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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앱과 관리자 웹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이전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던 ‘화면 켠 횟수’, ‘실사용시간-인지사용시간’ 변수를 

분석할 있도록 적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간, 사용량, 사용 앱, 화면 잠금을 해제한 횟수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앱을 개발한다. 관리자 웹은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다. 앱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에 전송한 후, 시각화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 사용한다. 향후 데이터 수집과 사용 목적에 동의한 사용자를 모집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마트폰 

사용 패턴, 데이터마이닝, 중독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스마트

폰 중독 진단이 가능해질 것과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 치료방안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스마트폰 중독(Smartphone Addiction), 앱(App), 빅데이터(Bigdata),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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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폰 중독은 우리 사회가 유비쿼터스 시대[1]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서 대두되어왔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정보화 

사회의 발전 양상과 스마트폰 중독은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편의 및 취향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상호 작용 및 피드백이 용의하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는 더욱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의존하게 되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금단 현상을 겪는 것을 스마트폰 중독이라 한다[2].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들과 성인들 모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3], 우울, 불안, 수면 장애 심리적 건강문제와 손목터널 

증후군, 거북목 현상 등 신체적 질병을 야기하고 있고[4], 스마트폰 

사용량이나 시간이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중독 문제를 접근해야 할 때다.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피하다. 생활에 대한 검색, 교통, 

금융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어플의 개발로 우리의 일상엔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습, 업무, 회의, 

교육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스마트폰 앱이 제공하는 생활편의 

지원 범위는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시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단순히 스마트폰의 절대적 사용시간이 많은 것은 중독의 

지표가 되기에 무리가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스마트폰 중독”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자체 제작한 스마트

폰 사용 기록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스마트폰 중독 여부 측정방법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 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5].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경우 적은 비용으

로도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일회성의 설문조사 방식은 응답자의 지각편향과 의도적 조작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로는 m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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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2018)[6]의 연구에서 사용시간이 많은 사용자보다 ‘화면 켠 횟수’

와, ‘실사용시간-인지사용시간’의 변수가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앱을 개발하지 않고 제공되는 앱을 

사용함으로써 일일이 사용자의 화면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값을 가져와

야하는 어려움으로 많은 사용자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용진외(2014)[7]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앱을 개발하였

으나 사용자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의 상황추론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어 연구자의 분석용 데이터 수집 앱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 앱과 관리자 웹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사용앱, 애플의 스크린 

타임 기능, 상용 스마트폰 사용 앱의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기능만을 본 연구의 어플에 넣을 것이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던 ‘화면 켠 횟수’, ‘실사용시간-인지사용시간’ 변수

를 분석할 있도록 적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간, 사용량, 사용 앱, 

화면 잠금을 해제한 횟수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앱을 

개발한다. 관리자 웹은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다. 앱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에 전송한 후, 시각화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무의식중에 사용되는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문제적 

행동의 패턴을 유추하거나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사용자에게 사용시간

을 알리는 기능 등을 고안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문제이다. 이는 앱을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보 저장 및 활용 기한의 정확하

게 알려주어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차후 분석할 정도로 데이터수집이 이루어지면 사용자 

패턴분석, 데이터마이닝 등에 분석하여 다양한 결과를 내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스마트폰 중독 진단이 가능해질 것과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 치료방안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앱과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의 웹을 

구현하였다.

1. 시스템 구현 환경

본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웹을 기반으로 하여 JAVA, 자바스크립트, 

C#, AWS(Amazon Web Services)서버를 이용하여 웹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데이터

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였으며, 안드로이드에 맞는 애플리케이션

을 구현하였다.

2. 시스템 구현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 수집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간단히 DB서버와 자원을 주고

받는 형태로 사용하였다. REST는 자원을 각 이름으로 구분하여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모든 것을 뜻한다. REST의 경우 HTTP 

Method(POST, GET, DELETE, PUT)를 이용하여 해당 자원에 

대한 조작을 요청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와 통신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

Fig. 1. System structure

3. 데이터베이스 설계

본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ER다이어그램은 Fig. 

2와 같다. data_usage 테이블은 사용자의 데이터로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카테고리, 사용한 애플리

케이션, 사용자의 핸드폰 번호, 데이터 사용 일시, 화면이 켜져 있던 

시간 등이 있다. 기본 키는 id이며 id는 전화번호로 설정할 수 있다. 

app 테이블은 측정된 앱의 종류를 저장하는 테이블로 사용자의 로그인 

id,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카테고리,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구성되

어 있다. 기본 키는 id이다. screen 테이블은 화면을 켜고 있었던 

시간을 저장하는 테이블로 화면을 켠 횟수, 켜진 날짜, 화면을 지속한 

시간이다. 기본 키는 id이다. user 테이블은 사용자 정보만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전화번호, 이름, 마지막 접속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키는 id이다.

Fig. 2. Database schema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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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ystem configuration for application administrators

4.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성도

안드로이드 기반의 사용자 앱의 사용기록 측정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흐름도는 Fig. 3과 같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자동으로 수집되고 해당 정보들을 사용자가 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할 경우 사용자 정보 권한 동의를 받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화번호로 사용자 등록을 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측정된 정보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여 REST API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서론에서 이야기한 문제점인 스마트폰 

중독의 정확한 기준점을 찾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Fig. 3. Application usage and exit flow chart

5.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화면

웹 기반의 사용자 앱 사용기록 측정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시스템의 

구성은 Fig. 4와 같다.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리스트 형식과 차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데이터들을 기간 및 시간별로 구별하여 

볼 수 있으며 일별·주별·월별, 각 네트워크 사용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 분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한다. 특정 사용자를 검색하여 측정할 수 있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자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 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앱이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연구자들

이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없는 불편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각자의 사용자들에게 사용된 앱의 화면 캡쳐를 받아서 수작업으로 

사용자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는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용자는 데이터 수집 량을 

보고 자신이 직접 스마트폰의 설정을 바꿔 알림을 주거나 스마트폰이 

잠기는 설정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예상과 달리 스마트폰 중독자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앱과 웹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일부 사용자에게 테스트용으로 실행을 해보았으나 몇 가지 문제점

을 발견하였다. 첫째,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지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기록을 공개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디로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한 점이다.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한 이유는 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

지만 향후 분석 변수로 학업성적, 학업 패턴 등이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향후 수정된 시스템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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