후에는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이 90%이고, 마
찬가지로 시간 아깝다는 약간의 후회가 있어요. 게임은 만족감이 거의 없고 후
회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구요.(연구 참여자 F)

 그 다음에 후에는 어… 근데 이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 같아요. 이
게 목표치가 있어서 딱 깼을 때는 딱 뿌듯함? 이고 아니었을 때는 내가 시간을 
버렸다는 후회? 근데 거의 후회는 없는 거 같아요. 늘 깰 때까지 그냥 하거든
요. (웃음) (연구 참여자 J)

여운이 남음

여운이 남음은 채팅 및 SNS 어플을 사용한 경우 ‘변동적(4)’으로 보고

하였다. 여기에는 어플을 사용한 이후, 만족이나 즐거움 보다는 흐뭇하고

지속되는 감정을 의미한다.

한 이후에는… 그냥 뭔가 SNS를 하면, 카톡을 한 후에 딱히 그렇게 뭔
가…나 오늘 뭔가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 뭐랄까… 게임을 막 하는 것처럼 도
피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도피 뒤에 오는 부정적 감
정을 경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냥 
좀 음~음~ 약간 흐뭇한 정도? 친구들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연구 참여
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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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감(허탈함/자괴감)

연구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사용 이후에 후회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채팅 및 SNS 어플을 사용했을 때에 ‘변동적(6)’으로 게임 어플

을 사용하였을 때에 ‘전형적(11)’으로 보고하였다. 후회감은 부정적 감정

에서 ‘하지 말 걸’,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할 걸’, ‘좀 더 진솔하게

행동할 걸’ 등을 포함한다.

허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대화라면 마무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카카오톡은 딱 덮어버리면 휘발성 날라가버리는 대화가 많잖아요. 서로 
재밌게 웃고 떠들고 사진 보내고 하는게 많으니까… 술자리 대화같은 느낌?

게임 같은 경우는 사용 전에는 긴장이 되요. 긴장감. 사용 중에는 몰입이 
되다가 사용 후에는 불안해요. (연구 참여자 D)

게임 후에는 자괴감, 또 이렇게 시간을 썼구나, 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인강 하나를 더 들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후회. (연구참여자 F)

죄책감이 아니고 이번엔 자책감. 아, 이 병신 이러면서… 이러고 있을 때
가 아니잖아…(연구 참여자 G)

(게임을) 괜히 했다… 카톡이라도 했으면 공지사항이라도 하나 봤을 텐
데…(연구 참여자 H)

없음

스마트폰 콘텐츠를 사용한 이후에는 딱히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사용 이후 딱히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채팅 및 SNS 어플을 사용한 경우에 ‘변동적(3)’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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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카톡? 이거요? 카톡 할 때는 애가 말 걸면 시작하는 거니까… 할 때
는 웃긴 얘기 많이 해서 웃겨요. 웃기고, 하고 나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연구 
참여자 K)

3)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인식 경험

다음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과다 사용을 인식하는 영역이 확인

되었다. 본 영역에는 4가지 범주가 확인되었다. 결과는 아래 <표 Ⅳ-4>

와 같다.

<표 6>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사용 인식 경험

영역 범주 빈도

과다사용 인식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할 때
: 불안 전형적(9)
배터리가 여러 번 방전될 때
: 놀라움 전형적(8)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안 쓸 때에도 쓰는 것 같을 때
: 부끄러움

일반적(15)

안 쓸 때에도 쓰는 것 같을 때 변동적(7)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 16인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인식 경험은 본 영

역에서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할 때가 ‘전형적(9)’으로, 배터리가 여러

번 방전될 때가 ‘전형적(8)’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안 쓸

때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같을 때가 ‘일반적(15)’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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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 참여자는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할 때 자신이 스마트폰 과

다 사용자임을 인식한다고 ‘전형적(9)’으로 응답하였다. 스마트폰이 꺼지

면 불안할 때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갔을 때, 스마트폰을 두고 나왔을

때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 느끼는 불안감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답답하고…그 사이에 뭐가 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충전
을 해서 연락을 받아야겠다. (연구 참여자 C)

그랬더니 핸드폰이 손에 없으니까 뭔가 불안하고 중요한 연락 왔는데 못 
받지는 않았을까 고립된 느낌도 들고 했어요. 금단증상이 없었는데, 페이스북이
나 카카오톡은 궁금하더라구요. 무슨 연락이 왔는데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중요한 공지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연구 참여
자 F)

핸드폰이 꺼지면 저는 배터리 들고 편의점으로 뛰어가요. 예전에는 막 없
어지면 뭐 막 친구들이랑 얘기를 못하는 정도잖아요. 아니면 심심한 데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요새는 취업 준비 하다보니까 그거 만약에 내가 못 받으면 어
떻게 되는 거지? 그럼 진짜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럼 배터리 막 들고 어디
든 막 뛰어가요. (연구 참여자 J)

연구 참여자 중 9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끼고 그

때에 자신이 과다 사용자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게임 콘텐츠 보다는 휴대전화 본연의 기능인 연락 및 소통에 대

해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터리가 여러 번 방전될 때

연구 참여자가 ‘전형적(8)’으로 응답한 배터리가 여러 번 방전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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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해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소

모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탈착식이 아니라 내장식이라서 방전이 되
면 그 다음부터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 배터리만이 아니라 폰을 교체를 해야 
하는 건데, 제가 폰을 3개월 쓰고 교체를 했어요. 배터리가 다 소진이 되서. 보
통 다른 사람이 쓰는 것 이상으로. 과다 어플 실행으로 배터리를 너무 많이 혹
사시켰다고 하더라구요. 휴대전화를 교체했을 때, 아 내가 정말 과다사용자구나
라고 느꼈어요. (연구 참여자 D)

아이폰은 배터리가 일체형이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
루에 배터리를 3~4개 정도 쓰는데, 일체형을 쓰면 불편해서요. 갤럭시는 배터
리 떨어지면 바꾸고 하면 되서 쓰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F)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여러 번 방전되거나 항상 충전을 하고 있을 때,

혹은 배터리가 소모되어 새로 구입하여야 할 때 등에 스마트폰 과다 사

용자들은 자신이 과다 사용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하고 ‘일반적(15)’으로 응답한 일

상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지적당하거나 스마트폰

으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의미한다. 예는 다음과 같다.

주로 밤에 할 때요. 잠이 안와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잠을 안 자게 될 때. 분명히 위에 시간이 뜨는데도 시간을 확인했는데도, 이것
만 마치고 자야지 하니깐요(연구 참여자 C)

가족들이랑 있는데도 계속 보고 있을 때요.(연구 참여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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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룸메도 그만 하라고 자자고, 제발 자라고, 동아리 같은 데에서 세미
나 할 때에도 막 여기저기에서 약간 그 못 참고…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거든
요. 그 때는 막 하지 말라… 그렇게는 하는데, 그리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핸드
폰을 계속 하다가 계속 하다가 씻는 시간을 놓치고 안 씻고 학교 가기는 그러
니까 그냥 늦음 김에… 하던 거 계속 하자 그러고 계속 누워 있고… 그런 적… 
(연구 참여자 K)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들은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을 지적 받거나 혹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수면 및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영역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보고

한 과다 사용 인식 경험은 안 쓸 때에도 쓰는 것 같을 때이다. 이 범주

는 스마트폰이 울리지 않았는데 내 것이 울리는 것처럼 느낄 때, 혹은

스마트폰이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확인할 때,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순

간에도 하는 것처럼 느낄 때를 포함한다. 예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아예 안 가지고 나온다
거나 충전을 안했다거나 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꺼내서 봤는데 아 맞다 배터
리 다 됐지. 하고 다시 넣고…(연구 참여자 C)

소리는 되게 커요. 아이폰은 기본 소리가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소리로 바
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 지나가다 커피숍이나 하다못해 강의실에서 수업 
준비하고 있을 때도 벨소리가 나면 내 껀 줄 알고 살펴보고 그렇죠. 진동으로 
했음에도 내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열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게임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생각이 계속 나서 불안한 감이 느껴지
구요. (연구 참여자 D)

아, 때로는 그럴 때 있죠. 안 하고 있을 때도 퍼즐 맞추는 게 계속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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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연구 참여자 K)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인식하였다.

4)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해소 경험

다음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해소 경험 영역은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들이 언제인지에 관한

영역이다. 결과는 아래의 <표 Ⅳ-5>와 같다.

<표 7>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해소 경험

영역 범주 빈도

과다사용 해소

집중/몰입할 게 있을 때 : 몰입 전형적(12)
다른 사람과 있을 때 : 연결감 변동적(7)
소진을 느끼면 : 소진 변동적(3)
현재 문제가 해결되면 : 상쾌함 변동적(3)

여기에는 몰입과 연결감, 소진, 상쾌함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즉, 과다

사용자는 집중하거나 몰입할 게 있을 때에 과다사용 해소를 경험하는 것

이 ‘전형적(12)’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및 소진을 느

낄 때는 각각‘변동적(7)’, ‘변동적(3)’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되

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답한 것은 ‘변동적

(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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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몰입할 게 있을 때 : 몰입

집중/몰입할 게 있을 때는 연구 참여자가 ‘전형적(12)’으로 보고한 범

주로 스마트폰 이상으로 몰입하거나 집중할 수 있을 대상이 있을 때에

스마트폰 사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뭔가 재밌는 것을 하면 그러죠. 즐겁거나 다른 것에 빠져있을 때. 몰입할 
때(연구 참여자 B)

즐거움. 감정상태는 아닌데 뭔가에 몰입이 되었을 때. 몰입할 다른 대상
이 있으면(연구 참여자 C).

다른 일을 집중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면 괜찮
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일이겠죠. 내일이 시험이라던가, 여자친구
와 데이트 하고 있다던가. 좀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내 눈앞에 스마트폰을 놓고 만지지 마라하는 것은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E)

의욕이 있으면? 세미나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싶고… 집중을 해야 한
다… 하면 핸드폰을 안 할 거 같은데 지루해서… 수업도… 좀 열심히 하려는 의
욕이 별로 없고 지루하니까… 집에 있을 때도 다른 걸 해야 하는데 의욕이 안 
생겨서 그 때마다 핸드폰을 하는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K)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지루함과 답답함을 탈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에 이어, 집중/몰입할 것이 있으면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형적(12)’으로 보고하였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 연결감

연구 참여자가 ‘변동적(7)’으로 보고한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혼자 있

는 시간보다 타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이 자연스레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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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인 동아리나 모임 같은데 참여하게 되면 그래도 얘기한다고 폰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주로 친한 친구랑 만나면 폰을 잘 안 봐요. 
그냥 얘기하기 바쁘니까(연구 참여자 H)

옆에 누가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
를 하니까. 즐거우면 안하는 거 같아요. 이 사람하고 대화는 되는데 어색하고 
재미가 없다고 하면 또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
자 A). 

조금더 직접적인 대인관계가 많아진다면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 것 같아
요. 오히려 관심사가 스마트폰보다는 대인관계 쪽으로 옮겨질 것 같고,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몰입하는 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연구 참여자 D)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이야기

한 것에 이어, 스마트폰을 타인과 함께 있으면 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하였다.

소진을 느끼면 : 소진

연구 참여자가 ‘변동적(3)’으로 보고한 소진을 느끼면은 스마트폰 조차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지친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자 있고 싶다. 아무 생각하기 싫다. 너무 힘들거나 귀찮거나 지쳤을 때 
그 때는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꺼놓고 혼자 산책을 하거나 mp3로 음악을 듣거
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심리는 핸드폰으로 누군가과 sns를 하면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연구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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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소진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감을

느낀다고 ‘변동적(3)’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문제가 해결되면 : 상쾌함

연구 참여자가 ‘변동적(3)’으로 보고한 현재 문제가 해결되면은 스마트

폰을 도피 기제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되면 스마트폰

사용이 자연스레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직하면요. (웃음) 왜냐면 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마라 
하는 경우가 없고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항상 뭔가 해
야 하고 내 심리 상태도 불안하고 그러면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잘 되는 
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딘가라도 소속
이 되고 할 일이 좀 더 많이 생기고 할 일에 대한 책임이 생기면 덜 하지 않을
까?(연구 참여자 J)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피기제로 스

마트폰을 사용하므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스마트폰 사용

이 감소할 것이라고 ‘변동적(3)’으로 보고하였다.

2. 일반 사용자와의 비교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및 정서 경험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과

다 사용자만이 갖는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 사용자 10명(남자 5

명, 여자 5명)을 추가로 인터뷰 하였다. 일반 사용자의 S-척도 점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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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31.5점이었고, 1주일의 조사 결과 아이폰 사용자를 제외하고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시간 5분(과다 사용자 하루 평균 6시간 52

분), 하루 평균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횟수는 178회(과다 사용자 하루 평

균 186.96회)였다. 일반 사용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추가로 연구

참여자 중 스마트폰 게임을 한 번도 다운로드 받아 본 적이 없는 연구

참여자가 2인 있었다(연구 참여자 Q, 연구 참여자 W).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은 아래 <표 Ⅳ-6>와 같다.

<표 8>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의 인적 사항

나
이

성
별

S척도
점수

채팅 및 
SNS 

사용량
(분)

게임 
사용량
(분)

평균 
사용 
시간
(분)

평균 
클릭 
횟수

연구 참여자 Q 29 남 33 9 0 169 155
연구 참여자 R 28 남 33 13 0 96 199
연구 참여자 S 30 남 35 40 0 198 134
연구 참여자 T 30 남 24 아이폰
연구 참여자 U 28 남 39 187 0 275 277
연구 참여자 V 29 여 34 -
연구 참여자 W 26 여 33 50 0 121 135
연구 참여자 X 30 여 33 51 44 249 190
연구 참여자 Y 29 여 31 아이폰
연구 참여자 Z 29 여 20 158 0 191 159

이들에게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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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과다 사용자와의 사용 특성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다

음은 교차 분석 결과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Hill 등(1997) 방법에 따라, 한 사례를 제외하고 혹은

모든 사례에서 응답한 경우는 ‘일반적(general)’, 절반 이상인 5에서 8사

례가 응답한 경우는 ‘전형적(typical)’, 2사례 이상 4사례 이하가 응답한

경우에는 ‘변동적(variant)’으로 기술하였다.

1)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공통점

먼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공통점이 도출되었다. 결

과는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표 9>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공통점

영역 범주 빈도

과다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공통점

강박적/습관적으로 사용 전형적(8)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낌 전형적(5)

스마트폰 사용을 지적당함 변동적(2)

일반사용자 역시 스마트폰을 강박적/습관적으로 사용한다고 ‘전형적

(8)’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이 없으면 연락을 받지 못할까봐 불

안하다고도 ‘전형적(5)’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강박적/습관적 사용은 단

순히 과다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 전반에 거쳐 나타나는

특성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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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가 왔나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게… 15분 있다 생각나면 메시지 
새로 왔나 켜 보고 메시지 있이면 한 번 보고 답장을 다는 건 아니지만 글을 
보고 덮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사용 빈도는 카톡이 제일 많을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Q)

전 1시간 34분 썼는데, 켠 횟수가 326회. 제 생각에는 이걸 계속 보고 
있진 않은데 켰다 꼈다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시계를 계속 많이 봐요. 되게 
많이 봐요. 항상 지금이 어느 정도지? 그것도 많이 하고 카톡 확인을 많이 하
는 편인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W)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연
구 참여자 X)

엄청 많아요. 시간도 보고. 계속 오는 거 확인하느라고. 화면 켜는 건 되
게 많아요. 습관적으로 켜요. 안 봐도.(연구 참여자 Y)

또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역시, 일반 중독의 ‘금

단’보다는 중요한 연락을 못 받아서 도태될까봐 느끼는 두려움으로 확인

되었다. 예는 다음과 같다.

뭔가 제가 약간 항상 비상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켜 놓기는 하
고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랑 연결을 지어
서 뭔가 메시지가 오면 바로 내가 긴급히 답을 해야 할 거라면 답을 바로 하
고… 그런 게 저한테 좀 있는 거 같아요. 바로, 그래서 껐다 켰다 하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Q)

네. 우선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제가 잘 못 놓고 가끔씩 잃어버렸을 때 
어디 뒀는지 모를 때 제가 느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얽매여 있
나 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부러 두고 돌아다니고.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을 
때 불안?) 그렇죠. 연락이 올 수도(연구 참여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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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멍하니 있다보면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스
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있어. 그 사람들 안 심심해 보이는데 나 혼
자 심심하니까 나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것 같고.(연구 참여자 Y)

이를 통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군중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

다 사용과 일반 사용 모두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

용자의 경우에도 사용을 지적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변동적(2)’으로

응답하였다. 관련 예는 다음과 같다.

형한테 집에 있으면 지적을 잘 받아요. 집에 있을 때 소파 같은데 있을 
때, 스마트폰을 자주 하고 있나 봐요. 다른 사람이 지적할 때.(연구 참여자 S)

2)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차이점

다음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차이점이 도출되었

다. 결과는 다음의 <표 Ⅳ-8>과 같다.

<표 10>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와 일반사용자의 차이점

영역 범주 빈도

과다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차이점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음. 일반적(9)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음 변동적(4)

무엇보다도 먼저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데에서 과다 사용자와 차이를 지닌다. 이는 ‘일반적(9)’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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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엄청 많이 쓰는 날도 있죠. 근데 그럼 그 다음날은… 아, 어제 너무 많이 
썼다 오늘부터 덜 써야지(연구 참여자 R)

사실 안하라면 안 할 순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그게 즐거움이 그리 크
진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정말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거라면 더 
많이 빠져서 끊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S)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본다는 자체가 저한테 중독같이 느껴져요. 시간이 
많고 적고 보다는 내가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이걸 한다는 자체가 중독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한 시간을 보더라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불편함
이 있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W)

근데 중독인 사람들은 차 타고 갈 때도 하고 아닐 때도 하고 안 해야 될 
때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나?) 그렇죠. (연구 
참여자 Y)

선택의 차이일 것 같아요. 선택이랑 생활의 지장? 제가 보고싶을 때 보
고, 봐야한다는 의무감이 있을 때도 있지만 부과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 말에 빨리 답해야 되고 하는 걸 의무로 느끼고 필수로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안 그런 것 같고. 핸드폰을 좀 무음으로 해 놔도 엄청 
불안한 것 같진 않아요.  (연구 참여자 Z)

이를 통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할 때는

절대적인 선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문제적 사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할 수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 연구 참여자도 ‘변동적(4)’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일단은 휴대전화가 나가도 제가 이동을 할 때가 아니면.. 업무를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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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혹시라도 저를 찾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더 
불안한 건 장기간 이동을 해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무료함을 견딜 수가 없으니
까 그럴 때는 좀 불안한데.. 제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은 불편하
겠지만 저는 그닥 안 불편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X)

연락이 올만한 상황인 친구에겐 연락을 하고. (배터리가 나갔다. 약속이 
잡혀있는 상황이면.) 배터리가 나갔다, 어디서 만나자. 연락을 하고. 심심하겠
지만 배터리를 안 챙긴 저를 약간 탓하겠지만.(연구 참여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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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서 어떠한 이

용 및 정서 경험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6명의 스마트

폰 과다 사용자를 S-척도(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를 통하여 선발한 뒤

사용 시간을 체크하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행된 인터뷰 축어록을 토대로 CQR 분석을 통하여 1) 과다 사용자

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 2)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시 감

정 경험, 3)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인식 , 4)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해소 영역 의 총 4개 영역 및 30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우선 첫 번째 영역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이용 동기 영역이 확

인되었고, 사용자 상황, 기기 특징, 채팅 및 SNS의 관계 지향적 소프트

웨어 특징, 게임 소프트웨어 특징으로 총 4가지 범주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과다 사용자의 경우,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모

습이 ‘일반적(15)’으로 확인되었고, ‘할 일이 없을 때’ 역시 ‘일반적(15)’으

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할 일 중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전형적(12)’,

‘데면데면한 사람과 있을 때’는 ‘변동적(7)으로 확인되었다.

이용 동기 영역의 두 번째 범주인 기기 특징에서는 이동성 및 접근성

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자 인터뷰 대상자 전원이 답하여 ‘일반적(16)’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범주인 채팅 및 SNS의 관계 지향적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보공유가 ‘일반적(15)’, 배제 공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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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적(4)’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범주인 게임 소프트웨어

특징으로서의 이용 동기는 조작의 용이성과 사용시간이 적음이 ‘전형적

(9)’, 푸쉬 알림/이벤트가 ‘전형적(9)’, 운이 ‘변동적(3)’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특징 중 두 번째 영역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자의 콘텐츠 이용 시 감정 변화로, 이 영역에서의 세부 범주는 크게 채

팅 및 SNS어플과 게임 어플 사용의 전, 중, 후 감정의 차이를 통해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채팅 및 SNS어플 사용에 관한 감정 변화

를 살펴보면, 사용 전에는 무료함을 ‘변동적(5)’, 어색함을 ‘변동적(7)’, 호

기심을 ‘일반적(16)’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어 채팅 및

SNS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즐거움을 ‘일반적(15)’, 연결감을 ‘전

형적(9)’으로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자들이 SNS 및

채팅 어플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감정으로는 만족감이 ‘전형적

(10)’으로 나타났고, 허탈함, 여운이 남음,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음

이 각각 ‘변동적(6)’,‘변동적(4)’,‘변동적(3)’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시 감정 변화 영역 중 게임 어

플 사용에 관한 내용은, 게임 어플 사용 전에는 무료함이 '일반적(15)'으

로 나타났고, 호기심이 '변동적(7)'으로 확인되었다. 게임 어플 사용 중

에는, 즐거움이 '일반적(15)', 몰입이 '전형적(8)', 불편함이 '변동적(4)'

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게임 어플을 사용한 후 느끼는 감정은 후

회감이 '전형적(11)', 만족감이 '변동적(6)'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특징으로 나타난 세 번째 영역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과다 사용을 인식하는 영역으로, 총 4가지 범주가 확인되

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할 때와 배터리

가 여러 번 방전될 때가 각‘전형적(9)’,‘전형적(8)’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일반적(15)’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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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사용하는 것 같을 때가 ‘변동적(7)’임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특징으로 확인된 마지막 영역은 스마트폰 과

다 사용자의 과다 사용 해소 경험 영역으로, 이는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에 관한 내용이다. 본 영역

에는 몰입과 연결감, 소진, 상쾌함의 네 범주가 도출되었다. 스마트폰 과

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외에 집중하거나 몰입할 것이 있을 때에 해소경험

을 느낀다는 것이 ‘전형적(12)’으로 나타났고, 타인과 있을 때에 ‘변동적

(7)’, 소진 시에 ‘변동적(3)’으로 나타났다. 현재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

결되었을 경우에도 해소 경험을 느낀다는 답은 ‘변동적(3)’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사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사

용하는 것과 연관되어 위와 관련한 심리적 기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할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1월 29일 발표

한 ‘2012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디지털데일리, 2013. 01. 29.), 서울 시립 강북 인터넷 중독 예방

센터(2013)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이유는 55.3%가 ‘재미있어

서’, 17.6%가 ‘심심해서’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경향신문, 2013.

03. 28.). 즉,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로 특별한 이유 없이 10초에 한 번 다른 종류의 앱을 켰다가 끄는 행동

을 반복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한주리, 허경호, 2004; Han &

Oh, 2006; Lee, 2008; 강희양, 손정락, 2009)에서 언급한 바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이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는지 그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

고,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은 과다 사용 조절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반응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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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과다사용자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연구 대

상자 모두가 스마트폰을 대개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일반 사용자에게서도 일부 드러나는 특성이긴 하나 이러한 습

관이 지속될 경우, 과다사용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모든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기적

특성으로 이동성과 접근성을 꼽았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기적인 특징

은 소프트웨어와 결합될 때에 과다 사용을 더욱 이끌어낼 것으로 판단한

다. 채팅 및 SNS 어플과 같은 관계 지향적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게임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의 이동성 및 접근성과 연동되어 더 과다 사용을

이끌 수 있는 기제가 있다. 특히 ‘전형적(9)’으로 나타난 푸쉬 알림/이벤

트 범주가 그것이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사용자가 들고 다니는데다가 손

닿는 곳에 있으므로 게임과 관련한 유인 체계가 즉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입력됨으로써 더욱 강한 유인 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게

임 과다 사용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 영역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시 감정 경험에서

는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의 소영역이 확인되었다. 과다 사용자 중에

서 게임 콘텐츠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과다 사용자는 없었으므로 채팅

및 SNS와 게임 콘텐츠의 사용 전과 중, 후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채팅 및 SNS 콘텐츠의 경우, 용무가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

가 많고 메시지를 받으면 답장하고 덮는데다가 소통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지만 게임 콘텐츠의 경우 무료함/심심함/지루함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재미를 느끼나 사용 이후 허탈감을 느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

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NS 콘텐츠의 경우, 자

신이 정보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따라 습관적으로 채팅 및 SNS 관련 어

플을 확인하고, 이는 강박적 사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게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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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및 SNS 콘텐츠가 서로 다른 과다 사용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결과는 김교현(2008)의 충동성의 악순환 회로와 강박성의 악순환

회로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충동성의 악순환 회로는 긴

장 각성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쾌락이나 안심을 느끼지만 후회

나 자책을 함으로써 다시금 긴장/각성 상태로 돌아가는 순환회로를 가진

것을 의미하며, 강박성의 악순환 회로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느낄

때에 습관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대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강

박적 행동을 하게 되어 다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로 모형을

가진다. 연구 결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게임은 충동성의 악순환

회로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인 정서로 보

였던 호기심/설렘은 사실상 스마트폰 확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할 수 있고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을

느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

이고 이에 대한 불안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확인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강박성의 악순환 회로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

다. 위 결과를 통하여 어떤 콘텐츠를 과다 사용하는냐에 따라 과다 사용

경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긍정적

정서를 단순히 긍정 정서로 해석할 수 없고 스마트폰에서 관계 지향적

사용 역시 과다 사용으로 이끌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영역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과다 사용을 인식할 때와 관련

하여 스마트폰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지표

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사용자 10명을 추가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일반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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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쓰고 싶지 않을 때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조절력’이 스마트

폰 과다 사용자와의 차이점으로 검토되었다. 더불어 일반사용자의 경우,

스마트폰 확인에 대한 의무감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과다 사용자보다 덜 느끼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마지막 영역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즉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해소 경험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 영역에서 집중/몰입할 게 있을 때 : 몰입인 ‘전형

적(12)’으로, 다른 사람과 있을 때 : 연결감이 ‘변동적(7)’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스마트폰의 이용 전 감정이 ‘무료함/심심함/지루함’, ‘어색함/초조함’

인 것과 연관되며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서 사용자의 상태가 ‘할 일이 없

을 때’, ‘할 일 중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다.

과다 사용자의 경우,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사용하여 일상생활

장애가 발생하는 만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

진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과다

사용 상황에 스스로를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할 게 없어서 사용하고 집중 및 몰입할 대상이 있으면 스마트폰

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스트레스 해소의 대체

제 혹은 과업으로부터의 회피/도피 기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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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해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1년부터 사용이 급증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은 그 현상에 비해 연구가 미미하다(김동일 외, 2012). 연구가 사용 급증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는 단 세

편이다(손은하, 2012; 이면재, 고기숙, 2013; 이지현, 2012). 그러나 스마

트폰과 관련한 연구가 초기에 있고, 스마트폰과 관련한 개념보다는 현상

이 만연한 것을 고려할 때에 스마트폰과 관련한 개념들을 탐색적으로 정

리하는 작업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본 연구는 스마트폰과 관

련한 영역을 질적으로 수집하고 영역을 구성하여 스마트폰 현상과 관련

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한 과다 사용 경험에서 연구 참

여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혹은 사용한 후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

낀다는 것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입

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하여 채팅 및 SNS 콘텐츠

와 게임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 사용자가 다른 정서 경험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재 및 개입 전략,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

한 척도 개발에서 콘텐츠 사용자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만의 독특한 이용 특성을 탐구하였다는 데에

서 의의를 지닌다.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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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게

임과 결합한 이동성은 인터넷 게임과 다른 독특한 스마트폰 게임만의 차

별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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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의 한계이다. 표본이 서울 상위권에 재학 중

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잘 기능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

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절력도 여타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군보다 겸

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단 증상이 확연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 금단 증상의 경우, 강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당해야 하는

데 대학생의 경우, 사용 시간을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다 사

용 제지에 따른 분노나 충동성을 덜 느끼는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다 사용자를 남성/여성 비교 혹은 게임 지향적 과다

사용자, 관계 지향적 과다 사용자, 정보 지향적 과다 사용자로 나누어 분

석하고자 하였으나, 표본 수의 한계와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해서도

아직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 사용자를 나누는 기준을 확보

하지 못하여 ‘과다 사용자’를 한 집단으로 묶되, 과다 사용자에게 콘텐츠

사용 경험을 물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혹은 콘텐츠 과

다 사용자로 나누어 특성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와 일반사용자에게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일주일 간 ‘하루 평

균 사용 시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켜는 횟수’, ‘상위 사용 어플’을 확인

하였는데, 이 역시 해당 사용자의 일주일 경험을 확인하였으나 추적 기

간에 따라 사용 편차가 있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과

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긴 시간 조사하여 사용 패턴을 분석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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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축어록 코딩의 예 – 사례J

원자료 코딩
상1 : 어플 다운 받아보셨어요?
J1 : 네. 너무 적나라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이
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는데…(웃음)

J-1-1얼마나 사용
하는지 인식하지 못
함

상2 : 얼마 정도
J2 : 11시간, 12시간 나오더라고요.

J-2-1오랜 시간 사
용함

상3 :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유로 좀 켜시는 거 같으
세요?
 J3 :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웃음)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그 때가 19살 이었는데 그 때는 막 집착
하지 않았거든요. 입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
데 그러고 나서 한 동안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가 SNS를 다 끊었거든요. 안 하니까 좀 덜 보게 됐어
요. 근데 그러다가 게임에 빠지게 되고… 캔디 크러쉬
라는 게임이… 근데 제가 게임을 되게 못 해요. 단순한 
게임을 찾다가 그런 게 어느 순간… 단순하잖아요. 근
데 그걸 하다가 제가 또 비주얼 적인 면에 빠지는데 
겨울 왕국 게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엄청. 그래픽이 
근데 그게 하트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에는 친구들한테 보내다가 나중에 하다 하다 시간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되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그만해야지 하다가 옛날에 잠깐 했던 게임인데 
푸룻 닌자라고 과일 이거 하는 거… 요즘은 계속 그거
를 하고 있어서 계속 깨야 하니까 신기록 세우고 해야 
하니까 옛날에는 개구리 죽이기도 많이 했거든요. 머
리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이 옆에 있으니
까 계속 만지고는 싶은데 페북을 안 하니까 할 게 없
는 거예요.

J-3-1이유 없이 습
관적으로 사용함
J-3-2입시에 집중
할 때에는 스마트폰
을 사용하지 않았음
J-3-3게임의 단순
함에 끌림
J-3-4게임의 비쥬
얼에 끌림
J-3-5게임을 계속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함
J-3-6스마트폰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
낌
J-3-7게임을 하면
서 기록 갱신을 하
고자 함
J-3-8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됨
J-3-9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계속 
만지고 싶음

상4 : 혹시 할 일이 있는 데도
J4 : 시험 기간에… 다른 건 다 재미있거든요. (웃음) 
다 그런 식인 거 같아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뭘 터뜨리고 죽이고 
하는데 즐거워서 막 팡팡 터지잖아요. 그럼 시원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게임을…

J-4-1시험기간에 
재미있어서 스마트
폰을 사용함
J-4-2스마트폰 게
임을 하면 스트레스
가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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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차분석의 예

영역 3.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인식할 

때

스마트폰이 꺼지면 불안할 때 - 불안감

  A. 당장 연락을 받아야 하니까 빨리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 

초조함.

  B. 스마트폰이 없으니 불안함.

  C. 배터리가 나가면 빨리 충전을 해서 연락을 받아야함.

  D. 사용하지 못하면 화가 남.

  E. 주변 사람이랑 연락을 못해 불안함.

  F.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불안함.

  I. 무료한 시간에 핸드폰이 없으면 화가 남.

  J.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면 불안해서 편의점으로 뛰어감.

  M. 휴대폰이 아는 곳에 없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남.

배터리가 여러 번 방전될 때 - 놀라움

  A. 충전해온 스마트폰 배터리가 일찍 나감.

  D. 스마트폰을 3개월 만에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 교체함.

  E.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감당을 못해 어플을 지움.

  F. 하루 배터리를 3~4개 씀.

  J. 아이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휴대전화를 바꿈.

  K. 스마트폰을 많이 써서 놀람.

  M. 탈착식이 아니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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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스마트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닮음.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 부끄러움

  A. 논문 전날 스마트폰을 사용함.

  B.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용함.

  C.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을 아는 데

도 잠을 안 자게 됨./배터리가 다 됐는데도 꺼내봄.

  D.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해야할 일을 미룸./진동으로 두고도 내 걸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엶.

  F. 시험공부를 해야할 때 페이스북을 함.

  G. 자기 전에 조금만 하려고 했으나 두 시간을 함./눈을 감고 퍼즐을 

맞춤.

  I. 가족들이랑 있는 데도 계속 봄.

  J. 시험 기간에 스마트폰 게임을 함.

  K. 스마트폰을 하다가 학교를 안 감./세미나 시간에도 스마트폰 게임 

생각을 함.

  L.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함.

  M. 스마트폰을 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함./비행기 모드로 두고 계

속 꺼내봄.

  N. 공부하려고 앉으면 스마트폰을 계속 봄.

  P. 시험 공부를 해야할 때도 스마트폰을 함./수업 시간에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춤.

  O. 잠을 자야 되는데 게임을 하다가 새벽 4시에 잠./눈을 감아도 모두

의 마블 주사위가 굴러가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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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use and emotional experience

of smartphone overuser

Lee, Seulki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martphone

overuser’s use pattern and emotional experience. For this, in-depth

interviews with 16 participants who were smartphone overusers, and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ere carried out.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smartphone overusers ‘generally’ use smartphone obsessively

and habitually. It is suggested that dealing with the physchological

mechanism is important to intervene smartphone over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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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re is some difference in smartphone overuser’s emotional

experience between game contents and communication contents,

‘impulsive use’ for game applications and ‘obsessive use’ for

communication applic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classify

smartphone overusers into certain types to support targeted

interventions and scale development.

Third, smartphone overusers ‘typically’ experience difficulty in daily

life. Thus, their difficulty or conflict can be an indicator of

smartphone overuse.

Finally, smartphone overusers ‘typically’ reported ‘fine’ without

using smartphone when they are concentrating something. They only

use smartphone for alternative solution.

This study provides exploratory concepts about smartphone

overuse, searches them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and suggests

that intervention can be on the basis of smartphone overuser’s

negative emotions such as regret and guilt during and after use.

keywords : smart-phone, smart-phone overuse, smart-phone

overus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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