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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집단과 주의집중부
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심리정서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
(LCGA)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종단적 변화는 각각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가지는 세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며 변화율에 있어서도 소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중간수준집단(43.4%), 초기치는 낮으나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저수준증가 집단(45.4%), 초기치
는 높으나 3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고수준감소 집단(11.2%)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
전화의존의 분류에는 심리사회적 특성 중 사회적 위축과 우울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
년들은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중간수준 집단이나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중간수준집단에, 저수준증가 집단이나 중간수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할 것이며 상담 전략과 개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휴대전화의존,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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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관련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2013년 기준 53,639,633대가 보급되어 추계인구기준 약 107%, 단순
인구 대비 1인 1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3). 이중 청소년들은 10명
가운데 9명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
화를 소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3명 중 1명꼴로 휴대전화의존 위험
군에 속하며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7.6%로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러
한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자아표현을 중요시하는 발단
단계적 특성이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이 되며(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
대전화의 특징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특성이 서로 맞물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기로 작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하문선, 2013). 특히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청소년의
취향에 맞춰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휴대전
화사용 및 이에 대한 의존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관련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이 시도되어져 왔으며,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들(예. 휴대전화중독, 휴대전화 과다사용 등)을 사용해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인 개념 혹은 장기적인 치료의 관점에서의 접근인 ‘중독’(고성자, 2012; 윤
승욱, 박원준, 2007)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일반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현상에 초점을
두고자 하므로 ‘휴대전화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휴대전화의존은 휴대전화를 가지
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해지거나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심리적 의존과 초조, 불안 등의 정서
적 반응 등에 의해 휴대전화사용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충동성, 공격성,
주의집중문제, 자기통제 및 조절능력, 우울, 불안 등을 제시하였다(김현숙, 2013;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손신영, 2013; 송은주, 2006; Bianchi & Phillips, 2005; Young & Rogers, 1998). 특
히 연구자들은 주의집중부족 문제가 휴대전화의존과 관련성이 높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김현숙, 2013;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손신영, 2013; 박순천, 백경임,
2004, 2005; 한선희, 이승희, 2010). 주의집중부족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학교활동

에서의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청소
년에게 휴대전화는 매력적인 의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들은 미디어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공격성을 제시하며(김종범, 한종
철, 2001), 발달단계적으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적 환경이 공격성을 유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종단적 변화의 잠재집단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계 315

하는데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따돌림, 열등의식 등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여 휴대전화에 의
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정경택, 2003;
Mullins & Irvin, 2000). 실제 청소년의 공격성은 휴대전화에 영향을 미치며, 공격성이 높은 청소

년들을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손신영, 2013).
휴대전화는 청소년의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단의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므로 대인관계 특성과
관련성이 높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 등 대인관계 특성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외로
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고 중독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양
심영, 2002; 장문선 등, 2011;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Peter & Valkenburg, 2006; Sadava
& Thompson, 1986). 반면,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관계가 좋으며 외향적인 개인이

휴대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높다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었다(김
지혜, 2012; Bianchi & phillips, 2005; Hong, Chiu, & Huang, 2012; Wyatt & Phillips, 2005).
우울은 매체 사용 및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Yen et al., 2009; Young & Rogers, 1998)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적 특성으로, 실제 우울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송은주, 2006; 양심영, 박영선, 2005;
Yen et al., 2009; Ha, Chin, Park, Ryu, & Yu, 2008).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이 휴대전화의존

을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Whiteside & Lynam, 2001). 한편, 일부 연구
들은 오히려 휴대전화에 과잉 몰입이나 의존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 및 정신건
강문제 파생시키며 부정행위나 일탈과 같은 문제행동을 야기시키거나 주의집중부족 등을 유발하
는 것으로 상반되게 보고하였다(고충숙, 2012; Bianchi & Phillips, 2005; Kim & Lim, 20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들과 휴대전화사용과 관련된 의존적 특성
들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된 것은 주로 동일한 시기에 개인의 심리정서
적 특성들과 휴대전화사용 관련 특성들을 동시에 측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리
정서적 특성들은 고유한 특성들로 개인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보호요인이나 그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적 특성들은 대인간 소통을 위한
통신 기능 외에 급속하게 다기능화되어 가는 휴대전화의 발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
능성이 있다(고충숙, 2012; 이해경, 2009). 따라서 심리정서적 문제와 휴대전화의 의존적 특성과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집단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므
로 집단의 유형에 따라 종단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의존의 종단적 변화와 그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또한 일부 종단연구(장상필, 김지
일, 2013; 전상민, 2014; 허균, 2013)에서 조차도 전체 집단 차원에서의 변화 경향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휴대전화의존 변화의 전체 집단내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가진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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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의존의 종단적 변화와 집단내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가진 집단유형을 동시에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따른
집단유형을 종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활용하였다.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위

집단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 집단 내에서 다양한 변화 궤적을 보여주는데 효율적이다
(Nagin, 1999).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차별적인 변화양상의 존재를 확인할 때, 변화에 따른 각

집단유형별 특성과 특정 휴대전화의존 집단에 영향을 주는 심리정서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휴
대전화의존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진단에 의한 차별적 개입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Rogers(1983)는 한 사회에 새로운 미디어가 유입되었을 때 이를 채택하는 집단별 유형이 있으

며 각 집단은 사회심리적인 특성이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양상과 잠재집단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심리정서적 변인이 무
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는 그 심리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종단적 변화에 있어서 초기치와 변화율에 따라 잠재집단은
각각 어떻게 분류되는가?
둘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주는 심리정서적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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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휴대전화의존의 개념 및 변화
최근 휴대전화사용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관련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이 시도되
어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휴대전화의 사용 급증 현상에 대해 휴대전화중독(양심영, 박영선,
2005), 휴대전화 과다사용(김정숙, 2003),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장혜진, 2002), 휴대전화의존
(고성자, 2012)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연구자들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정의한 용

어는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향, 통제에 대한 어려움, 내성 또는
금단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문선,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현상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이터의 휴
대전화의존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므로 ‘휴대전화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적 변화와 그 양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단지 일부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며(전상민, 2014), 그 중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김병년, 2013; 장
상필, 김지일, 2013; 장성화, 박영진, 2013). 특히 허균(2013)은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대해 학년 변화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며, 초기치와 변화율이 부적인 관계에 있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전체 집단 내에서 어떠한 체계적인 변화 양상
을 보이는지 구체적인 집단 유형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특성
을 그들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의집중부족과 휴대전화의존
주의집중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자극과 학습내용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정도이다. 정보처
리이론에서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감각등록기로부터 들어온 정보에 대해 선택적 주의를 기울
임으로써 선택적 지각을 통해 작동기억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된다(Eggen
& Kauchak, 1992). 특히 청소년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학업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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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중은 중요한 학습전략으로 작용하며 학업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즉, 학업에 주
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산만하며 공부를 차분하게 앉아서 하기 힘든 주의집중부족 청소년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업활동에서 소외되게 된다. 따라서 주의집중부족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학교활동에서의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흥미있는 새로운 매체를 찾고 이에 의
존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는 매력적인 의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주의집중문제가 휴대전화중독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하
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제시하였으며(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주의집중이 떨어
질수록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현숙, 2013; 손신영, 2013). 또한 중학생
대상 휴대전화중독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 연구(한선희, 이승희, 2010)에서는 휴대전화 중독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문제행동척도 중 주의집중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의집중력
저하와 자아정체감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일부 해
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순천, 백경임, 2004, 2005). 따라서 주의집중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대전화의존의 문제는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에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집중부족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2) 공격성과 휴대전화의존
공격성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
를 말한다(Aronson, 1980; Berkowitz, 1993).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행동적 기능의 급속
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변화 자체가 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Elias et al., 1992;
Mullins & Irvin, 2000).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은 공격적 성향이 유의하게 높으며(오경자,

이혜련, 1990; 정경택, 2003), 공격성이 높을수록 주변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Cairns,
Caims, Neckerman & Gest, 1988) 소외감을 이겨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

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웅기, 2003). 또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따
돌림을 당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고립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연구자들은 미디어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공격성을 제시하였으며(김종범, 한종철,
2001), 휴대전화의존 경향을 예측하는 변수로 공격성(강미영, 2012)을 언급하였다. 휴대전화의존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군에 비해 높은 공격성과 분노, 좌절감을 보이는 등 정신건강에 취약하며
(김보연, 2012; 손경문, 2013), 휴대전화중독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저위험군 청소년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또한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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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높으며, 공격성이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진
숙, 문현주, 황승일, 2014; 손신영, 2013).

3) 사회적 위축과 휴대전화의존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홀로 있으려 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및 태도를 의
미하며, 수줍어하거나 억눌려 있는 듯하고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사회적 위축 등의 지
나친 통제로 발생하는 내재화 문제는(Mash & Barkley, 2003) 청소년의 인지, 대인관계, 학업 등
의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오경자, 하은혜, 송동호, 2004) 이에 대한 이해와 개입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청소년의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단의 중요한 매체이므로 사회
적 위축과 같은 대인관계 특성과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 등 대인관계 특성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크게 상반된 두 가
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 번째 입장은 대인관계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위축되고 소극적인 개
인이 그 대안적인 수단으로 휴대전화 등의 의사소통 매체를 더 이용하게 된다는 견해이다(Peter
& Valkenburg, 2006). 사회적 위축은 대인불안과 외로움으로 설명되는데(Kurdek & Krile, 1982)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지지적인 사회관계가 부족하고 내향적인 경향을 갖기 때문에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취약하다(Sadava & Thompson, 1986). 연구자들은 외로움이 휴대전화중
독에 영향을 미치며(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의 해소 동기가 휴대전
화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박웅기, 2003). 또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성격 특성으로 수줍음을 많이 타며 상대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
한 두려움이 있는 의존적 성격 또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적 성격 등이 휴대전화중독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양심영, 2002; 우리님,
2009; 장문선 등, 2011; 장혜진, 2002).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와 상반된 입장은 실제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휴대전화와 같은 매
체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보는 견해로(Rettie, 2008; Rule, 2002), 연구자들은 또래애착이
높을수록(김지혜, 2012;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Hong과 Chiu, Huang(2012)도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등 외향적인 사람들의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외향성이 휴대전화중독을 의미있게 예측하며 외향적인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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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Bianchi & phillips, 2005; Wyatt & Phillips, 2005). 휴대전화사용과 5요
인 성격요인과의 관계 연구(Butt & Phillips, 2008)에서는 신경증적이며, 친화적이지 않고 성실하
지 않으며, 외향적인 사람들이 문자보내기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대인관계 특성들은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의미있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우울과 휴대전화의존
일반적으로 우울은 첫째, 지속적인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 흥미와 기쁨 상실 등의 정서
적 증상을 동반하며 둘째, 자기비난과 자기 비하, 죄의식, 무가치감,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 등의
인지적 증상을 동반하고 셋째, 불면증과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Hamilton, 1982).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적 ․ 사회환경적 ․ 심리적 특성의 변
화로 인하여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시기이며(Rutter, 1986),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Wittchen, Nelson,
& Lachner, 1998) 특히 우울 증상이 다른 형태의 행동적 적응 문제로 표출될 수 있어 그 심각성

이 더해진다(하문선, 2013).
우울은 청소년의 고급정보기술 및 기기 사용의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Yen et al.,
2009),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설명하는 주요 심리적 특성이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양심영, 박영선, 2005; 이해경, 2008; Yen et al., 2009). 연구자들은
우울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중독에 취약하며(송은주, 2006), 우울이 휴대전화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지영, 김귀에, 홍창희, 2012; 손신영, 2013). Park 등(2012)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중독되는 주요 원인을 또래관계와 우울로 설명하였다. 즉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은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휴
대전화 사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걱정과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범, 한종철, 2001; Ha, Chin, Park, Ryu, & Yu, 2008).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Whiteside & Lynam, 2001)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을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휴대전화의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보다 개선된 연구방법을 통
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
(LCGA)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변화에 따른 집단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관련성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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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고등학
교 1학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패널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하
여 표본으로 추출된 1, 2, 3, 4차년도 데이터(N=2351)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이 중 4차년도에 걸
쳐 휴대전화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학생 총 178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865명(48.6%), 여학생은 916명(51.4%)이었다.

2. 연구 도구
1) 휴대전화의존
본 연구에서는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200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패널조사 설문지
의 7개 문항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수준을 측정하였다. 휴대전화의존 문항은 ‘휴대
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심리정서적 변인

(1) 주의집중부족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7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의집중부족 문항은 ‘문제를 풀 때 끝까
지 읽지 않는 편이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
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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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검사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6문항을 사용하였다. 공격성 문항은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
도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 문항은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과 김재환 및 원호택(1983)의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
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및 보완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 문항은 ‘불행하다고 생
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Nagin, 2005)을 실시하였다. 특히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é

é

서 여러 준거가 사용되는데(Muth n & Muth n, 2000)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보적합도 지수
(imformation index)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SA-BIC(Sample-sized-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Aclove,

1987)를

사용하였다.

둘째,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서는

LMR_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잠재집

단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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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하위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Entropy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는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값으로, 0.0에서 1.0의 범위를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
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기준들만으로는 집단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들 기준과 함께 집단별 사례수의 비
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Jung과 Wickrama(2008)는 전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을 그 기준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밝혀진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예
측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 정도
가 낮은 시불변 변수로서 2, 3, 4차 점수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휴대전화의존 변수는 시간의존
적 변수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시변 변수로서 1차에서 4차까지 각 시점의 점수를 사
용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특히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살펴보면, 모두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개별 변수의 정상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왜도<2, 첨도<4이면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Hong, Malik, & Lee, 2003).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든 변수들은 모두 유의

한 상관 관계(p<.01)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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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주요변수 기술통계 결과

1차
휴대전화의존

2차
휴대전화의존

3차
휴대전화의존

4차
휴대전화의존

평균

14.44

16.21

16.90

16.76

표준편차

4.65

5.23

5.05

4.75

왜도

.48

.24

.08

.16

첨도

.22

.45

.28

.13

2차
주의
집중
부족

3차
주의
집중
부족

4차
주의
집중
부족

주의
집중
부족
평균

2차
공격성

3차
공격성

4차
공격성

공격성
평균

평균

16.72

16.63

16.09

16.48

12.77

12.92

12.08

12.59

표준편차

3.63

3.98

3.43

2.96

3.44

3.57

3.18

2.88

왜도

.01

-.02

-.23

.11

.11

-.02

.04

.00

첨도

.64

.37

.11

.40

.11

-.13

-.44

.22

2차
사회적
위축

3차
사회적
위축

4차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
평균

2차
우울

3차
우울

4차
우울

우울
평균

평균

11.16

11.31

11.19

11.22

19.20

19.87

18.89

19.32

표준편차

3.53

3.70

3.47

2.88

6.09

6.27

5.61

4.79

왜도

.09

-.05

-.06

.07

.25

.20

.17

.18

첨도

-.46

-.57

-.46

.34

-.42

-.37

-.46

.29

사회적
위축

우울

표

<

3차
휴대전화
의존

2>

변수간 상관관계

2차
휴대전화
의존

2

1차
휴대전화
의존
.530**

4차
휴대전화
의존

3

.466**

.549**

4

.379**

.414**

.503**

5

.235**

.244**

.300**

.294**

6

**

.275

**

.307

**

.345

.326**

.594**

7

.085**

.073**

.120**

.131**

.292**

.313**

8

.255**

.260**

.296**

.294**

.393**

.575**

주의집중
부족

공격성

.566**

주. ** p < .01, * p <. 05, 1. 1차 휴대전화의존 2. 2차 휴대전화의존 3. 3차 휴대전화의존 4. 4차 휴대전화의존
5. 주의집중부족 6. 공격성 7. 사회적 위축 8.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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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전화의존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확인
1)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 수 결정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SSA_BIC, Entropy 지수,
LMR_LRT의 p-value값 및 전체 사례의 5% 미만 집단수를 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휴대

전화의존의 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IC, BIC, SSA_BIC 값의
변화 그래프(그림 2)를 살펴보면, BIC는 3집단이, AIC와 SSA_BIC는 5집단의 값이 가장 낮아 3집
단과 5집단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Entropy 지수는 5집단으로 갈수록 점점 1.0에 가
까워져서 다른 집단에 비해 5집단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LMR_LRT의 p-value값을 살펴보면 2집단과 3집단이 각각 .000, .002로 나타나 p<.05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사례의 5% 미만 집단수 역시 2집단과 3집단이 0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기준, 즉 AIC,
BIC, SSA_BIC, Entropy지수, 전체 사례의 5% 미만 집단수를 모두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휴대

전화의존의 잠재집단은 최종 3개 집단이 적합한 것으로 최종 선택하였다.
표

<

AIC
BIC
SSA_BIC
Entropy
LMR_LRT
LMR_LRT p-value
전체사례의 5%미만 집단수

그림

[

2]

3>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 수 결정

2
40466.603
40532.239
40494.116
0.615
71.003
0.000
0

3
40441.295
40523.340
40475.686
0.650
29.971
0.002
0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 수에 따른

4
40434.652
40533.106
40475.921
0.704
12.103
0.484
1

AIC, BIC, SSA_BIC

5
40425.243
40540.106
40473.391
0.735
14.750
0.145
2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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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된 잠재집단의 집단별 특성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각 잠재집단 변화함수는 표 4와 같으며, 그 변화양상은 그림 3과
같다.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에 따른 각 잠재집단은 초기치와 그 변화율에 있어서 뚜렷한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집단 1은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며 변화율에 있어서도 소폭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므로 중간수준 집단(43.4%)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초기치는 낮으나 3년간 꾸준히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저수준증가 집단(45.4%)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초기치는 높으나 3년
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고수준감소 집단(11.2%)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집단 중에
서 저수준증가 집단과 중간수준 집단은 각각 40%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수
준감소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었다.
표

<

4>

휴대전화의존의 잠재집단 명칭, 초기치, 변화율 및 전체집단에서의 비율
초기치(s.e)

잠재집단
집단 1

***

중간수준 집단

16.450(.317)

***

집단 2

저수준증가 집단

11.110(.256)

집단 3

고수준감소 집단

22.853(.373)***

주:

변화율(s.e)
***

.430(.111)

***

1.630(.082)

-1.044(.199)***

비율(%)
761(43.4)
796(45.4)
197(11.2)

***

p < .001

그림

[

3]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별 변화양상

3. 휴대전화의존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영향 요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류에 있어서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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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우울의 심리정서적 변인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분류에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만이 영향
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즉 사회적으로 덜 위축될수록
중간수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중간수
준 집단보다 저수준증가 집단에, 고수준감소 집단보다 중간수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즉 사회적으로 덜 위축될수록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고
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우울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종합하면,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록 중간수준 집단이나 저수
준증가 집단보다 오히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중간수준 집단에, 저수준증가 집단이나 중간수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
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

비교집단

저수준증가 집단

고수준감소 집단

고수준감소 집단

주:

기준집단

중간수준 집단

중간수준 집단

저수준증가
집단

5>

휴대전화의존 잠재집단 영향변인
변인

계수

표준오차

t

주의집중부족

-0.010

0.031

-0.313

공격성

0.003

0.044

0.072

사회적 위축

0.025

0.042

0.594

우울

-0.089

0.031

-2.887**

주의집중부족

0.041

0.057

0.728

공격성

0.134

0.070

1.921

사회적 위축

-0.210

0.066

-3.198***

우울

0.093

0.036

2.618**

주의집중부족

0.051

0.062

0.822

공격성

0.130

0.081

1.602

사회적 위축

-0.235

0.077

-3.059**

우울

0.182

0.042

4.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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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논의 및 결론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특성과 휴대전화의 이동성, 개별성, 융합성 등의 특
성이 맞물려 그들의 심리적 ․ 사회적 ․ 학습적 측면에서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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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와 차별적 개입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휴
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 특히 전체 집단내의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가진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성장모형분석(LCGA)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의 종단적 변화내 다른 변화양상을 가진 집단유형을 파악하고 각 집단유형에 영향을 주는 심리
정서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잠재집단성장모형 분석결과,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있어서 각각 단일한 변화양
상을 가지는 하나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차별적이고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가지는 세 개의 잠재집
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기치가 중간 수준이며 변화율에 있어서도 소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중간수준 집단(43.4%), 초기치는 낮으나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저수준증가 집단(45.4%), 초기치는 높으나 3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고수준감소 집단(11.2%)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있어서는 저수준증가
집단과 중간수준 집단이 큰 비중(약 8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경향이 평균적으로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서
도 4차년도에 이르면 세 집단이 중간수준으로 수렴 또는 평균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시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 평균적인 수준에서 하나의 문화소통의 수단으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휴대전화로 매개되는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단순
히 통화와 문자가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의 기능의 확장성과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하나의 종합적 문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어 청소년들 간의 필요를 점
점 충족시켜 주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노석준, 2013; 하문선, 2013). 휴대전화의존의
종단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으나,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휴대
전화의 중독적 사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그 중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는(김병년, 2013; 장상필, 김지일, 2013; 장성화, 박영진, 2013; 전상민, 2014) 연구 결과와 일정
부분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전화의존 수준의 구분에 있어서 청소년의 어떠한 심리정서적 특성들이 영
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아야 이에 대한 구체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
존의 변화에 있어서 주의집중부족,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심리정서적 요인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집단분류에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을수
록 오히려 중간수준 집단이나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 집단보다 중간수준 집단에, 저수준증가 집단이나 중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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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집단보다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심리정서적 변인보
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 수준이 휴대전화의존의 변화 양상에 따른 집단 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기보
다 적극적인 특성을 보유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심
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명백히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다는 대다수의 연구결과와는
일정 부분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이 매체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울한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존 수
준이 높으며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송은주, 2006; Ha et al., 2008; Young
& Rogers, 1998)와 일관된 결과이다. 반면, 위축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취약하며(Sadava & Thompson, 1986), 소극적인 개인이 휴대전화 등의 의사소통 매체를
더 이용하게 된다는 견해(Peter & Valkenburg, 2006)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오프라인에
서 대인관계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상호작용을 수
행하고(Rettie, 2008), 사회적 위축이 휴대전화중독에 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위축 정
도가 오히려 낮을수록 휴대전화중독 수준이 더 높으며(손신영, 2013) 적극적 대인관계유형에서
도 휴대전화중독이 나타난다는 보고(구현영, 박현숙, 2010)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는 휴대전화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또래소속감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정도
가 더 높으며(양심영, 박영선, 2005)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자아표현의 수단
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결과(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2002)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위축되
어 있는 경우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의 경우 더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
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심리정서적 특성 각각에 따라 휴대전화의존 유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휴대전화의존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동질한 한 집단이라는 연구결과들 혹은 단
순히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며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의존 등의 매체 중독
에 취약할 것이라는 결과들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 전체를 대상으
로 하는 휴대전화의존 관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들은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자들은 이에 유의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휴대전화의존 유
형에 대한 정확한 차별적 진단을 통하여 상담적 혹은 교육적인 차별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수준감소 집단의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기 조절
및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
이지만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또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경향을 보
일 수 있어 대인관계에서 친밀도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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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 위한 상담과 교육에서는 대인관계의 특성과 질에 대해 살펴보고 관계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간수준 집단의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도 다소 우울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학생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선 면대면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소통을 통하여 심리정서적으로 보다 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수준증가 집단은 심리정서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안정적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청소년들이 속해 있으나 점점 휴대
전화의존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집단이므로 휴대전화를 보다 유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
로 또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이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특성이 휴대전화의존과 강력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 추이를 종단적으로 살펴
보았다는데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질적
인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집단에 따라 휴대전화의존의 초기
수준과 변화 정도에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
는 신체적 ․ 심리적 ․ 환경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적응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이한 변화 유형과 심리정서적 특성을 보이
는 하위 집단별로 차별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에서
선정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3년간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에 대해서만 연구하였으므로 청소
년 전체 집단에 적용하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 범위의 다양화 및 집단 비교 연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능력, 부모양육태도 등 다른 개
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이들의 시간변동적(time-variant)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국내에서는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여성가족부, 2012) 스마
트폰에 탑제된 다양한 기능들은 기존의 피쳐폰과는 사용영역과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패널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없어 연구변인의 사용에
있어서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체의 활용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
기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양상에 따라 다양한 잠재집단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구분에 영향
을 미치는 심리정서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휴대전화와 관련된 종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적응문제에 대한 개입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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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tent Classes Depending on Trajectories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Its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amongst Adolescence*
1)

Ha, mun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depending on trajectories of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st adolescence and to test the effects of lack of attention,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on determining the
latent clas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bile phone dependency have three types of latent
classes. The latent classes were defined as a middle-level group(43.4%), a low-level increasing
group(45.4%) and a high-level decreasing group(11.2%). Also,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ed on determining the latent classes.
That is, it was found that the lower social withdrawal level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level decreasing group and the higher depression level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middle-level group or the high-level decreasing group.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enrich future research into counseling and education of adolescence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strategies and intervention of counseling. Bot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mobile phone dependency, attention, aggression,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 This study is the amended version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2014 4th Korea Child Youth panel
Conference'.
**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Hongik University lectur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