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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veloped th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of smartphone overuse for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and testified its outcome. Finally the 4-session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smartphone overuse was developed. 

1st session was composed of psychoeducation about smartphone overuse and its side effect by quiz question. 2nd 

session smartphone addiction and brain change, 3rd session motivational enhancement program for smartphone 

overuse, 4th session cognitive behavioral program for it. The outcome was testified by internet addiction scale,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school adaptation scale for 2 classes of middle school students(experimental and 

control class). 2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martphone addiction total score and cyberworld orientation 

of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i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ed. The difficulty of daily living and abstinence 

symptom due to smartphone overuse of them tended to reduce. Second, internet addiction total and all subscores 

of them were not changed. Third, class adaptation of th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and school 

adaptation total score and teacher adaptation of them tended to increase. Its meaning, implication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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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인에게 휴 폰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될 만큼 크게 향을 미

치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보 되면서 

스마트폰은 ‘한 손의 인터넷’이라고 불릴 만큼 많

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기능 

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012년 방송통신 원회

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09년 아이

폰 출시 때 7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3,200

만 명으로 무려 41배 이상 증하 다. 한 신규 

스마트폰 이용자의 연령은 12～19세가 24.6%로 가

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Griffths[28]는 마약이나 알콜같은 물질(substance)

뿐 아니라 도박, 과식, 성행 , 운동, TV  컴퓨터 

게임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이 독될 수 있다고 주

장하 다. 이러한 과학기술 독(technological ad-

diction) 상은 사람과 기계간의 비화학  독으

로서 수동 , 능동  양상을 모두 띄고 있어 독

 경향을 진한다고 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가

상공간에서 경험되는 자아의식과 자기정체감의 변

화, 성취감, 자기효능감  스트 스 해소 등은 매

우 큰 유혹이자 유인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

트폰은 Beale[26]이 지 한 로 사회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을 지원하는 매체로서 모바일 기

술의 발달, 통신기술의 발달, 다양한 콘텐츠의 개

발이 응용된  문명의 첨단에 서있는 기기로서 

향후 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사회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필연 으

로 다양한 IT 기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에

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은  사회에서 흔

한 상이 되었고, 그 가능성 역시 항상 열려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  흐름에 해 과도하

게 비 이고 강압 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첨

단 IT 기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과학기술을 

히 활용하면서도 독이나 과다사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면역력을 갖

추게 하는 것이 우리시 의 매우 요하고 시 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 본 연구도 이러한 

첨단 IT 시 ,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변되는 

사회  흐름과 향에 어떻게 심리학 으로 효과

으로 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연구

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폭발 인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을 통한 즉각 인 욕구만족  스트 스 

해소 이외에도, 스마트폰이 자기 표 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래만의 문화 공간의 부족함을 보충하

고 충족시켜주는 범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20]. 청소년기는 신체 , 

인지 , 정서 으로 격한 발달  변화가 일어나

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자아정체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옳고 그름에 한 단력이 부족하

면서도 학업에 열 하고 미래를 비해야 하는 

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의 

요한 기 를 마련하는 청소년 시기에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은 청소년에게 매우 치명 이고 

범 한 피해를  수 있다[4, 5].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꾸 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스마트폰 독이나 과

다사용에 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스마트폰 사

용 이 에는 주로 휴 폰 독에 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일반 으로 휴 폰 독 청소년은 자기

개념이 낮고, 인 계와 문제해결력에도 취약한 

특성을 보이며, 애착 계에 있어서도 애착의존과 

불안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

[19]. 한 휴 폰 독의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충동성과 우울성이 높았다[10, 13]. 한 휴

폰 독 청소년은 휴 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과 조함을 경험하며, 휴 화가 울릴 것 

같은 심한 단증상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23]. 

한 청소년의 휴 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부모-자녀 계,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식, 애착, 

친구 계, 학업성취도와 같은 사회  요인과 충동

성, 우울, 외로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자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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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스트 스와 같은 개인 심리  요인 등이 지

되었다. 이러한 사회 , 심리  요인이 부정 이

고 불안정할수록 휴 폰 사용이 더욱 증가한다[2]. 

스마트폰과 휴 폰 독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많이 있다. 스마트폰은 휴 폰의 기능

에 더해 인터넷과 컴퓨터의 기능과 이동기능(mo-

bile phone)이 추가되었으므로, 그 과다사용이나 

독  양상이 기존의 핸드폰과는 상당히 다르다. 

한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은 휴 폰 독

과 인터넷 독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고 만성

이며, 개입(intervention)도 보다 장기 이고 구조

화되고 보다 다양한 심리 , 사회 , 환경  개입

방법을 사용해야 어느 정도의 치료효과를 거둘 것

으로 상된다. 향후에도 이 상을 확인하고 규

명하는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5].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에 한 정의는 아

직 구체 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독에 한 선행연구[37]와 최근의 연구

경향을 참고해서 단순한 스마트폰 사용이 아닌 스

마트폰 사용에 한 갈망(craving)과 욕구(desire)

가 만성 으로 존재하고, 단(abstinence symp-

tom)과 내성(tolerance) 증상이 뚜렷한 일탈  상

태를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이라고 규정했다. 

방송통신 원회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2012년 만 

12∼59세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상으로 이

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7.4%가 특별한 이유가 없

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34.2%가 스마트폰이 없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발표한 바 있

다[11]. 

재 국내에서는 학부모를 한 스마트폰 방

교육 로그램이 있을 뿐 아동․청소년을 한 스

마트폰 방교육 로그램은 무한 실정이다[8]. 

본 연구에서는 학교 청소년을 한 스마트폰 과

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고, 

이 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에 

한 면역력을 키우고 건 한 사용방법을 학습하도

록 했으며, 향후 실제 이고 체계 인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의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 다. 

2. 스마트폰 독과 과다사용 

일반 으로 독(addiction)이나 과다사용(over-

use)은 어떤 특정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쾌

락  만족감을 얻기 해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한 정상 인 생활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

서 독 인 물질이나 행동 없이는 불가능한 어떤 

특별한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상태를 의

미한다[31]. 스마트폰은 인터넷 이용의 증가, 정보

공유 활동 증가, 학업 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 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 업무, 학업 등에

서 심각한 부작용과 부정  향을 주는 것도 사

실이다[15].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에도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이 심할수록 일

상  스트 스와 충동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은 성장기의 청소년

에게 치명 인 부정  향을  수 있다. 과다한 

인터넷 사용은 인간 직 인 사회활동을 인터

넷을 통한 활동으로 치해서 사회  참여를 감소

시키며, 심리  안녕을 하여 우울증. 동기

하, 낮은 자존감, 인정욕구, 거 에 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36]. 한 스마트폰의 부정 인 측면인 

정상  언어 괴, 음란물 근, 폭력  게임의 과

다 사용, 도찰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등을 

꼽을 수 있다[2].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은 청소

년이 스마트폰에 몰입되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과 직  만나 화하는 시간이 어져서 인

계 형성과 발달에 큰 장애를 받게 된다는 것이

다[24].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주요한 

과업인 교과학습과 집 도 매우 큰 장애를 받게 

된다[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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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 
개발과정과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 청

소년을 이외에 일반 청소년을 포함해서 학  단

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고자 했다. 최근의 정신건

강 연구에서 치료나 상담도 요하지만, 질병이나 

문제행동이 생기기 이 에 미리 방(prevention)

하는 것이 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독이나 

과다사용에 있어서도 사  방이 요하며, 독

의 정도가 심하거나 자기 통제력이 심하게 손상되

기 에 미리 방을 하는 것이 정신 , 신체  건

강을 지키기 한 가장 효과 이고 기본 인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한 방을 한 사  개입은 

치료  개입에 비해 치료  효과나 비용 감 효과

가 상 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다[9, 12].

본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의 토

가 되는 심리학  이론과 방교육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본 방교육 로그램은 생물심리학  

이론에 기 하고 있다. 독이나 과다사용에 있어 

뇌의 신경생물학  과정과 보상회로(reward cir-

cuit)에 한 연구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이나 과다사용에 있어 뇌의 기본  기제와 뇌

에 미치는 부정  향에 해 교육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방교육에 있어 매우 요하고 

기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34]. 본 로그램의 

2회기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독  특성과 뇌에 

미치는 부정  향에 한 정보제공과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25]. 

둘째, 본 방교육 로그램은 최근 소개되고 있

는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Enhancement Inter-

view)을 활용하고 있다. 동기강화상담이 강조하는 상

담정신은 동정신과 유발성, 자율성이다. 무엇보

다 내담자의 을 존 하며 내담자의 느낌, , 

인생목표, 가치 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변화 동기

를 강화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진한다. 동기강화상담은 청소년으

로 하여  독행동에 한 내인성을 키우게 하고, 

실제 독행동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33]. 본 로그램의 3회기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의 부정  향에 해 효율 으로 처하도록 동

기강화상담의 기본기법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4]. 

셋째, 본 방교육 로그램은 독분야의 치료

 개입과 방을 해 재 많이 쓰이고 있는 인

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를 활용

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의 목표는 내담자의 인지

변화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양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27]. 인지행동치료는 독을 포함

한 다양한 심리  문제들에 매우 효과 인 개입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왜곡된 인지, 부 한 처 

기술, 우울과 불안, 독이나 과다사용에 해 상

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8]. 본 로그

램의 1회기는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에 한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과정으로서 스마트폰에 한 

일반  상식과 그 부정  효과에 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하도록 구성되었다[17, 32]. 4회기는 스마

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에 한 갈망과 유혹에 

히 처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 기법을 교육하고 

훈련하도록 구성했다[30]<표 1>.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우리나라 학교 청소

년을 한 효과 인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했다. 청소년 상 인터넷이나 스

마트폰 상담이나 개입 로그램 개발 연구는 많지

만,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은 거의 없고, 스

마트폰 과몰입을 방하기 한 소수의 부모교육 

로그램 연구만이 있기 때문이다[8]. 둘째, 본 연

구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 청소년이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에 히 처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시키고자 했다. 셋째, 향

후 효과 인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에 한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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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의 구성

회기 제목 목표 내용

1
스마트폰 

 과다사용이란?

스마트폰에 한 이해와 독의 문제 에 해 

교육한다.

∘스마트폰 독의 제반특성에 한 

이해 검  교육 

2 독과 뇌
스마트폰 독이 뇌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본다.

∘스마트폰 독과 뇌건강 교육 

- 스마트폰의 양면성에 해 복습

- 스마트폰 독과 뇌

3
스마트하게 되기I

(동기강화)

스마트폰 독에서 벗어나기 한 내면의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살펴본다.

∘동기강화기법 연습 

- 공감

- 불일치

- 항함께 구르기

- 자기효능감 지지하기

4
스마트하게 되기II

(인지행동)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갈망에 한 이해와 

처방식에 해 알아본다.

∘인지행동  처 연습

- 갈망이란?

- 처 략에 해 알아본다. 

- 이완  명상

4. 연구방법

4.1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의 구성과 

실시 과정 

본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의 내용의 타당

도를 보장하기 해 1회기는 10년 이상의 청소년 

상담경력을 가진 상담심리학 박사, 2회기는 생물심

리학 박사, 3～4회기는 10년 이상의 청소년 독 

련 임상경력을 가진 임상심리학 박사가 주 연구

진으로서 참여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인터넷 

독과 인터넷게임 독, 휴 폰 독 상담에 한 

선행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스마트폰 과다사

용 방교육 로그램을 구성했다<표 1>. 본 스마

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독이나 과다사용에 한 면역력을 키

우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 목표로 했

다. 본 로그램은 1개 학  단 로 실시해서 반 

체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 다. 학교 

청소년의 경우 래 집단의 향이 매우 큰 시기

이므로, 소수의 인원을 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

도 효과가 있지만 학 단 로 참여하는 방교육

도 매우 효과 일 수 있기 때문이다[16]. 

4.2 상자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 북디지털 산업진흥원으로부

터 의뢰를 받아 2012년도 6월 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약 6개월간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생물심리

학 박사와 련 연구진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

교육 로그램을 개발  구성하 다. 2013년도 3월

에는 J도에 소재한 학교 2학년 2개 학 을 상

으로 본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 사 -사후 효과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18.0 로그램을 활용하

여 빈도분석, t검증, 변량분석 등을 실시하 다

4.3 연구도구 

4.3.1 설문조사 상에 한 기 자료

인터넷 독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가 되는 문항으로 학생용 설문 문항

으로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 장소, 

안활동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 다. 

4.3.2 인터넷 독 자가 진단검사

인터넷 독 자기 진단검사는 간략형 청소년 인

터넷 독 자가진단검사(KS-Ⅱ척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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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22],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

문항, 단 4문항, 내성 4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

하 다. 청소년 자가진단 척도 문항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었다. 

4.3.3 스마트폰 독검사

스마트폰 독검사는 청소년 스마트폰 독 자

가진단 척도를 사용하 으며[21], 일상생활장애 5

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문항, 단 4문항, 내성 4

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자가

진단 척도의 문항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4.3.4 학교 응 검사

학교 응 검사는 김용래[7]가 개발한 학교 응

검사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학교환경 응, 학교

수업 응, 학교친구 응, 학교생활 응의 4가지 하

역을 평가하는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

kert형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아주 

그 다)를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학교

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  역별로 학

교 환경 응와 학교 교사 응은 9 에서 45 의 

수분포를 보이게 되고 학교 수업 응, 학교 친구

응은 8 에서 40 까지의 수분포를 보이며, 

생활 응은 7 에서 35 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

다. 척도의 하 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90이었으며, 체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보통 

수 이었다. 

4.4 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 로그램에 한 

공고를 J도의 교육청과 조해 게시하고, 희망하

는 학교에 해 아래와 같은 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 다. 무선 표집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 

해서만 실시해서 완 실험설계가 아닌 유사실험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라 할 수 있다. 

2012년 6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같이 <표 2>

와 같이 유사실험설계에 따라 상담집단(실험집단)

과 통제집단간 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통제

집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연  회복(natural re-

covery), 성숙(maturation), 요구효과(demanding 

effect)의 향을 배제하기 실험연구의 효과 연구

에서 기본 으로 쓰인다[29].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로그램 효과를 알

아보기 해 상담집단과 통제집단의 인터넷 독

검사, 스마트폰 독검사, 학교 응검사의 사  동

질성 비교를 해서는 t검증(independent t-test), 

사 -사후 차이는 반복측정 다변량분석(Repeated- 

Measure)을 통해 검증했다. 

 

<표 2>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 연구 차 

      검사
 집단

사
로그램
실시 

사후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O1, O3：사 검사(인터넷, 스마트폰, 학교 응).

X：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

O2, O4：사후검사.

5. 연구 결과 

5.1 인구통계학  자료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학교 2학년생으로

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1개 학  40명(남 20명, 여 20명), 참여하지 않은 1

개 학  37명(남 19명, 여 18명)으로 총 77명(남 39

명, 여 38명)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39

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 28명(36.4%), 

‘매우 만족’ 7명(9.1%), ‘불만족’ 3명(3.9%) 등의 순

이었다. 재 사용 인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6개

월～1년 미만’이 2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1 

～6개월 미만’ 24명(31.2%), ‘1년～2년 미만’ 15명

(19.5%), ‘2년～3년 미만’ 8명(10.4%), 3년 이상 5

명(6.5%) 등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을 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 개발  비효과연구    313

시간은 ‘2시간～3시간 미만’이 19명(24.7%)으로 가

장 많았고, ‘1시간～2시간 미만’과 ‘3시간～4시간 

미만’ 각각 16명(20.8%), ‘1시간 미만’ 12명(15.6%), 

‘4시간～6시간 미만’ 6명(7.8%), ‘6시간 이상’ 3명

(3.9%), 무응답 5명(6.5%)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

이션을 해서’가 30명(39.0%)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유행이어서’ 21명(27.3%), ‘뉴스 등 정보검색’ 

15명(19.5%), ‘업무  학업도움’ 5명(6.5%), 무응

답 6명(7.8%)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기능은 ‘카카오톡 등 SNS’가 32명(41.6%)

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 등 취미오락’ 19명(24.7%), 

‘음악/ 화 감상  DMB 시청’ 8명(10.4%), ‘인터넷 

정보검색’ 7명(9.1%), ‘음성통화’ 4명(5.2%), ‘문자메

시지’ 3명(3.9%), 무응답 4명(5.2%) 등의 순이었다. 

5.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에 참

여한 1개 학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1개 학

(통제집단)의 스마트폰 독 척도, 인터넷 독 

척도, 학교 응 척도 비교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스마트폰 독(t = 2.00, p = .15), 인터넷 

독(t = 0.69, p = .48), 학교 응(t = 0.48, p = .63)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방교

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 사  동질성이 검증되었다<표 3>.

<표 3> 집단 간 사  동질성 검증

       집단
 척도

상담집단
(n = 40)

통제집단
(n = 37)

t

스마트폰 독 28.00(9.53) 29.11(10.48) 2.00

인터넷 독 25.40(8.99) 24.57(7.93) 0.69

학교 응 119.28(26.11) 122.22(25.59) 0.48

5.3 방교육 로그램 효과 

5.3.1 스마트폰 독(과다사용) 

본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 사 -사후 스마트

폰 독 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이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

해, 사후 스마트폰 독 총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이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의 사후 가상세계 지향(2요인)이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감소했고, 내성(4요인) 역시 감소하는 경향

을 보 다. 결국 본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독

이나 과다사용 정도가 반 으로 감소했고, 특히 

가상세계 지향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표 4>.

<표 4> 집단 간 사 -사후 스마트폰 독 

    집단
 척도

실험집단(40) 통제집단(37) 집단×시기

사 사후 사 사후 F

1요인

(일상장애)

10.33

(3.81)

10.49

(4.10)

 9.46

(4.74)

10.78

(4.10)

1.96

 

2요인
(가상지향)

3.02
(1.30)

2.79 
(1.52)

 3.28
(1.38)

3.65 
(1.58)

 4.32
*

3요인

( 단)

6.86

(2.71)

6.44

(3.40)

7.31

(3.06)

7.80

(3.08)

 2.30

 

4요인

(내성)

7.77

(2.87)

7.07

(3.48)

8.02

(3.07)

8.42

(2.80)
 3.27

+

체
28.00
(9.53)

25.77
(12.81)

29.11
(10.48)

30.67
(10.04)

 3.14
+
 

+
 p < .10, 

*
 p < .05, 

**
 p < .05.

5.3.2 인터넷 독(과다사용)

본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 사 -사후 인

터넷 독 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 인터넷 

독 총 과 하 요인이 사 에 비해 사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5.3.3 학교 응 

본 스마트폰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 사 -사후 학교 응을 비

교했다. 그 결과 본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후 학교 응 



314 김명식․최은미․이신후․배재홍

 <표 5> 집단 간 사 -사후 인터넷 독

 집단
척도

실험집단(40) 통제집단(37) 집단×시기

사 사후 사 사후 F

1요인
(일상장애)

8.58
(2.98)

8.34
(2.76)

8.26
(2.67)

8.58
(3.13)

.51

2요인
(가상지향)

6.96
(2.68)

6.99
(2.62)

7.38
(2.28)

7.04
(2.66)

.48

3요인
( 단)

6.43
(2.62)

6.30
(2.39)

7.13
(2.32)

6.67
(2.55)

.41

4요인
(내성)

6.96
(2.68)

6.99
(2.62)

7.38
(2.28)

7.04
(2.66)

.48

체
25.40
(8.99)

27.30
(7.61)

24.57
(7.93)

25.70
(9.00)

.19

척도의 2요인(수업 응)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체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결국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

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수업 응이 정 으로 

변화했고, 반 인 학교 응도 정 으로 변화

하는 경향을 보 다고 할 수 있다<표 6>.

<표 6> 집단 간 사 -사후 학교 응 

 집단
척도

실험집단(40) 통제집단(37) 집단×시간

사 사후 사  사후 F

1요인
(환경)

29.85
(7.91)

29.33
(9.40)

30.77
(6.90)

26.62
(5.88)

2.19

2요인
(수업)

21.78
(5.53)

23.47
(7.68)

22.68
(5.92)

20.42
(6.50)

3.93
*

3요인
(친구)

20.69
(5.42) 

21.54
(5.57) 

21.34
(5.12)

20.00
(3.70) 

2.08

4요인
(생활)

19.02
(3.18)

18.14
(5.21)

18.65
(3.73)

17.31
(2.56)

.12

체
119.28
(26.11)

121.97
(32.54)

122.22
(25.59) 

110.08
(19.01) 

3.10
+

+ p < .10, * p < .05.

6. 결 론

6.1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학생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이나 과다사용을 감소시키고 조 하는 능력을 증

진시키기 해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검증을 실시하 다. 이를 

해 국내․외의 련 연구들을 참고해서 3명의 

문가가 함께 총 4회기의 방교육 로그램을 

구성했다. 1회기는 OT  심리교육, 2회기는 스마

트폰 독과 뇌, 3회기는 동기강화 기법 교육, 4회

기는 인지행동  기법 교육으로 구성하 다. 한 

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기 해 인터넷 독, 스마트폰 독, 학

교 응 척도를 사용했다.

연구결과 첫째, 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후 스마트폰 가상세계 지향이 감소했고, 

내성과 체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본 

방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사

용으로 인한 부작용  하나인인 가상세계지향이 

상당이 감소했고, 내성과 반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둘째, 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간 사후 인

터넷 독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이 스마

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후 학교 응 하

요인인 수업 응이 증가했고, 체 학교 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본 방 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의 수업 응이 상당이 좋아졌고, 반  

학교 응도 상당히 정 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교육 로그램 

실시 결과 참가한 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이 반 으로 정 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가상

세계 지향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인 효과가 인터넷 사용에는 큰 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학교수업과 반 인 학교 응은 

정 으로 변화되었다. 일반 으로 학 단 로 하

는 방교육은 소수가 참여하는 집단 상담에 비해 

교육이나 훈련 효과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  단 로 하는 방교육은 반 체 학

생을 상으로 하므로 유용한 정보를 반 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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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공유할 수 있고, 교육받는 학생간의 유 감

을 증진시키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단체에 

한 친 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꾸 히 개

발  실시되어야 할 것 같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교육에 참가한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에 비

해 스마트폰 사용 이외에도 반  학교 응, 수

업 응이 정 으로 변화된 것은 선행 연구와 상

당히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6, 17].

본 스마트폰 과다사용 방 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의 인터넷 독 수의 사후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로그램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한 교육이고, 4회기의 짧은 교육시간, 그

리고 학 단 로 실시됨으로써 인터넷 사용 고

험군이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은 상당히 상 계

가 높고 상호 긴 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1, 5, 12], 향후 스마트폰 방교육과 

상담 로그램 개발과 실시과정에서 인터넷 사용

의 정도와 성향의 변화에 한 연구는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진다. 

6.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안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

구의 의의로서 본 연구가 스마트폰 독 련 심

리상담 문가들을 통해 비교  타당도 높은 충실

한 내용의 로그램을 구성하려고 시도하 다는 

이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에게 용하면서 거

쳐야 하는 피드백과 교정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 

향후 여러 청소년에게 본 로그램을 실시하여 충

분한 확인과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둘째, 본 로그램의 실시와 효과검증이 J도의 1개 

학 의 학교 2학년생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체 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다수의 학생 집단을 

상으로 효과검증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 방교육 로그램은 학교에서 실시하므

로 학교사정 상 4회기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에게 최 한 흥미와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로그램 요소들을 규명해서 포함시키려 노력했다. 

한 본 연구가 인지행동(CBT)와 동기강화(MI)

로그램을 결합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정에 맞

는 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고, 나아가 

그 통계 , 실증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마

트폰 방교육 로그램도 이 이론  맥락에서 보

다 체계화, 정교화될 것으로 상된다.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스마트폰, 인터넷, 트

터 등 SNS가 의사소통의 세를 이루고 있다. 이

러한 실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정 으로 작

용할 수도 있지만, 치명 인 해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이 스마트폰 독과 

과다사용에 해 강한 내인성과 건 한 가치 을 

갖출 수 있도록 주변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효과 인 심리사회  개입과 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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