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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최근 등장한 스마트폰은 출시된 지 단시간 만에 기기의 휴 성과 확

장성,그리고 즉시성을 기반으로 하여 폭발 인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가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과 동시에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

들이 스마트폰을 생활에 필수품으로 생각함을 넘어 그 매체와 정서 으

로 상당히 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상용화

시기가 짧은 스마트폰의 경우,스마트폰 독과 련된 상들은 나타나

고 있으나(황주성,이재 ,이나경,2011)아직 스마트폰 독에 한 개

념화에 한 련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독으

로 규정 내리기에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그러나 여 히 ‘스마트폰’의

독 사용이 독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강주연,2012;박

용민,2012),이는 스마트폰의 역기능 사용 독과 련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그 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스마트폰의 가장 주된 기능이자 특징임을 감안하여 기존연구에

서 인터넷 독과 련하여 독문제와 상 이 높다고 밝 진 네 가지의

변인인 우울,불안,충동성,공격성을 심으로 ·고등학생들의 스마트

폰 독경향성과 정신건강 문제가 어떤 계가 있으며,어떻게 언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64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인터넷 독과 높은 상 을 보인 우울,불안,충동,공격성을

심으로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정신건강 련 각 변인이 어떤 상 을

가지는지 상 분석을 통해 탐색하여 보았다. 한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

여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정신건강문제에 미치는 향이 어떠하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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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다.첫째,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독 문제와 상 이 높은 것으로 밝 진 정신건강 문제

인 우울,불안,충동,공격성이 스마트폰 독경향성 문제에 있어서도 유

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둘째,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

경향성의 수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수 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문제 즉,우울,불안,충동,공

격성이 모두 증가함을 보 다.이는 성별에 계없이 고등학생의 스마

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셋째,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이 불안에 미치는 향이 여학생

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

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할수록 불안이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아직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긴 시간이 흐

르지 않은 시 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련된 개념을 탐색하고 추출할 수 있는 기 인 차

원의 질 연구와 변인 연구들이 충분히 축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보 된 지 불과 2-3년이 되지 않았고,이

는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이 정신건강 문제에 치명 인 향을 주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일 수 있다.따라서 추후 연구들에서 지속 으로 스마트

폰을 포함한 스마트 미디어의 독경향성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향에 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연구 결과가 타당한지 검증 할 필요가 있

다.셋째,스마트폰이 가진 다양한 컨텐츠에 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

하 다.선행 연구에서 SNS등에 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들이 존재

하는데,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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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나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스마트폰,스마트폰 독 경향성,정신건강, ·고등학생,청

소년,다집단분석

학번:2011-214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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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이후에 속하게 진행된 정보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기기의 개발 발 을 가능 하 다(김 근,태지호,2010;김동

일 외,2012;신호경,이민석,김흥국,2011).이러한 발달은 ‘디지털문명’

이라 일컬을 만큼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내었다

(김재수,2002).특히,인터넷이라는 세계를 아우르는 거 한 정보망은

생활에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김 근,태지호.2010;김동일 외,2012).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발달은 재 ‘스마트폰(smartphone)'에

까지 이른 상태이다.스마트폰이란 기존의 휴 화 기능에 컴퓨터처럼

사용자 심의 운 체제(OS,OperatingSystem)를 탑재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장 으로 이용 가능 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

어를 말한다(김 근,태지호,2010;박용민,2011;방송통신 원회,2012;

신호경,이민석,김흥국,2011;황하성,손승혜,최윤정,2011).스마트폰은

출시된 지 단시간 만에 기기의 휴 성과 확장성,그리고 즉시성을 기반

으로 하여 폭발 인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2012년 11월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는 10억 명을 넘었고(연합뉴스,2012.10.17.),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1월 애 사(社)의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80만 명 정도 으나 2011년 10월에 2천만 명을 돌 하 고,2012년 8월

에는 3천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

통신 원회,2012;연합통신,2012.8.21.).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가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과 동시에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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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일례로,최근 스탠포드 학(2010)

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를 상으로 스마트폰 독 련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그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5% 이상이 아이폰을 지닌 채로 잠

이 들고,69%의 응답자는 집을 나설 때 아이폰을 지갑보다 더 신경써서

챙긴다고 보고 하 다(미주한국일보,2011).이러한 결과는 많은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생활에 필수품으로 생각함을 넘어 그 매체와

정서 으로 상당히 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스마트폰에

‘완 히 독되었다’나 ‘독되었다’고 보고한 응답자가 4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의 강의실 뒷자리에서 스마트

폰에 몰두하는 모습이나 시험기간에도 스마트폰을 에 두고 습 으로

확인하는 모습 등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이지 ,2011).이러한 상

역시 언제 어디서나 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학

생들의 학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방송

통신 원회(2012)가 만 12세에서 59세까지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그 67.4%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

을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하 고,34.2%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는 찾지

못해서)불안함을 느낀 이 있다’고 응답하 다.이러한 스마트폰 사용

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기능 인 상은 휴 화가 없으면 불안해 견디

지 못하는 ‘노모포비아(NoMobile-PhonePhobia)'라는 신조어의 출

시킬 만큼 한 것이며,이는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한 염려를 반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독(addiction)이라는 단어는 물질사용에 있어

통제력이 손상된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 왔으나(김교헌,2007;

Potenza,2006;Maddux& Desmond,2000),최근 독 본래의 의미로

비물질 련 장애를 포함하여 의미가 차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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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olden,2001;Potenza,2006;Shaffer,1999).이와 같이 통합 인

에서의 독은 여러 다양한 범주의 역기능 행동을 포 하는 개념으

로 확장되면서 TV 독(Winn,1983),비디오 게임 독(Keepers,1990),

인터넷 독(이형 ,2005b;Goldberg,1995;Young,1996),그리고 휴

화 독(박웅기,2003;양심 ,박 선,2005b; 한주리,허경호,2004)

등의 디지털 매체의 사용과 련하여 독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Bowen과 Firestone(2011)은 ‘자 미디어의 병리 사용(PUEM:

PathologicalUseofElectronicMedia)'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매체의 병리 인 사용을 통합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독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역들이 독에 포함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에서 언 된 행 독의 역들이 독으로 정의될 수

있을지에 한 련 연구가 부족하며,여 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존재

하는 상태이다(송명 ,권정혜,2000;이계원,2001;Griffiths,1999).특

히,인터넷 독은 많은 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여

히 학술 명칭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

다.최 로 인터넷 독장애(InternetAddictionDisorder)라는 용어를 언

한 Goldberg(1996)는 나 에 ‘병리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Use)’라는 좀 더 포 인 개념을 사용했으며,Young(1996)은

‘인터넷 독(Internetaddiction)’이라 하 다.그 외에도 ‘인터넷 독경

향성’,‘인터넷 행동 의존(Internetbehaviordependence;Alex,& Jeffrey,

2001)’,‘인터넷 증후군(InternetSyndrome)’,‘웨바홀리즘(Webaholism)’

인터넷 남용(InternetAbuse),‘컴퓨터 독(ComputerAddiction)’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이는 인터넷 독에 한 논의가 여

히 진행 에 있다는 것(채규만,박 규,2001;Davis,2001)을 의미하며,

2013년에 출간 정인 DSM-V에서도 ‘인터넷 사용 장애(Internet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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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라는 용어로 제안되었으나,추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분

야(RecommendedforFurtherStudy)로 분류되었다(APA,2012).많은

부분 DSM-IV-TR(APA,2000)의 물질 독의 특성과 인터넷 독의 특

성에 기 하여 개념화 되어온 휴 화의 경우(장혜진,2002;Suler,

1996)도 마찬가지로 독에 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독,애착,의존, 독 이용, 독경향성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고성자,2011;천 진,2008).

스마트폰의 주된 이용용도이자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게임,

휴 화 등과 정신건강의 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승민 외,

2005).첫 번째 흐름으로는 개인의 인터넷 독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와

의 상 계를 밝힌 연구이고,두 번째는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즉,어떠한 변인이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이다.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터넷 독이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어떠한 향

을 가져다주는가의 문제이다(박승민 외,2005).인터넷 독과 정신건강

간의 상 을 보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그보다 극 인 방법

으로 변인들 간의 계를 밝히려 한 연구들 에 인터넷 독이 정신건

강의 문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가 정신건강 문제를 인터넷 독

의 원인으로써 그 변인들을 탐색하고 규명한 연구에 비해 상 으로 많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 양상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우선

인터넷 독과 련하여 정신건강을 비롯한 인터넷 독과 련된 변인

과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보다는 인터넷 독의 상자체를 규명한 논

문들이 많이 존재하며,정신건강과 독의 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았을

때 인터넷 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한 연구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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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지만,우울이나 불안,충동과 같은 문제들은 인터넷 독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행동과도 계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유의미한 계

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의 모형은

독의 증상을 더 잘 설명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박승민 외(200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인터넷 독과 정신건

강과의 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명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그러나

인터넷 독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로만 규정짓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정신건강 문제 외에도 래문화,가정환경,학업 스트 스 등

과 같은 사회환경 요인,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매력 이고 다양한

컨탠츠를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련 요인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하며,많은 연구자들이 개인 ,사회 ,인터넷 련

변인들 간의 복합 인 작용으로 인터넷 독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기 때

문이다(박성길,2003;고 삼,2012).일례로 우울이 높은 청소년이라고

모두 인터넷에 독되지는 않는다.이는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은 다른

문제행동과도 련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독과의 유의미한 계를 설

명하기 힘들며,인터넷 독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

을 뜻한다. 한 최근 인지신경과학과 련된 연구들이 인터넷 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언 하고 있다.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인터넷 독이 뇌의 구조나 신경 달물질 등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aifengetal.,2012;Montagetal.,2012;KaiYuanet

al.,2011;Kim etal.,2011;Ko,2009;Fowler,2007). 한 Kraut와 동

료들(1998)은 2년여에 걸쳐 인터넷 이용자들이 행동에 한 추 연구를

실시한 결과,인터넷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국내의

연구들도 인터넷 독으로 인해 불안정,충동성,우울 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권구 ,이혜자,2002;이 분,2003;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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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규석,1999).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인터넷 독이 정신건

강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인터넷 독이 정신건강문제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성 가정 하

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터넷 독과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들의 련성에 한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그 우울(김미 ,2003;김윤희,2006;송은주,2006;장연

정,2007;Krautetal.,1998;Young,1998),불안(소 하,2008;송은주,

2006),충동(Young,1999;한정선,김세 ,2006;이진 ,2002;이 환,

2004;진선애 외,2006),공격성(윤 민,박성연,2005)의 변인이 가장 많

이 정신건강 련 변인으로써 연구되어졌다.인터넷 사용이 충동 조 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Mitchell,2000;Shapiraetal.,2000;Treueret

al.,2001),컴퓨터 게임 독이 등학생의 충동성과 공격성에 향을 미

친다(권윤희,김정남,2004)는 연구결과가 존재하 다.

최근 스마트폰 독에 한 연구도 마찬가지로,사용자의 정신건강

문제 간의 유의미한 상 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둘 간의

상 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의 결과가 존재하나(강주연,2012;박용민,

2011),스마트폰의 독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그 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을 스마트폰의 가장 주된 기능이자 특징임을 감안하여 기존연구에서 인

터넷 독과 련하여 독문제와 상 이 높다고 밝 진 네 가지의 변인

인 우울,불안,충동성,공격성을 심으로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정신

건강 문제가 어떤 계가 있으며,어떻게 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청소년 집단인 고등학생의 경우 발달 특성상 격한 신체

,정신 변화를 겪고,정체감의 기를 느끼는 시기며(Erikson,1968),

성인에 비해 자기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 독,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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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등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황상민,2001;정여주,2004;김미숙,

2011). 재 성인들의 스마트폰 이용이나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만(강주연,2012;박용민,

2012;신호경 외,2011;황하성 외,2011)아직 스마트폰의 주 상이 아닌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경향성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 발달상에 있어서 남녀 간의 생물학 인 차이는 청소년들의 성

향,그리고 정신 취약성 등의 차이를 유발한다.이러한 부분을 감안했

을 때,청소년기의 독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어떤 다른

정신건강 문제에 양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한 일

일 것이다.이와 련하여 인터넷 독과 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도 성

별의 차이를 인터넷 독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로 언 하고 있다

(박승민,송수민,2010;나동석,2004). 재 스마트폰 시장이 속도로

커지는 상을 통해 측할 수 있듯이 청소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한

증할 것이다.이러한 들을 감안했을 때,스마트폰의 사용이 고등학

생들에게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보다 구체 인 이해가 필요하며,

스마트폰의 독경향성이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에 한 주의 깊은 심이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이 ·고등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어떻게 향을 미치고,그 향이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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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하여,인터넷 기능으로 인한 개방성과 개인화된 기기라

는 특성을 가진 미디어 기기인 ‘스마트폰’의 특징에 해 면 히 살펴

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등학생들의 사용용도와 특성에

한 양 자료를 제공한다.

한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정신건강의 문제의

련성을 악하고자 한다.스마트폰의 독경향성과 정신건강 문제 간에

유의한 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이는 스마트폰의 독경향성문제가

야기하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인터넷 독과

련성이 높다고 밝 진 우울,불안,충동,공격성의 문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

경향성 문제에 효과 이고 구체 인 처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를 통하여,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독경향성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성별에 따른 향의 차이를 살펴

으로써, 독치료를 설계함에 있어 개별화된 계획과 략을 세울 수

있는 토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 으로,추후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독경향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 재,개입을 계획하는 데에 기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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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문제

에 진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정신건강(우울,불

안,충동,공격성)문제는 유의한 상 이 있는가?

연구가설1.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우울 문제는 유의한 상

이 있다.

연구가설2.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불안 문제는 유의한 상

이 있다.

연구가설3.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충동 문제는 유의한 상

이 있다.

연구가설4.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공격성 문제는 유의한

상 이 있다.

연구문제2.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

치는 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가?

연구가설1.스마트폰 사용이 불안에 미치는 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1.스마트폰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향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1.스마트폰 사용이 충동에 미치는 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2.스마트폰 사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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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미디어 독

독(addiction)이라는 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addicere라는

단어로부터 기원한다.addicere라는 단어는 “~에 사로잡히다”,“~의 노

가 되다”라는 의미로 물질 독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고 다

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독 상에 해서 사용된 단어 다.그

러나 최근 독이라는 용어가 병리 이고 진단 인 의미를 띄게 됨에 따

라 독(addiction)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 통제력이 손실된 상태를 나타

내는데 사용되었다(Potenza,2006;Maddux& Desmond,2000;김교헌,

2007).그러나 최근 독의 개념이 확장되어감에 따라 비물질 련 장애

를 포함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Potenza,2006;Holden,2001;

Shaffer,1999).

이 게 독의 의미가 확장되어져 감에 따라 여러 학자들은 독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 다.Orford(2001)는 과도한 물질사용이나

행동이 개인의 삶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언 하 다.그는 물질과

련된 독 상뿐만 아니라 도박,성,운동,쇼핑,인터넷 등 역시 독

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Shaffer(1999)는 독의 핵심 요

소로써 행동 갈망,통제 상실,부정 결과를 인식하지만 계속 행동하

는 것을 꼽았다. 한 독 상을 기 으로 독 상을 설명하려는 시

도가 있는데 가장 표 인 것이 미국정신의학회의 DSM-IV-TR(APA,

2000)을 들 수 있다.DSM-IV-TR(APA,2000)에서는 독을 물질에

한 독과 행동 독으로 나 는데, 물질 독은 ‘물질 련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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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related disorder)’ ‘물질 련 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에는 ’물질사용 장애(substanceusedisorder)'와 ‘물질로 유발

된 장애(substance-induceddisorder)'의 범주가 있다.물질 련 장애의

하 범주에는 ’물질의존(substancedependence)'과 ‘물질남용(substance

abuse)'이 속하며,물질로 유발된 장애의 하 범주에는 ’물질 독

(substanceintoxication)'과 ‘물질 단(substancewithdrawal)'이 속한다.

이런 물질 독의 분류체계가 독의 여러 상 물질들(니코틴,알코올,

코카인,아편류 등)에 걸쳐 공통되게 용된다는 에서,DSM-IV-TR은

다양한 물질 독 장애들 사이의 공통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SM-IV-TR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 독에 한 내용은 상당히 제한

이다.‘충동조 장애(impulse-controldisorder)'의 하 범주에 속해 있

는 ’병 도박(pathologicalgambling)'이나 ‘병 도벽(kleptomania)''

병 방화(pyromania)'발모 (trichotillomania)' ’간헐성 폭발성 장애

(intermittentexplosivedisorder)'등은 행동 독과 련성이 높은 장애

에 해당한다.DSM-V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병 피부뜯

기(pathologicalskim picking),강박 구매(compulsivebuying),강방

성행동(compulsivesexualbehavior),인터넷 독(internetaddiction),자

기 손상 행동(self-infuriousbehavior),폭식장애(bingeeatingdisorder)

등을 충동조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Grant,2008).김교헌(2007)은 물질 독과 행동 독을 나 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며, 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의존’ 신 ‘독’을 쓰

자고 주장한다. 한 물질 독이나 행동 독은 모두 궁극 으로는 특정

행 로 래되는 욕구 충족의 효과를 소비하는 양상이며,마약이나 알코

올 혹은 니코틴의 사용을 통해 얻는 욕구의 충족과 인터넷 게임이나 소

비 혹은 성 행 를 통해 얻는 욕구의 충족은 유사한 심리 구조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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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 우리는 욕구충족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한 상을

심으로 편의 인 구분을 해서 물질 독과 행동 독을 나 것이다(김교

헌,2007).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합 인 에서의 독은 여러 다양한 범주

의 역기능 행동을 포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TV 독(Winn,

1983),비디오 게임 독(Keepers,1990),인터넷 독(이형 ,2005b;

Goldberg,1995;Young,1996),그리고 휴 화 독(박웅기,2003;양심

,박 선,2005b; 한주리,허경호,2004)등의 디지털 매체의 사용과

련하여 독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Bowen과 Firestone(2011)

은 다양한 매체들에의 독이라 할 수 있는 ‘자 미디어의 병리 사용

(PUEM:PathologicalUseofElectronicMedia)'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사용에

해 ‘독’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Griffiths(1999)등은 인터넷 독에 한 논의가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그는 인터넷 자체로는 독 유발하지 않으며,일상생활 는

생활세계의 1차 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차 인 결과로 설명한다.

한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 독을 이 의 라디오나 TV가 처음 등장했

을 때처럼 일시 으로 주목받는 사회 상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1)인터넷 독

(1)인터넷 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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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이라는 용어는 Goldberg(1996)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

어 졌다. Goldberg(1996)는 ‘’인터넷 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IAD)‘라고 명명하 는데,DSM-IV의 물질 독에 근거하여 정

의하 다.그 후 인터넷을 포 하는 넓은 개념인 ‘병리 컴퓨터 사용

(Pathological Computer Use)’라는 용어로 체하 으며, 돌출행동

(salience), 기분 변화(mood modification), 내성(tolerance), 단

(withdrawal),갈등(conflict),재발(relaps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Young(1996)도 인터넷 독을 정의하 는데,DSM-IV의 병 도박의 진

단기 을 참고하 다.인터넷에 한 강박 사고,내성, 단,의도한 것

이상으로 인터넷을 사용,지속 욕구,인터넷을 제외한 활동에서의 흥미

감소,부정 결과를 인식하지만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인터넷 독의 특

성이라 보았다.Griffiths(1996)는 Goldberg(1996)와 Young(1996)이 제시

한 인터넷 독의 개념을 기반으로 인터넷 독의 핵심 요인을 추출하

는데,집착, 정 감정,내성, 단,일상생활의 지장을 제시하 다.

한 인터넷 독을 검사할 수 있는 20개의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Young,2000).Young(1996)은 인터넷 독을 ‘인터넷 사용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독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이 병리 도박이

나 섭식장애,알코올 독 등 다른 독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학문 ,사

회 ,재정 ,직업 생활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 다.

한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컨탠츠들이 다양한 행동・충동조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사이버섹스 독,사이버교제 독,인

터넷 강박증,정보 독,컴퓨터 독 등을 포 하는 복합 개념으로

악하 다.Alex와 Jeffery(2001)는 ‘인터넷 행동 의존(InternetBehavior

Dependence)’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 는데,이미 가지고 있는 삶

의 불만족감을 보상하기 해 사람들이 인터넷 행동 의존 문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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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 다.

그러나 Suler(1996)는 인터넷 독에 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한다.Goldberg와 Young의 인터넷 독에 한 선구자

업 을 높이 평가하지만 매스컴의 향으로 인해 과장된 인터넷 독,

일시 상으로서의 인터넷 독,그리고 진정한 독자가 ‘인터넷

독’이라는 용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추정된 인터넷 독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김청택 외(2002)는 ‘인터넷 독

경향성’,‘인터넷 증후군’,‘병리 컴퓨터 사용(PathologicalComputer

Use)’,‘인터넷 행동 의존(Internet behavior dependence; Alex,&

Jeffrey, 2001)’,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e)’, ‘웨바홀리즘

(Webaholism)’인터넷 남용(InternetAbuse),‘컴퓨터 독(Computer

Addiction)’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하는 것을 볼 때,아직까지 인터

넷 독을 하나의 장애로 보는 것에 한 논란이 존재한다고 하 다.

재까지 인터넷 독과 련된 합의된 정의,개념,이론,혹은 모형

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인터넷을 통해 인간이 실에서 만족할 수 없

는 욕구나 소망을 충족한다는 것에 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King,1996;Young,1997).이러한 욕구나 소망의 충족으로 인해 인터넷

에 빠진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의 통제력을 상실하며,같은 시간을 이용

하여도 만족감이 하되는 내성의 문제,인터넷 사용을 단했을 때

조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단 상,그리고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 반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사례 등이 공통 으로 보고되고

있다(Brenner,1997;Egger& Rauterberg,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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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 독 모형

인터넷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인간의 삶에

매우 하게 련하고 있으며 향을 주고 있기에 인터넷 독 상에

해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인터넷 독의 단편 인

결과만이 존재할 뿐,통합 인 시각에서 인터넷 독 상을 바라보려는

시도는 부족한 편이다.따라서 인터넷 독 모형, 독 일반에 해 제시

한 모형 등을 살펴 으로써 독에 한 다양한 을 이해하고자 하

며,나아가 인터넷 독에 한 보다 통합 이고 종합 이해를 도모하

고자 한다(박성길,2003).

① 독 상을 설명하는 심리 모형

독은 발생 과정과 특징,그리고 독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등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악하기 해서 제시된 모형들은 다

음과 같다.

가.Orford의 SBCM모형

Orford(2001)는 그의 서 ‘과도한 탐닉(ExcessiveAppetites)’에서

독을 어떤 상이나 행동에 한 강한 애착(attachment)이 발달하여,

독 상에게 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그 비용이 활동을 통한 이익

을 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단하지 못하는 경우로 규정하 다. 한 그

는 독의 발달과 포기 과정을 종합 으로 설명하는 ‘사회-행동-인지-도

덕 모형(Social-Behavior-Cognitive-MoralModel:SBCM 모형)을 제안

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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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도한 탐닉  (Orford, 2001)

Orford(2001)가 제안한 SBCM 모형은 심리 ,사회 ,도덕 맥락

안에서 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되어 가는지 설명한다.심리 측면

은 인지,정서와 행동을 포함하며,사회 맥락과 도덕 맥락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사회 도덕 맥락이 독 과정에 있어서 향을 주는

것으로 보나, 으로는 개인의 심리 수 에서 독의 과정이 어떻

게 발달하고 변화하는가를 심으로 한다는 에서 심리 모형이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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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교헌,2002).Orford(2001)는 개인 향 요인에 생물학 ,생

리 요인이 포함되지만 SBCM 모형의 반 은 생물학 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그는 생물학 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모형에서

기술하고 있는 심리 과정만으로 통제력이 상실되고 탐닉의 상태로 돌

아가는 등의 애착의 발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SBCM모형은 독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질병 모형과 의견을 같이 한다. 독 상이 사회 압력이나 일탈

행동에 한 자기 귀인(self-attribution)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나.Ajzen의 계획된 행동(PlannedBehavior)모형과 김교헌의 안모형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PlannedBehavior)모형은 독 행동과

인과 계에 있는 변인들과의 계와 경로를 밝힘으로써 독을 설명한

다.자신의 행동에 한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상

호작용은 행동에 한 의도를 형성하며,그 게 형성된 ‘행동 의도’가

독 행동을 야기한다. 한 ‘행동 통제력에 한 지각’은 직 으로 향

을 미치기도 한다(Ajzen,1991).모형에서 보면 행동에 직 인 향을

주는 요인은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으려는 의도이다.즉,행동 수행

에 한 개인의 비 상태가 실제 행동에 향을 다는 것이다.이러한

개인의 행동 의도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불 수

있다.첫 번째 요인은 행동에 한 ‘태도’인데,이것은 특정 행동에 한

개인 평가를 의미한다.두 번째 요인은 개인의 ‘주 규범’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압력이다.특정

행동에 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수행한 행동이 정 인 결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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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지에 한 개인의 신념에 따

라 달라진다.주 규범은 주 의 개인이나 집단이 내린 행동에 한

평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그리고 그 개인이나 집단의 기 나 규범에

따르고 싶은지와 같은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그리고 행동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

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쉬운지 혹은 어려운지에 한 신념으로 과거

의 행동 경험과 장애물 극복에 한 자기 능력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

지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교헌,2002).

김교헌(2002)은 Ajzen의 계획된 행동 모형에 ‘습 ’과 ‘기회’요인을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 다.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요인의 의

미를 살펴보면,먼 ‘습 ’이란 특정한 행동을 과거에서부터 반복 으로

수행하여 자동 이고 의례 이 된 행동을 의미하며,‘기회’란 어떤 행동

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물리 공간,시간,행동, 상,자

원 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김교헌(2002)은 Ajzen의 모형에서 행동에

향을 주는 요소인 ‘태도’,‘규범’,그리고 ‘행동 통제력’은 개인의 주

지각이 강조되는 것임에 비해,새롭게 수정된 모형에서 제시한 ‘습 ’과

‘기회’는 객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라 주장한다.따라서 수정된 모형

에서는 개인의 주 지각뿐만 아니라 환경과 과거 행동의 객 인 측

면까지 합하여 더 포 인 차원에서 행동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이 이 모형과의 차이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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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  행동 (Ajzen, 1991)

[그림 3] Ajzen  에 한 헌  안 ( 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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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Orford의 SBCM 모형은 독 행동의 발달 변화의

과정에 한 모형인데 비해,Ajzen과 김교헌의 모형은 독 행동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들 즉,성격 구조,태도,의도,그리고 환경 등에 을

맞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독 행동과 변화에 을 맞춘 모형은

독 성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선을 돕기 한 변화를 시도하

고 설명하는데 쓰일 수 있고,구조에 을 맞춘 모형은 독의 원인을

악하여 방과 련된 연구나 장에 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인터넷 독 상에 한 모형

가.PIU(PathologicalInternetUse)의 인지행동 모형

Davis(2001)는 ‘인터넷의 병리 사용(PathologicalInternatUse)’이

라는 용어를 통하여 ‘인터넷 독’이라는 상을 설명하고자 하 다(그림

4).PIU의 인지행동 모형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Abramson외(1989;Davis,2001에서 재인용)는 증상을 이끄는 원인

고리에서 어떤 것은 증상에 가까운(proximal)쪽에 있고,다른 것들은 먼

(dismal)쪽에 있다고 설명하 다. 를 들어,빠른 심장 박동,땀,입술

의 마름 등을 포함하는 불안증상의 발달을 살펴보았을 때,가까

(proximal)운 쪽에 있는 원인으로는 불안증상과 상 으로 분명한 계

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스트 스 험,두려움을 야기하는 상황

과 같은 것들을 로 들 수 있다.그리고 먼(dismal)쪽에 있는 원인으로

는 수면 부족,심장부정맥,편집증을 일으키는 약물과 같이 불안증상과

직 인 련은 없지만 원인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들 수

있다(Davis,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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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s(2001)는 병리 인터넷 사용을 두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그의

모형을 더 분명하게 하 다.특정한 PIU(SpecificPIU)는 인터넷의 특정

한 이용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을 언 한다.특정 병리 사용은 음란

물,경매,주식,도박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병리 특징은 인터넷의 특정 컨탠츠 사용과 련이 높으며,인

터넷이 없는 다른 상황에서도 병리 행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특

정 PIU는 인터넷의 한 역에서만 문제 사용을 보이며,다른 부분들에

서는 의존 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일반 인 PIU는 인터넷을 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사용자를 의미한다.일반 PIU(General

PIU)를 가진 사람은 특정한 목 없이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낭비한다.

과도하게 채 을 하거나,쪽지를 주고받는 것,온라인 게임,그리고 이메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이러한 일반 인 장애는

인터넷의 사회 인 측면과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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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IU  지행동 (Davis, 2001)

Davis(2001)는 병리 인터넷 사용은 개인의 부 응 인지의 결과

라는 가정 하에 모형을 구성하 다.부 응 인지는 기능 이지 못한

반응을 강화하거나 지속하도록 돕는 행동과 짝을 이룬다.이러한 인지들

은 가깝고도 충분한 원인(proximalsufficientcause)이 되며,PIU 련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부 응 인지는 크게 두 가지의

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첫째는 자신에 한 생각들이며,둘째는 세

상에 한 생각들이다.자신에 한 부 응 인지는 자신을 부정 으로

바라보고, 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정 인 반응을

얻기 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둘째,세상에 한 부 응 인지는 특정

사건을 일반 경향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를 들

어,“인터넷만이 나를 인정해 유일한 장소야”,“ 실 세상에서는 아무

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등과 같은 것이다.이러한 왜곡된 사고는 개



-23-

인의 인터넷 의존을 강화시키며,인터넷과 련된 자극이 있을 때마다

자동 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인터넷 독의 인지행동 설명모델

인터넷에 한 왜곡된 신념이나 사고는 잘못된 인터넷 문제 행동을

지속시키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이러한 인터넷에 한 역기능 사

고에 한 구체 인 평가는 인지행동 모델을 통해 설명되어 질 수 있는

데,이와 련하여 이형 (2006a)는 인터넷 독을 순환 인 인지행동

모형을 통해 설명하 다.먼 상황자극이란 인터넷 독을 유발할 가능

성이 있는 험한 상황을 말한다.여기에는 내 자극과 외 자극이 있

을 수 있으며,내 자극은 정서 불안,스트 스,자신감의 하 등이

있을 수 있고,외 자극은 성 하,부모의 무 심, 인 계에서의

갈등 등이 있을 수 있다.이러한 상황 인 자극이 발생하면 개인이 가진

인터넷에 한 핵심 신념이 발동하게 된다.특히 자신에 한 부정 인

신념이 야기되며,이 게 활성화된 부정 인 신념이 반복됨으로 인해 그

러한 생각들이 자동 으로 떠오르는 자동 사고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나는 노력을 해봤자 소용 없다’등과 같은 생각이 로

들게 된다.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인터넷에 한 강한 갈망과 욕구를 행

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독 상이 발생한다.인터넷 사용에 한 갈망

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 합리화하여 지속 으로 인터넷에

빠져 들게 되며,그 후에는 자동 으로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어

인터넷 독 순환이 반복되게 된다(이형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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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넷 독  지행동   (한 보문 진 원, 2002)

2)휴 화 독

휴 화 독도 인터넷 독과 마찬가지로 아직 학자들 사이에 합

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Griffith(1999)는 휴 화는 많은 시간 소

지하고 있으며,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의존 행동이나

내성이 생겨나 사용량이 증가하고,휴 화가 없을 때 불안하거나 조

함을 느끼는 강박경향, 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야기되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하 다. 한 Goldberg(1996)이 제안

한 인터넷 독 진단을 기 로 하여 장혜진(2002)은 휴 화 독을 아

래와 같이 정의하 다.첫째,휴 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울, 조함,

답답함과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의존 증상의 일환이며,심리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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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휴 화를 습 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둘째,내

성은 휴 화를 이 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증상

이다.셋째,휴 화 사용의 단 혹은 감소 시, 조하거나 불안한 감

정을 느끼게 된다.넷째, 단증상은 휴 화에 한 강박 사고를 가

지거나,휴 화가 없을 때 신체·정서 으로 몹시 힘들어하거나 조해

하는 증상을 의미한다.양심 과 박선 (2005)역시 휴 화 독을 빠

른 정보가 요시 되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사회에서 사회 구

성원들이 휴 화 사용에 한 통제력을 잃게 되어 개인의 일상생활이

나 기능수행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라 보았다.박웅기(2003)는

기존 DSM-IV 척도를 바탕으로 텔 비 독 척도를 구성한

Horvath(1999)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 사용,이용축소,문제의

식,내성 등의 증상요인을 심으로 휴 화 독 척도를 구성하 다.

휴 화 독도 인터넷 독과 마찬가지로 독의 정의에 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박웅기,2003;우형진,2007),임상 증거들이

존재하며 지나친 매체 사용 시 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Griffith,

1998;Takahashi,Kitamuram,2009)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 독과 정신건강과의 계

사 에 따르면 ‘정신’이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단하는 능력,

는 그런 작용’이라고 되어있다(표 국어 사 ,2012.11.30).이는 사

람의 순수한 뇌 기능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정서상태와 다른

사람과의 계,사회 문화 맥락 내에서 형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일반 인 자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이혜진,2001).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은 완 한 육체 ,정신 ,사회 안녕의 상태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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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WHO,2012),이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의 균형이 외

부 환경에 합한 사회 기능을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혜진(2001)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자기 능력을 최 한 발휘하고

환경에 한 응력을 가지며 자신에 해 실 인 단을 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성실히 심을 가질 수 있으며,인간 계에서 상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성취 추구에 있어 지속 이며 인내심이 있고 능동

이며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 다.반면에 정신이 건강하지 못

한 사람은 심리 인 불편이나 고통을 경험하고 실을 왜곡하며 사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사회 규범에 어 나는 이탈 행동을 하는 사

람이라고 하 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 ,인지 ,정서 으로 갑작스런 변화를 맞는

시기이다.이러한 과도기 시기에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역할 혼미의 복

잡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서 으로 민하여진다.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발달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신체 변화의 발달 요구,부정

정서 반응,변화하는 사회에 한 응 부담감 등은 청소년을 그들의

심리 ,신체 ,정신 건강문제에 쉽게 노출시키게 된다(조아미,2000).

인터넷과 휴 화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정신건

강과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독 사용

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불안,우울,공격성,충동성이 높은 상 을 가

진다고 보고하 다(강주연,2012;박용민,2011;한정선,김세 ,2006;이

소 ,2000;이진 ,2002;이 환,2004;진선애 외,2006;소 하,2008;

송은주,2006;윤 민,박성연,2005;장성화,조경덕,2010;송은주,2006;

박순천,백경임,2004;곽민주,2004;Young,1999).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폰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독 상과

높은 련성을 보인 우울,불안,충동,공격성 4가지 요인이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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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경향성과 어떤 련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인터넷 독과 정신건강

스마트폰의 주된 특성이라 여겨질 수 있는 인터넷 독과 정신건강

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독과 정신건강 문제 변인과의 상 을 살펴본 유형이

고,두 번째는 인터넷 독에 선행하는,즉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 유형이다.마지막 유형은 두 번째 유형과는 반 로 인

터넷 독의 향을 받는 변인에 한 연구로서,인터넷에 독 으로

몰입한 결과 어떤 부작용이나 심리내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한 연구

이다(박승민 외,2005).

첫 번째 유형인 인터넷 독과 련된 변인을 밝힌 연구이다.장연

정(2007)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집단’은 신체화,강박증, 인 민성,

우울,불안, 감,공포불안,편집증,정신증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상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수 ’과 신

체화,강박증, 인 민증,우울,불안, 감,공포불안,정신증 등의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김미 ,2003).인터넷 독이 정신

건강 요소 우울과 상 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김미 ,2003;김윤

희,2006;윤재희,1998;장연정,2007;Krautetal.,1998;Young,1998),

불안(소 하,2008;송은주,2006),충동성과 련성을 밝힌 연구(이 환,

2004;이진 ,2002; 진선애 외,2006;한정선,김세 ,2006;Young,

1998),공격성(윤 민,박성연,2005), 감(송은주,2006),외로움과

련성을 밝힌 연구(임효정,2000)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인터넷 독을 야기하는 변인들을 조사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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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심미정,오효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우울증상이 악화될수록

인터넷 독이 심해질 것이라 보고하 다. 한 한기홍,최은구,안권순

(2006)은 학생들의 인터넷 독과 충동성,학교생활 응 간의 계를

살펴보았는데,충동성이 인터넷 독을 가장 잘 설병하는 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유정(2002)은 우울,충동성,공격성,자기개념 불

일치가 인터넷 게임 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게임 독집단은 비 독집단보다 더 우울하고 공격 인 것

으로 나타났고,우울과 공격성이 인터넷 게임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우울(권수경,장은 ,2010;김종운,2008;서문

,2005),불안(김종운,2008;하정,2010;홍재 외,2003)등이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Davis(2001)는 자신이 고안한 인지행동 모델을 통해 병리 인터

넷 사용을 체계 으로 설명하 는데,낮은 자존감이나 불안,우울,혹은

물질의존과 같은 부 응 인지를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게 되었

을 경우,기존의 정신병리와 온라인 활동간 연합이 형성되고,이러한 연

합들이 다시 병리 인 인터넷 사용의 행동 인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주

장하 다.한편,채규만 외(2001)는 인터넷 독에 빠지는 개인의 성격특

성을 우울증,충동성,사회불안,자극추구성향,강박성,낮은 문제해결능

력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독이 심리내 문제,혹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는 이다.이형 (2005b)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독 행동과 련된

심리 변인에 한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인터넷에 한 정 인식,

충동성,외로움의 변인이 련된다고 주장하 다.즉, 독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고,인터넷 사용에 해 정 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충동성이 높고,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타나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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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rzack(1999)는 인터넷 독이 기존의 통 인 정신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하는데,우울증이나 사회기피증,통제력 상실,

는 집 력 상실등이 표 인 라고 언 하 다.그 외에도 과도한 인

터넷 사용에 의한 내성(안정임,김동규,2000),자아정체감(성숙향,2004)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된다고 보고하 다.

최근 인지신경과학과 련된 연구들이 인터넷 독이 정신건강에 미

치는 향에 해 언 하고 있다.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인터넷 독

이 뇌의 구조나 신경 달물질 등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aifengetal.,2012;Montagetal,2012;KaiYuanetal,2011;

Kim etal.,2011;Ko,2009;Fowler,2007). 한 Kraut와 동료들(1998)

은 2년여에 걸쳐 인터넷 이용자들이 행동에 한 추 연구를 실시한 결

과,인터넷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국내의 연구들도

인터넷 독으로 인해 불안정,충동성,우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권구 ,이혜자,2002;이 분,2000;황상민,한규석,

1999).

에서 살펴보았듯이,인터넷 독과 정신건강 문제는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꾸 히 연구되어 왔으나 독과 정신건강 문제의 방향성에

해서는 여 히 논란이 존재한다.

에서 제시한 인터넷 독과 정신건강 간의 상 계만을

제시한 연구는 독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자들에게 도움을 실제

인 안책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두 번째로 제시된 인터넷 독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로만 규정짓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

을 수 있다.인터넷 독의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 외에도 래문화,가정

환경,학업 스트 스 등과 같은 사회환경 요인,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매력 이고 다양한 컨탠츠를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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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련 요인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하며,많은 연구자들이 개인

,사회 ,인터넷 련 변인들 간의 복합 인 작용으로 인터넷 독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박성길,2003;박상규 외;2009;고 삼,2012).일

례로 우울이 높은 청소년이라고 모두 인터넷에 독되지는 않는다.이는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은 다른 문제행동과도 련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독과의 유의미한 계를 설명하기 힘들며,인터넷 독의 원인을 충분

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인터넷 독이 정신건강 문제에 향을 다는

것 역시 제한 이 존재한다.정신건강의 문제를 이미 가진 개인이 인터

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면서 독 상이 유발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최

근 인지신경과학과 련된 연구들이 인터넷 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언 하고 있다.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인터넷 독이 뇌

의 구조나 신경 달물질 등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Haifengetal.,2012;Montagetal,2012;KaiYuanetal,2011;Kim

etal.,2011;Ko,2009;Fowler,2007). 한 Kraut와 동료들(1998)은 2년

여에 걸쳐 인터넷 이용자들이 행동에 한 추 연구를 실시한 결과,인

터넷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국내의 연구들도 인터

넷 독으로 인해 불안정,충동성,우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권구 ,이혜자,2002;이 분,2000;황상민,한규석,

1999).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인터넷 독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

넷 독이 정신건강문제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성 가정 하에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요인은 선행연구들을 토 로 하여

인터넷 독과 련성이 높은 네 가지 정신건강 변인인 불안,우울,충

동,공격성을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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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안

인터넷 독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사회 회피 불안 수 이

높고,외부의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래 계에서 축감과 소외감

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명수,오은 ,조선미,홍만제,문

재석,2001). 한 인터넷 독이 아동들로 하여 우울과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 졌다(윤재희,1998;임효정,

1999;Young& Rodgers,1998).권선 외(2005)는 장시간 인터넷을 사

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언 하 다.그는 인터넷 상

에서의 가상의 자기와 실에서 실제 자기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불안이

증가하며,이 게 증가한 불안은 불면증,소화장애와 같은 신체 인 증상

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이에 더하여 임성문과 조은실(2005)은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가상세계에서 인 계 이 더 빈번해졌고 이

로 인해 실에서의 인 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불안을 경험한다

고 주장했다.반면에 불안이 인터넷 독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김수정 외(2007)와 권수경과 장은 (2010)은 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의

불안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성향이 높다고 보고하 다.불안 수 이

높을 때 청소년의 인터넷 독 성향이 증가하 고(Shepherd &

Eddmann,2005),불안이 높은 경우 인터넷을 과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 수 외,2004;이석범 외,2001).

(2)우울

인터넷 독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비 독 집

단보다 독 집단의 우울수 이 높았으며(김종범,1999).조춘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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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는 인터넷 독에 문제해결 능력과 우울이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결과,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이 우울을 조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

았으며,우울이 직 으로 인터넷 독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Kraut와 동료들(1998)은 2년여에 걸쳐 인터넷 이용자들이 행동에

한 추 연구를 실시한 결과,인터넷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국내의 연구들도 인터넷 독으로 인해 불안정,충동성,우

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권구 ,이혜자,

2002;이 분,2000;황상민,한규석,1999).반면에 우울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을 측하는데 우울이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권

수경,장은 ,2010),청소년들에게서 우울은 인터넷 독과 련되어 있

다는 연구 결과(박경애 외,2009;Kim etal.,2006;Ohayon,Hong,2006),

우울이 인터넷 독을 일으키는 향력 있는 요인(Haetal.,2007)이라

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 다.마지막으로 인터넷 독과 우울이 상 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데,이수진(2008)은 우울이 인터넷 독 성향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3)충동

Barratt과 Patton(1983)에 의하면 충동성이란 반응시간이 빠르고 행

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미래상황에 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Gray(1987)는 험이나 불이

익이 상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단하거나 혹은 조 하는 데에 어려

움을 겪는 특징을 충동이라 하 으며,김동일(2012)은 무언가를 하고 싶

은 욕구나 그 욕구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충동을 조 하는 능력이 부족함

을 의미한다고 하 다.이러한 충동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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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하고 조 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self-control)과는 반 의 개념

이다.

Orzack(1999)은 인터넷 독이 충동성,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병

리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이러한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연

구들 게임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게임 독이 심한 청소년들이

충동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노은애,2004;이소 ,2000;윤재

희,1999).이는 게임 독이 청소년의 충동조 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는 을 시사한다.반면,충동성을 인터넷 독의 원인으로 기술한 연구

들도 존재하는데,이선경(2001)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고 독 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으며,

손지향,송 주(2008)는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성이 게임

독을 일으키는 유발요인으로 보았다.

Young(1996)은 인터넷 독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을 통제

하거나 조 하지 못하는 병 도박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하 으며 이

는 인터넷 독이 충동조 장애의 일종 것이라고 주장하 다.충동성이

높으면 지 해야 하는 것과 나 에 해도 되는 것 등을 계획하고 단하

는 능력이 고,즉각 이고 선정 인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

(고 삼,2012).즉,인터넷이 주는 편리하고 즉각 인 자극에 익숙해져서

계획을 세우고 재의 자극 인 일들을 스스로 조 하는 기능이 약화되

거나 손상된 상태이다.

(4)공격성

Dollard와 동료들(1939)는 공격성을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로 행해지

는 행동’이라 정의하 다.이에 Buss(1961)는 공격성에서 의도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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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시켜 ‘인간 상황에서 상 방에게 유해 자극을 가하는 행 ’라 하

으나,다시 ‘의도성’이 고려되어 미국의 심리학자인 Bandura(1973)은 공

격성을 타인에게 신체 혹은 언어 으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수행된

행동이라 재정의 하 다.즉,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은 개인 내면에 분노

를 참지 못해서 육체 인 폭력이나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을 해하

는 행 는 그런 행 를 하려는 욕구의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공격성과 인터넷 독과 련성을 살펴본 연구로는 서은희(2000)가

컴퓨터 게임 독과 청소년 공격행동 간의 상 을 보았으며,그 외에도

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독과 충동성,공격성 간의 계(박은정,2008)

의 유의성을 밝힌 연구도 있다.양지 (2012)는 등학교 4학년의 공격

성과 컴퓨터 사용시간 간의 종단 상호 계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공격성이 높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

나 컴퓨터 사용시간과 유의미한 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도

혜,이지민(2011)은 인터넷 독이 공격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자기통제를 매개로 하여 간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2)휴 화 스마트폰 독과 정신건강

휴 화 독과 정신건강의 상 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공통 으

로 사회 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독에 취약하다고 한

다(신 미,2011).김선남과 김 욱(2004)은 청소년 휴 화 독 연구

에서 자아개념으로서의 자기존 ,자기 확신,완성력 등이 청소년의 휴

화 독과 련이 있음을 밝혔으며,장혜진(2002)은 충동성과 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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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간에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보고하 다.한주리와 허경호(2004)

한 휴 화 진단의 하 요인인 병 몰입,생활장애,통제상실,강박

증상 모두 충동성과 정 인 상 에 있음을 밝혔다.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충동성,동조성,고립감,불안감이 휴 화 독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남성보다

여성이,연령이 낮을수록,하루 평균 문자 송수가 많을수록 독성향이

더 높았다(천 진,2008).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

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직장인의 일상 스트 스와 충

동성이 스마트폰 독 수 과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

주연,2012),성인 집단의 강박증,우울,정신증,불안 등과 스마트폰

독과의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용민,2011).

Larry와 동료들(2011)은 SNS(SocialNetworkService)와 정신건강의 문

제를 연구하 는데,페이스북이 은 사람들의 자기애 성향,반사회

행동,공격성과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보고하 다. 한 미디어와 테크

놀러지의 과다한 사용은 은이들의 건강에 부정 인 향을 주며,불안,

우울,그리고 다른 심리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을 언

하 다.

3. 독과 성별과의 계

독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성별은 요한 요소이다(변 순 외,

2003).특히,청소년들은 발달상에 있어서 생물학 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성향,그리고 정신 취약성 등이 다르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다시 말하면,청소년기의 독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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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일 것이다.물질 독을

포함하여 독 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역시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난

다.남성의 경우 자신을 흥분시키거나 감정을 억제시키기 하여 약물을

남용하지만,여성의 경우는 계 인 이유 는 부정 인 감정의 결과로

남용한다(Haseltine,2000;Hegaminetal.,2001).좀 더 구체 으로 살펴

본다면 남성은 상황 으로 발생하는 긴장이나 불안은 완화시키기거나 조

하기 해서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는 감정을 더 고조시

키기 해서 알코올이나 약물을 남용하기도 한다(Haseltine,2000;

Straussner,1997).반면에 여성은 감정에 한 반응으로 알코올이나 약

물을 남용한다(Wade,1994). 독된 여성의 경우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

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남성 독자는 반사회 성격장애나 범

죄 행동,폭력 행동 등 좀 더 공격 인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Haseltine, 2000; Landheim, Bakken, & Vaglum, 2003;

Nelson-Zlupkoetal.,1995;Hoaken& Pihl,2000).이와 련하여 인터

넷 독과 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도 성별의 차이를 인터넷 독에 향

을 주는 요한 변수로 언 하고 있다.인터넷 독과 련하여 남녀간

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10 ,남성이 인터넷 독이 될 확률

이 높다고 보고하 으며,덧붙여 자신감이 없고 사회활동이 없는 사람일

수록 독될 확률이 높다고 하 다(Hybels,1995). 한 Shotton(1991)은

상집착 내성화 성향을 가진 남성이 독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

다.신귀순(2004)은 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불안,우울,충동성의 계

를 살펴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인터넷 독과 우울,불안,충동성과 유의

한 정 상 이 있으며,여학생의 경우는 인터넷 독과 충동성이 높은

정 상 계를 보임을 확인하 다.권구 ,이혜자(2002)는 반 으로

남자의 정신건강 증상 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한 이춘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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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는 자게임을 한 여아와 남아의 충동성의 정도를 조사하 는데,

게임을 오래할수록 여아가 남아보다 충동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

다.윤재희(1999)는 인터넷 독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하고 인지 으

로 충동 이라고 보고하 다.

이러한 인터넷 독과 정신건강과의 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의 동향

과 효과크기를 검증한 메타연구들이 존재하 다.먼 Huang(2010)은

인터넷 독과 심리 안녕감과 련된 논문 40편에 한 메타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인터넷 독과 심리 안녕감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 다.그러나 최근 정신건강 문제와 인터넷 독에 해 살펴본

김동일 외(inpress)의 메타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인터넷 독

과 우울의 효과크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여학생의 경우 인터넷 독

과 충동성이 상 이 높았다.비록 아직까지 성별에 따른 인터넷과 정신

건강 문제의 련성이 일 성 있게 밝 지진 않았지만,청소년에게 있어

서 성별에 따른 생물학 차이가 존재하고,이 차이는 청소년들의 성향,

다른 양상의 문제행동(김선애,2003;손은정,장유진,2008) 정신건강

문제에 향을 주므로(이경아,정 희,1999;오경자,이혜련,2000;Ling,

2001)청소년의 성차에 따른 문제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4.스마트폰

1)스마트폰의 특성

스마트폰이란 다양한 어 리 이션(MobileApplication)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 화된 휴 화로 일반 PC와 같이 범용 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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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System)를 장착한 고기능 휴 화이며,‘손 안의 PC’라 불

리기도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2012).스마트폰은 사용자 심의 인터페

이스(UI:UserInterface)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 PC에서 사용가능한 인

터넷,정보검색,멀티미디어,사무업무 등의 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디지

털 기기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응용 로그램인 어 리 이

션을 개인의 기호와 용도에 맞게 설치 는 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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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디지털 기기라는 에서 기존의 휴 화

와는 차별화된다(신 미,2011).오수원(2009)은 스마트폰을 ‘음성통화,무

선인터넷 등 휴 화 기능을 기본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멀티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유 지향 모바일 PC 랫폼으로 고성능 CPU와 상용

OS(OperatingSystem)를 갖추고 있어,개인정보 리,음악과 동 상 등

의 고용량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의 장,재생이 가능한 하이엔드 단말기’

라고 정의 하 다.이 게 스마트폰에 한 다양한 정의와 특징이 존재

하나 공통 인 특징은 ‘휴 화의 기능과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로 요약

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폰의 특성은 랫폼 기능,컨탠츠 기능,인터페이스 기

능으로 구분 가능하다(최원석,2010). 먼 랫폼 기능인데, 랫폼

이란 컴퓨터의 OS(OperatingSystem)를 말한다.즉 컴퓨터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소 트웨어를 리하는 로그램이다.특히 스마트폰의 가장

요한 특징으로 랫폼을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로벌 시장에서 소

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 트웨어인 ‘오 소스’가 세이기 때문이다.

재의 스마트폰의 랫폼에는 다양한 운 체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각 경

쟁이 치열하다.이러한 랫폼 기능의 장 으로는 첫째,무선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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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편이성을 들 수 있다.스마트폰은 휴 화의 주된 특성이라 볼 수

있는 통화기능 뿐만 아니라 이동하면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

다는 이 큰 특징이다.이러한 인터넷의 사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SocialNetworkService)인 카카오톡,페이스북,트 터 등을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으며,이는 스마트폰이 기존의 휴

화와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이다(강은 ,2010).둘째,스마트폰의 범용

OS의 탑재로 인한 디지털 컨버젼스(DigitalConvergence)가 활용화되었

다는 이다.디지털 컨버 스란 하나의 기기와 서비스에 모든 정보통신

기술을 묶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 상품을 말하는데,스마트폰은 화기,

카메라,MP3,네비게이션,USB,게임 등이 한 기기 안에 융합된 형태로

사용가능하며 게다가 홈네트워크나 사무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무한 로

발 될 수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노미정 외,2010).마지막으로 스

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응용 로그램을 동시 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특

징이 있다.

스마트폰의 컨탠츠 기능으로는 사용자들이 능동 이고 선별 으로

자신이 원하는 어 리 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이다.기존

휴 화 사용자들은 구입 시 설치된 로그램이나 제한 인 유료 소

트웨어 등을 사용 할 수 있었으나,스마트폰은 서비스의 기능과 확장이

무한하기 때문에 보다 극 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에 맞게 확장

으로 소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용자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치기반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치 악,개

인이 원하는 정보를 선별 으로 제공할 수 있다.그리고 차별화된 정보

의 제공 방법의 다른 하나로는 스마트폰의 푸쉬(Push)기능을 들 수 있

다.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용자에게 제공 가치가 있을 것으로

단되는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가 팝업창을 통해 능동 으로 달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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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이다(김종 ,2010).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폰의

상황인식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최 화되고 개별화된 기기가 될 수 있게

한다.

다른 스마트폰의 특징 인 기능은 인터페이스 기능이다.스마

트폰은 터치스크린 방식이며 액정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소 트웨어를

구 할 수 있다.따라서 스크린의 선명도,크기,터치감 등의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요해지면서 스마트폰에 한 사용자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가 되었다.정 구(2010)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고려할 요소 하나로 사회 인식을 꼽았으며,김민정(2011)은 스마

트폰 조기수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품 자체보

다는 라이 스타일이나 가치를 사는 것을 더 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고

하 다.

2)스마트폰 사용 황

스마트폰은 휴 화의 기기 인 특성에 기존 PC에서 사용 가능했

던 인터넷 기능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하여 즉각 인 정보의 생산과 처

리,그리고 획득을 가능 하는 방향 소통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이

다. 이 게 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스마트폰의 사용은

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2012년 8월에는 3천만 명이 넘는 사

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 원회,

2012).방송통신 원회(2012)가 실시한 『2011하반기 스마트폰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이용 시 ‘무선인터넷

모바일앱(42.4%)’을 이용하는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음

성・ 상통화’와 ‘문자메시지’의 이용 비 은 각각 39.3%,18.3%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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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다.성별에 따른 ‘무선인터넷과 모바일앱’의 사용은 남성인

40.4%,여성이 44.6%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음성・ 상통화’는

남성이 42.1%,여성이 36.2%로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6명은 스마트폰을 ‘학교나 직장에서

휴식 는 심시간(62.4%)’에 사용하며,60.7%의 이용자가 ‘무언가를 기

다릴 때’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보고하 다.‘(학교/직장에서)업무・회

의 는 수업 에’사용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도 18.8%나 되었다.스마

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 시간은 일평균 1.5시간이며,24.5%의 사용자가

하루에 1-2시간,19.3%의 사용자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바일앱(MobileApplication)과 련해서는 이용

자의 16.3%가 하루에 1번 이상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주평균 모바일앱 다운로드 개수는 6.0개로 나타났다.주로 다운

로드 받는 모바일앱 유형으로는 게임이나 오락(78.6%)이 가장 많았으며,

커뮤니 이션(SNS등)이 53.5%으로 그 뒤를 이었다.그 외에도 유틸리

티(50.5%),지도・네비게이션(46.3%),음악(44.4%)순으로 다운로드를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복수응답)는

‘알람・시계’가 89.1%로 가장 높았으며,‘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와 ‘달

력・일정 리’가 각각 79.2%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음악듣기(79.1%)’,‘ 교통 정보(76.5%)’,‘정보검색 는 일반

인 웹서핑(74.3%)’,‘뉴스(74.1%)’,‘게임・오락(70.2%)’등의 기능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성별에 따라서는 ‘뉴스(남 80.2%,여 67.4%)’,‘게

임・오락(남 71.5%,여 68.7%)’,‘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남 77.8%,여

80.7%)’,‘달력・일정 리(남 77.2%,여 81.3%)’,그리고 ‘지도서비스(남

71.6%,여 55.9%)’등에서 차이를 보 고,연령별로는 12-19세가 ‘음악듣

기(86.0%)’와 ‘게임・오락(82.6%)’을 주로 사용하며,20 30 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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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인스턴트 메신 (각각 86.0%,80.0%)’의 이용이 많았다.

3)스마트폰 독 경향성(proneness)

스마트폰은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한다.그러나 스마트

폰의 속한 확산과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에 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

아지고 있다.5인치 내외인 스마트폰의 작은 스크린에 장시간 몰입하여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시력 장애 등의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

고 있으며,가족과 친구와의 화의 단 ,개인 인 사진이나 정보의 유

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 으로 부각되고 있다.스마트

폰의 보 후,‘스마트폰 홀아비’,‘스마트폰 과부’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

도로 쉴 새 없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SocialNetworkService)

를 사용하느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모 이블 채 에서는 ‘스마트폰 노 녀’가 등장하여,스마트폰에

서 한 순간도 을 떼지 못하고 샤워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

가거나,길을 걸을 때 앞을 제 로 보지 않아 거리에서 넘어지고,스마트

폰을 보다 유리문을 확인하지 못해 코 에 이 간 사건 등이 해지면

서 스마트폰 독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tvN,2011.8.9방 ).‘스마트

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마감하는’소비층이 증가

하면서 스마트폰 독경향성의 문제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

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독의 개념이나 정의에 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없다.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등장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 역시 채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스마트폰 독 상에 충분한 증거나 연구가 뒷받침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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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한 스마트폰의 주된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인터넷과 휴 화 역시 ‘독’이라 명명하는데 여 히 많은 논의가 있는

상태임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습 사용 행동은 존재하나 아직 문제

사용을 언 하기는 어렵다는 연구(Oulasvirta,2012)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재 이 시 에서‘스마트폰 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더욱 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스마트폰 독의 문제가 사회 문제

로 두된 만큼 련된 문 인 연구의 축척이 시 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 경향성(proneness)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경향성이란, 상이나 행동 따

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성향을 의미한다(표 국어

사 ,2012.11.30).아직까지 스마트폰 독을 정의하기에는 실증

연구의 부족과 통일된 개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어려운 이 있으며,아

직 스마트폰의 특징이자 신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 화도

독이라 할 수 있을지에 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따라서 재 증

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용양상과 행동이 반 으로 독이라

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그 경향성 안에서 정신건강 문제

와는 어떠한 연 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44-

III.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수도권,충청/강원,호남(제주포함), 남의 4개 지역에 있

는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로 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으로 하 다.설문지는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우편으로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배부하 으며,배부한 설문지 680부

665부를 수거하 다.그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한 64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측정도구

가.스마트폰 독 척도

(SmartphoneAddictionPronenessScale)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스마트폰 독

척도를 사용한다.스마트폰 독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단,내성,가상

세계지향성의 4개의 하 요인,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그 다’까지 Likert4 척도로 응답하게 되

어 있다.개발당시 스마트폰 독 척도의 신뢰도 값은 체 .81,일상생활

장애 .87, 단 .80,내성 .83,가상세계지향성 .69로 비교 양호한 편이

었으며,강주연(2012)의 연구에서는 체 .88이었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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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Cronbach'sα는 .88로 확인되었다.

나.정신건강 측정 척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하여 김동일,안 의(2006)이 개발

하고 김동일 외(2006)이 타당화한 NEO-PAS청소년 성격검사 신경

증 요인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독경향성의 문제와 상 이 높

을 것으로 상되는 4개의 하 척도인 우울(8문항),불안(8문항),충동성

(8문항),공격성(8문항)을 추출하여 실시하 다.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김동일,2012).

① 불안:불안은 걱정,긴장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

내는 수이다.불안 수가 높은 사람들은 긴장과 두려움

을 지니고 있다.

② 우울:우울은 일상생활에서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는 정도를 나타

낸다.우울 수가 높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외로움,무력

감,죄책감,슬픔을 더 잘 경험한다. 한 쉽게 낙심하고

단념하는 경향이 있다.

③ 충동성:충동성이란 욕구나 충동을 조 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

미한다.충동성 수가 높은 사람은 주의가 산만하고 한

곳에 조용히 집 하기 힘들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④ 공격성:분노를 참지 못해 육체 인 타격이나 거친 발언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행 와 그런 행동을 하려는

욕구 경향을 보인다.

김동일 외(2006)가 제시한 각 구인별 척도의 cronbach’sα 값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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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 .74,불안 .75,충동성 .67,공격성 .76으로 문항간 내 일치도가 높

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는 우울 .862,불안

.882,충동성 .783,공격성 .874로 확인되었다.

3.분석방법 차

1)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WIN18.0와 Amos18.0을 사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우선,SPSSWIN18.0을 이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 수 을 알아보기 해 신뢰도 분석(Cronbach’ )을 실시하 다.

한 연구변인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 분석

을 하 으며,변인들 간의 계성을 찰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구조 계모형의 합도와 구조모형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Amos18.0을 사용하 다.구조방정식 모형은 아

래와 같은 장 을 가진다.첫째,변인들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즉,측정오차를 고려하는 잠재변인을 설정함으로써 오차를 제외

한 나머지 부분에 의해 변수들 간의 계를 악하여 보다 정확한 수치

를 얻을 수 있다(배병렬,2011).둘째,구조모형을 이용한 다집단분석은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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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차

분석 차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변수들에 한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normality)을 가

정한다.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변수들의 왜도(skewness)

와 첨도(kurtosis)를 단변량 분포(univariatedistribution)를 살펴보았다

(Kline,2005).그 결과 단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최 우

도추정(Maximum LikelihoodEstimation) 차를 용하여 모형의 합

도와 경로계수,그리고 모수치를 추정하 다.

구조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기 하여 구조방정식의 다양한 합도

지수(goodnessoffit)를 활용하 다.먼 ‘ 합 지수(absolutefit

index)’를 확인하 는데, 합 지수란,이론 모형이 자료에 얼마

나 잘 부합하는지를 으로 평가하는 것이다.값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  에 한다. 째로 ‘상  합 

지수(relative fit index)’는 (base model)에 비해 안  료  

상 로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는 것 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등  다. 라   합도  

평가하  해 본 연 에 는  , RMSEA, TLI, CFI 4가지  합도지수  사

하 다. 각 합도 지수  해  다 과 같다.   p값  .05 상  바

람직하다고 보았고, RMSEA는 .05 하  료   합시키고, .05~.08  

범  보   수 할 수 는 것 로 간주 다(Hu & Bentler, 1999). 그리

고 TLI  CFI는 .90 상   합도  갖는 것 로 본다(Bentler, 

1990).

     별로 나눈  개  집단에 한  합도 검  

실시한 후, 집단 간에 경로계수에 차 가 재하는지  알아보  하하

여 다집단  실시하 다. 경로계수  집단 간 비  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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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약(metric invariance constraints)과  동 (structural 

invariance) 과  거친다. 측  동  약  연 에  각 

집단별 결과가 동 한지  검 하는 것 (MacCallum, Roznowski, & 

Reith, 2004),  동  검  연 에  련  귀계수들에 

해 약  가한 후, 각 경로에  집단 간  차 가 는지  검 하는 

것 다(Byrne, 2001; 주  , 2009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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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배경 (N=644)

구분 백분율(%) 빈도(명)
남자 58.2 375

여자 41.8 269

학교

1학년 30.0 89

2학년 38.4 114 297

3학년 31.6 94

고등학교
1학년 38.9 135

347
2학년 61.1 212

도시 43.5 280

소도시 38.0 245

농어 18.5 119

IV.연구 결과

1.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1)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는 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경기 충청/강원,

라도,경상도 지역의 ·고등학생들이다.조사 상 학교는 19개교 으

며,설문지 700부를 배부하여 665부를 회수했다(회수율 95%).그 불

성실하게 응답한 21부를 제외한 644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정보를 악하고자 성별,학년,지역규모를 조

사하 고,결과는 아래의 <표 1>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 배경을 살펴보면 남자가

375명(58.2%),여자가 269명(41.8%)이었다. 학생은 297명으로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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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스마트폰 주요 사용용도

사용용도 빈도(명) 백분율(%)

화 문자 551 85.6

게임 424 65.8

음악감상 398 61.8

채 메신
(카톡,트 터 등)

383 59.5

자료검색 325 50.5

미니홈피 300 46.6

쇼핑 97 15.1

업무 교육
(메일,스 쥴러)

45 7.0

클럽 카페 37 5.7

이메일 35 5.4

음란사이트 15 2.3

기타용도 26 4.0

고등학생은 347명으로 53.9%로 조사되었는데,각 학년별로는 학교 1학

년이 89명(30.0%),2학년 114명(38.4%),3학년 94명(31.6%),고등학생은

1학년 135명(38.9%),2학년 212명(61.1%)으로 조사되었다.거주지역은

도시( 역시 이상), 소도시(시,군,구 이상),농어 (군,면,읍 단 이

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도시가 280명(43.5%)으로 가장 많았

고, 소도시가 245명(38.0%),농어 이 119명(18.5%)순으로 나타났다.

한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주요 사용용도를 조사하 다.학

생들이 스마트폰을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주요 사용용도에 한 문항은 복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 으며,조사

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고등학생들은 기본 으로 화와 문자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n=551,85.6%).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각종 게

임을 화나 문자 다음으로 많은 424명(65.8%)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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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독군과 일반사용자군 교차표 명 (%)

구분
학교 고등학교 체

합계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고 험군 8
(4.0)

3
(3.1)

2
(1.1)

1
(0.5)

10
(2.7)

4
(1.5)

14
(2.2)

잠재 험군 25
(12.4)

12
(12.5)

16
(9.2)

31
(18.0)

41
(10.9)

43
(16.0)

84
(13.0)

일반군 168
(83.6)

81
(84.4)

156
(89.7)

141
(81.5)

324
(82.4)

222
(82.5)

546
(84.8)

체 201
(100.0)

96
(100.0)

174
(100.0)

173
(100.0)

375 269
644
(100.0)

하 다.그리고 음악감상 398명(61.8%),채 메신 (카카오톡,트

터,페이스북 등)383명(59.5%),자료검색 325명(50.5%)등의 용도로 스

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이를 통해 ·고등학생

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게임,음악감상,쇼핑 등 개인 인 여가 활동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 ,메신 ,미니홈피,카페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이는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타인과의

인 계를 극 으로 맺거나 사이버 상에서의 인 계가 실에서도

많은 비 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을 시사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독경향성군과 일반사용자군의 남녀차를 알아보기

해 교차분석을 진행하 다.스마트폰 독 진단 척도(한국정보화진흥

원,2011)에서 제시한 규 을 바탕으로 하여 고 험군(총 70T 이상,

혹은 하 구인 단,내성,일상생활장애 세 가지 모두가 70T이상),잠

재 험군(총 65T 이상,혹은 하 구인 단,일상생활장애,내성

하나 이상이 65T보다 높은 수인 경우)으로 분류하 고, 독군으

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군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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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의 경

우 고 험군의 비율은 남자 4.0%,여자 3.1%로 남자가 약간 더 높았으

나,잠재 험군은 남자 12.4%,여자 12.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등학생의 경우 역시 남자가 1.1%,여자가 0.5%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

나,잠재 험군은 남자가 9.2%,여자가 18.0%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가량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고등학생 체 으로 봤을 때,고 험군

은 남자(2.7%)가 여자(1.5%)에 비해 더 높았으며,잠재 험군은 여자

(16.0%)가 남자(10.9%)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고 험군에서 약간 높았지만,잠재

험군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반면 고등학생들은 잠재 험군

에서 여자가 남자 비율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

체 집단의 독군 비율은 고 험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반

면,잠재 험군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2)상 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스마트폰 독 진단척도의 하 구인과 연구자가

선택한 정신건강 변수들,불안,우울,충동,공격성간의 상 분석을 실시

하 다.각 변수 간의 상 계수와 평균,표 편차는 <표 4>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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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련변인 간의 상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일상
-

2.단 .444**
-

3.내성 .544** .544**
-

4.가상 .545** .532** .373**
-

5.스마트폰
체

.848** .806** .756** .722**
-

6.불안 .258** .308** .323** .285** .361**
-

7.우울 .268** .271** .260** .365** .353** .657**
-

8.충동 .294** .340** .331** .283** .393** .528** .534**
-

9.공격성 .268** .325** .289** .329** .373** .546** .567** .673**
-

10.정신건강
체

.329** .369** .359** .374** .442** .824** .817** .823** .852** -

평균
9.26 7.987 9.29 3.09 29.62 16.55 13.38 16.36 16.09 62.24

표 편차
2.89 2.42 1.51 1.20 6.41 4.78 4.13 4.61 4.96 15.26

**.상 계수는0.01수 (양쪽)에서유의합니다.

상 분석 결과를 통해 고등학생의 스마트폰의 독경향성과 우울

(r=.353),불안(r=.361), 충동(r=.393),공격성(r=.373)간의 상 은 모

두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정신건강 문제 체와의 상 은 간정도의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r=.442),변인들 에서는 충동(r=.393)이 가장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결과 으로,선행연구에서 인터넷 독 문제와 상

이 높은 것으로 밝 진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불안,충동,공격성이

스마트폰 독경향성 문제에 있어서도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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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1)연구모형

스마트폰의 독경향성이 성별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에 한 분석을 실시하기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스마트

폰의 독경향성이 정신건강 문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문제들로 선정한 우울,불

안,충동,공격성의 변수를 잠재변수로 설정하 다.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정변수로는 스마트폰 독경향성은 스마트폰 독 진단척도(한국정보화

진흥원,2011)에서의 하 구인인 단,일상생활장애,내성,가상세계지향

성으로 설정하 다.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잠재변수는 다 지표(multiple

indicator)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단일지표(singleindicator)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뢰도 추정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배병렬,

2011).따라서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울,불안,충동,공격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한 후,각 잠재변수 당 두 개의 측정변수로 나 어 4문

항씩으로 구성하 다. 측정모형에서 각 첫 번째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은 1로 고정하 다.그리고 내생변수인 우울과 불안,충동과 공격성의

계에서 두 변수 간에 상 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잔차들 간

에 상 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 다.설정한 모형은 아래와 같으며,잔

차 설정은 그림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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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  

<표 5>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왜도 첨도 N

일상 9.26 2.89 5.00 19.00
.306 -.313 644

단 7.99
2.42 4.00 16.00 .517 .714

644

내성가상 12.38
2.25 9.00 21.00 .316 .249

644

불안1 8.99
2.54 4.00 16.00 -.257 -.410

642

불안2 9.55
3.12 5.00 20.00 .189 -.576

640

우울1 7.00
2.26 4.00 15.00 .341 -.428

644

우울2 6.38
2.24 4.00 13.00 .643 -.392

644

충동1 7.75
2.52 4.00 16.00 .239 -.407

642

충동2 8.63
2.55 4.00 16.00 .029 -.145

642

공격성1 8.12
2.66 4.00 16.00 .156 -.425

639

공격성2 7.99
2.66 4.00 16.00 .129 -.494

643

2)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상 분석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상 계수와 각 변인들의 평균,표 편

차,왜도 첨도를 <표 5>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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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상 계수( 체)
1 2 3 4 5 6 7 8 9 10 111.일상 -

2.단
.44** -

3.내성가상
.65**

.64**
-

4.불안1
.22**

.28** .34**
-

5.불안2
.26**

.31** .36** .79**
-

6.우울1
.25**

.26** .34** .59** .65**
-

7.우울2
.24**

.24** .34** .47** .52** .69**
-

8.충동1
.27**

.29** .34** .46** .48** .47** .50**
-

9.충동2
.24**

.26** .32** .41** .43** .42** .36** .61**
-

10.공격성1
.24**

.31** .34** .48** .49** .49** .48** .53** .56**
-

11.공격성2
.27**

.30** .36** .47** .49** .47** .50** .56** .56** .74** -

**.상 계수는0.01수 (양쪽)에서유의합니다.

측정변수들에 한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normality)가정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단변량 분포에서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

도를 살펴보았다(Kline,2005).왜도는 그 값이 3.0보다 큰 경우에 극

단 인 값이라고 보고 있으며(Chou& Bentler,1995;Hu,Bentler,&

Kano,1992),첨도는 값이 10.0보다 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Kline,2005).본 자료에서는 왜도와 첨도의 기 을 만족하기 때문

에 측정변수들의 단변량 정규성이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따라서 최

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Estimation) 차를 용해 모형의

합도와 경로계수,그리고 모수치를 추정하 다.

아래는 각 모형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들의 상 계수를 제시하 다.

자료 체에 한 상 계수의 값과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집단에서의 상 계수 값 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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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상 계수(남자)
1 2 3 4 5 6 7 8 9 10 11

1.일상 -

2.단
.50** -

3.내성가상
.68**

.66**
-

4.불안1
.30**

.33** .40**
-

5.불안2
.34**

.38** .43** .79**
-

6.우울1
.31**

.33** .39** .58** .64**
-

7.우울2
.30**

.30** .37** .42** .48** .68**
-

8.충동1
.30**

.30** .35** .48** .50** .51** .49**
-

9.충동2
.24**

.23** .32** .39** .42** .41** .28** .56**
-

10.공격성1
.22**

.32** .31** .46** .49** .49** .43** .53** .54**
-

11.공격성2
.27**

.30** .35** .49** .48** .50** .46** .56* .54** .77** -

**.상 계수는0.01수 (양쪽)에서유의합니다.

<표 8>상 계수(여자)
1 2 3 4 5 6 7 8 9 10 111.일상 -

2.단
.38** -

3.내성가상
.65**

.61**
-

4.불안1
.12*

.15* .18**
-

5.불안2 .16*̀
*

.18** .23** .80**
-

6.우울1
.18** .12

.24** .60** .65**
-

7.우울2
.19**

.13* .26** .51** .56** .69**
-

8.충동1
.23**

.27** .29** .41** .45** .40** .51**
-

9.충동2
.26**

.31** .31** .45** .45** .43** .48** .69**
-

10.공격성1
.29**

.26** .34** .48** .49** .48** .52** .53** .62**
-

11.공격성2
.27**

.29** .36** .45** .49** .44** .57** .56** .59** .71** -

**.상 계수는0.01수 (양쪽)에서유의합니다.
*.상 계수는0.05수 (양쪽)에서유의합니다.

남녀 간의 상 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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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의 동일성(FactorialInvariance)검

증과정을 거친다.측정모형의 동일성이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형이 동일한 결과를 가지는지 아닌지를 단하는 것이다.즉,서로

다른 집단의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설문지)에 해 동등하게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먼 요인 재치에 집단별로 동

일성 제약을 가한다.그리고 나서 각 집단 간의 회귀계수를 비교한다.이

때 모형의 합도가 만족할 수 이면 집단 간에 교차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김주환 외,2009).

이 검증을 하기 하여 무제약모형(Unconstrainedmodel),요인부하

량동일성모형(Measurement weight model), 문항 편동일성모형

(Measurementinterceptsmodel)을 순차 으로 분석하 다.모형별로

합도를 분석한 결과,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형2인 요인부하량

동일성모형에서 가장 양호하 다((82,N=644)=372.770,RMSEA=.076,

CFI=.925,TLI=.879). 모형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제약 모형과

요인부하량동일성모형 간의 카이제곱검정의 유의확률이 유의하지 않아

모형2를 채택할 수 있었다(diff-=8.567,diff-df=6,p=.199)그러나 문항

편동일성을 가할 경우 모형이 유의하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모형

3인 문항 편동일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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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각 모형별 합도 (N=644)

Model  df p RMSEA CFI TLI

모형1:
무제약 모형
(Unconstrained)

364.203 76 .000 .077 .926 .871

모형2:
요인부하량동일성모형
(Measurementweights)

372.770 82 .000 .074 .925 .879

모형3:
문항 편동일성
(Measurementintercepts)

451.546 93 .000 .077 .908 .869

즉, 측정모형에서의 강한 측정모형의 동일성(strong factorial

invariance)인 문항 편동일성모형에는 만족하지 못하 지만,약한 측정

모형의 동일성(weak factorialinvariance)인 요인부하량동일성모형에는

만족하 다.다집단 분석에서는 약한 측정모형의 동일성만 만족하더라도

집단 간 구조계수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따라서 성별에 따

른 구조모형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하 다.

4)성별에 따른 구조모형 동일성 검증

앞서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만족하 기 때문에 남녀집단 모두에

서 측정이 동일하게 되었음을 확인하 다.따라서 경로계수들까지도 두

집단 간에 동일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하여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

을 실시하 다.구조모형 동일성 검증은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

지 않은 자유모형(freemodel)과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제약모

형(constraintmodel)의 차이를 구하여 비교 하 다.즉,측정모형의 동일

성 검증에서 만족된 요인부하동일성모형(자유모형)과 구조계수동일성모

형(제약모형)의 차이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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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계열 경로 Estimate S.E. C.R. P

남학생

우울 <-- SP .507 .053 9.561 .000

불안 <-- SP .557 .057 9.813 .000

충동 <-- SP .505 .056 9.009 .000
공격성 <-- SP .518 .062 8.389 .000

여학생

우울 <-- SP .365 .075 4.842 .000
불안 <-- SP .316 .073 4.319 .000

충동 <-- SP .456 .074 6.164 .000

공격성 <-- SP .555 .079 7.006 .000

<표 10>모형별 합도 모형 간 차이분석 (N=644)

Model  df p RMSEA CFI TLI

요인부하량동일성모형
(Measurementweights)

372.770 82 .000 .074 .925 .879

구조계수동일성모형
(Structuralweights)

459.103 97 .000 .076 .907 .873

diff-Model diff-
diff
-df

diff
-p

difference

RMSEA CFI TLI

구조계수동일성
(Structuralweights)

86.333 15 .000 .002 -.018 -.006

두 집단간 경로계수가 동일한지에 한 검증을 진행하 다.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의 구조 경로계수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형의 합

도는 (82,N=644)=372.770,p<.001,RMSEA=.074,CFI=.925,TLI=.879

다.그리고 남녀 집단의 구조 경로계수가 동일하도록 한 제약모형의

합도는 (97, N=644)=459.103, p<.001, RMSEA=.076, CFI=.907,

TLI=.873이었다.자유모형과 비교하여 제약모형의 합도 지수가 나빠

졌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difference-(15,N=644)=86.333으로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으로 남녀 집단 간에 구조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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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p>.001수

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즉,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스마트폰 독경향성의 수 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불

안,충동,공격성이 증가하 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정신건강(우울,불안,충동,공격성)에 미치는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어떤 경로계수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집단

간의 유의한 경로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응별 모수비교

(pairwiseparametercomparison)을 구하 다. 응별 모수비교는 각각의

모수에 한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려 다.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독경

향성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응별 모수비교에서는 C.R.값을 제공하는데,이 수치가 α=.05

수 에서 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배병렬,2011),이 결과는 경로를 고정한 후 비제약 모델과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한다(김계수,2010).스마트폰 독

경향성과 정신건강 문제 남녀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

난 것은 ‘스마트폰 독경향성 → 불안’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 독경

향성이 불안에 미치는 향에 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계수의 차이

에 해당하는 값이 –2.681로 나타나,두 계수는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결론 으로,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불안은 유의한 정 상 을 가지는데,남학생의 경우가 스마

트폰이 불안에 미치는 향이 여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더 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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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논의 제언

1.요약 논의

스마트폰의 사용이 2~3년 사이에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독경향성의 문제가 사회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스마트

폰의 사용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매체임에 착안하여 기존 연

구에서 인터넷 독과 높은 상 을 보인 우울,불안,충동,공격성을

심으로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정신건강과 련된 각 변인이 어떤 상

을 가지는지 탐색하여 보았다. 한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정신건강문제에 미치는 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도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다.첫째,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독 문제와 상 이 높은 것으로 밝 진 정신건강 문제

인 우울,불안,충동,공격성이 스마트폰 독경향성 문제에 있어서도 유

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과 우울이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인다는 서지혜(2012)의 연구와 성인이

나 직장인들을 상으로 한 스마트폰 독과 강박증,우울,정신증,불안,

충동 등 정신건강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정 상 을 보고한 선행연구들

(강주연,2012;박용민,2011)을 지지하 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까지 보고된 많은 인터넷 독과 우울(김미 ,2003;김윤희,2006;장

연정,2007;;Krautetal.,1998;Young,1998),불안(소 하,2008;송은

주,2006),충동(이 환,2004;이진 ,2002;진선애 외,2006;Young,

1998),공격성(윤 민,박성연,2005)에 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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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인터넷의 독경향성 문제가

발생시키는 정신건강의 문제 범 가 유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즉,스마

트폰과 인터넷의 교집합 되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정신건강 문제에 한 안은 인터넷 독의 연

장선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 보

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스마트폰으로 체되는 경향성을 보이면서 그

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스마트

폰의 문제 사용에 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김동일 외,

2012).

둘째,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독경향성의 수 이 정

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스마트폰 사용 수 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문제 즉,우울,불안,충동,공격성이 증가함을 보 다.이는 성

별에 계없이 고등학생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스마트폰을 독 으로 사용

할수록 우울함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심리 ,신체 ,사회 으로 불편감

과 불안정감을 느끼는 등의 사회 축을 느끼게 된다는 신호경 외

(2011)의 연구,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독이 자기통제력을 약화하고 충동

성을 높이며,외로움을 더 느끼게 한다는 이형 (2001c)의 연구,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부 응을 야기한다는 조정민(2005)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 스마트폰의 소셜미디어(SNS)의 과도한 습 사용이

아동의 불안,억압 등의 심리 인 문제를 가 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안 좋은 향을 수 있으며(Rosen,2011),디지털 네이티

세 로 불리는 10 청소년에게 독 특징이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이 불안에 미치는 향이 여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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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서 스

마트폰 사용을 많이 할수록 불안이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이나 게임과 같은 경우 독 증상

을 보이는 남자들이 여학생들 보다 폭력,공격 성향을 더 많이 보인다

는 결과(박혜 ,2008;조성은,2004;한기홍 외,2006)나 여성들의 인터

넷 독과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련성이 높다(이혜린,

2008)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신귀순(2004)

은 인터넷 독과 련된 정신건강 문제에서 남성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

하 다.그는 남학생의 인터넷 독과 우울,불안,충동은 정 인 상 을

보이며,여학생의 인터넷 독과 충동과 높은 정 상 을 보이는 것으

로 보고하 다.인터넷 독이 남학생의 불안과 충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는데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한 김동일 외(inpress)의 인터넷 독과 정신건강 간의 련성에 한

메타연구에 의하면,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독이 우울,불안으로 구성된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는 남학생들

이 여학생들에 비해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불안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 독에 있어서 남자는 좀 더 극 이고 능동 으로 물질을 이

용하는 경향이 있고,여자는 그에 비해 반응 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Wade,1994).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야기하는 불안 문제도 같은 맥락

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스마트폰은 잠을 잘 때조차 머리맡에

두고 자는지를 확인할 만큼 개인의 생활에 해 있는 매체이다.이러

한 매체가 개인에게 주어졌을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극 으로 활용

하고 빠져들 가능성이 있으며,스마트폰이라는 다기능 이고 편리함을

주는 매력 인 자극이 단되었을 경우 불안이나 조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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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하,2012).

2.연구의 의의 시사

본 연구는 인터넷의 기능으로 인한 개방성과 개인화된 기기라는 특

성을 가진 미디어 매체인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 보았다.특히,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차 늘어가고 있지만,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연

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독과 상 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우울,불안,충동,공격성

의 정신건강 문제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 다.이는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 스마

트폰의 문제 사용과 정신건강에 련된 후속 연구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구체 으로,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과 상 이 높은 것으로 밝

진 우울,불안,충동,공격성의 변인이 스마트폰 독경향성 문제에 있어

서도 유의미한 상 을 가지는 것을 밝혔다. 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의 보 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

서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한 처 방안,혹은 방 계획을 만드는 것이 요하면서도 시 한 과

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개인의 정신건

강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써 진화한 매체인 스마트폰의 문제 성향

과 유형을 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학교나 상담 기 ,혹

은 국가 정책 으로 스마트폰 독경향성과 련된 계획을 세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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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상한다.둘째,청소년기

는 변화의 시기이며(최은 ,2002),변화의 시기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임을 뜻한다.그 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고,성인들에 비해 무비 으로 사회 인 상을 수용할 가능

성이 높다(Bandura,1963).따라서 ·고등학생이라는 한정된 집단의 스

마트폰 독경향성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그들에 특성

에 맞는 개입 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제한

제한 으로는 첫째,아직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긴 시간이 흐르지 않

은 시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여 히 스마트폰의 개념과 특성 인 부

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스마트폰의 개념과 특

성,스마트폰 독경향성과 독의 개념은 무엇인지,그리고 련 정신건

강 변인들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에 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며,이

제 조 씩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스마트폰과 련된 개념을

탐색하고 추출할 수 있는 기 인 차원의 질 연구와 변인 연구들이

충분히 축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둘째,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보

되어 사용되기 시작한지 불과 2~3년이 되지 않았고,이는 스마트폰의 사

용 기간이 정신건강 문제에 치명 인 향을 주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일

수 있다.따라서 추후 연구들에서 지속 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미디어의 독경향성이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향에 한 후속 연구

를 통하여 연구 결과가 타당한지 검증 할 필요가 있다.셋째,스마트폰이

가진 다양한 컨탠츠에 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선행 연구에서

SNS등에 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앞으로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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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탠츠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문제

의 원인이나 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넷째,스마트폰 독경향성 문

제와 정신건강 문제 간의 보다 명확한 인과성을 악하기 해서는 같은

시 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횡단연구가 아닌,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선후 계를 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종단연구는

서로 다른 발달 과업을 겪고 있는 연령 에 따라 스마트폰 독경향성

수 이 어떻게 다른지,정신건강 문제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스마트폰 부작용으로 인한 보다 세부 이고

구체 인 제안 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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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항 

그렇
지 

않다

그렇
지않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 이 떨어졌다.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숙제 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부 못하고 조해진다.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 할 수 있다.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 을 받은 이 있다.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

도 계속한다.

12
스마트폰을 무 자주 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

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이 있다.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 화되었

다.

부록 <설문지>

청소년 스마트폰 독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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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독 자가진단 척도 해석

채

방법

1 ☞ 그 지 않다

2 ☞ 때때로 그 다

3 ☞ 자주 그 다

4 ☞ 항상 그 다

채

하

총 ▶ ① 1~15번 합계

요인별합계 ▶ ② 1요인(1,5,9,12,13번)합계

③ 3요인(3,7,10,14번)합계

④ 4요인(4,8,11,15번)합계

역문항

채 방

법

4 ☞ 그 지 않다

3 ☞ 때때로 그 다

2 ☞ 자주 그 다

1 ☞ 항상 그 다

역문항 8번,10번,13번

고 험
사용자
군

총 ▶ ① 43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5 이상 ③ 3요인 13 이상 ④ 4요인 13 이상

정 :①에 해당하거나,②~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면서 내성
단 상이 나타난다.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인 계가 부분이며,비도
덕 행 와 막연한 정 기 가 있고 특정 앱이나 기능에 집착하는 특성
을 보이기도 한다. 실 생활에서도 습 으로 사용하게 되며 스마트폰 없
이는 한 순간도 견디기 힘들다고 느낀다.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인 계를 제 로 수행할 수 없으며 자신이 스마트폰 독이라고
느낀다. 한,심리 으로 불안정감 인 계 곤란감,우울한 기분 등이
흔하며,성격 으로 자기조 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무계획 인 충동성
도 높은 편이다. 실세계에서 사회 계에 문제가 있으며,외로움을 느끼
는 경우도 많다.
-> 스마트폰 독 경향성이 매우 높으므로 련 기 의 문 지원과
도움이 요청된다.

잠재
험

사용자
군

총 ▶ ① 39 이상 42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4 이상 ③ 3요인 12 이상 ④ 4요인 12 이상

정 :①~④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고 험사용자군에 비해 경미한 수 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보이며,필요
이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집착을 하게 된다.학업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심리 불안정감을 보이지만 반 정도는 자신이 아무 문제
가 없다고 느낀다.다분히 계획 이지 못하고 자기조 에 어려움을 보이며 자
신감도 낮게 된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험을 깨닫고 스스로 조 하고 계획 인 사용을
하도록 노력한다.스마트폰 독에 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
사용자
군

총 ▶ ① 38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3 이하 ③ 3요인 11 이하 ④ 4요인 11 이하

정 :①~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분이 스마트폰 독문제가 없다고 느낀다.심리 정서문제나 성격
특성에서도 특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자기행동을 리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 계에서도 자신이 충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느
끼며,심각한 외로움이나 곤란감을 느끼지 않는다.
->때때로 스마트폰의 건 한 활용에 하여 자기 검을 지속 으로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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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 척도

우울

번

호
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2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슬퍼진
다.

3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4 나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5
아무 이유도 없이 물이 날 때가
많다.

6
자살할 계획을 구체 으로 세워본
이 있다.

7 내 인생은 더 나빠지고 있다.

8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불안

번

호
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2 평소 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

3 작은 일에도 걱정이 된다.

4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5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워진다.

6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도 무슨 잘못
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
다.

7 지나치게 많이 걱정을 한다.

8 무서운 생각이 들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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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번
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답답해서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2
하고 싶은 것을 당장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3
가끔 음식을 무 많이 먹어서 탈

이 날 때가 있다.

4
침착하지 못하다고 구 을 들을 때

가 자주 있다.

5
내 자신을 조 하지 못해 아무 게

나 행동할 때가 많다.

6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

할 때가 있다.

7 책을 오래 동안 읽지 못한다.

8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마음을 집

할 수가 없다.

공격성

번

호
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낸

다.

2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화가 날 때
가 많다.

3
가족들에게 거칠고 심술궂게 할
때가 있다.

4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
긴다.

5
다른 사람을 괴롭 주고 싶은 마
음이 생긴다.

6
화가 나서 참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7
가끔 거친 말이나 욕을 큰소리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

8
군가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
싶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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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intoSmartphoneAddiction

PronenessandMentalHealthProblem For

MiddleandHighSchoolStudentatKorea

ChangMin,Keum

DepartmentofEducation

(EducationalCounsel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research isto verify thecausalrelationship

between the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and mentalhealth

problem ofyouthsinKorea.644middleandhigh schoolstudents

participated in thesurvey thatincluded theSmartphone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Mental Health Problem Scale,and

additionalquestionsasking fordemographicalcharacteristics.Based

on survey dat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and mentalhealth problems.In

addition,this study investigated into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pronenessonmentalhealthproblemsandseealsoifthere

isany genderdifferencesbyconducting multi-groupanalysi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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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ofthisstudywereasfollows.First,depression,anxiety,

compulsion,andaggressionweresignificantlyrelatedtosmartphone

addictionproneness.Second,middleandhighschoolstudentsshowed

higher levels of mentalhealth problems of depression,anxiety,

compulsion,andaggressionastheirsmartphoneuseincreased.Third,

maleadolescents’smartphoneaddictionpronenesshadhigherinfluence

ontheanxietythanthatoffemaleadolescents.Inotherwords,the

anxiety levelofmaleadolescentsincreasedsignificantlymorethan

femaleadolescentsastheyusedtheirsmartphonesmore.

Keyword :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mental health

problem,multi-groupanalysis,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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