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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가족기능성과 스마트폰 독이 학교 응 유연성에 미치는 향과 스마트폰 독이 매개효과

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조사 상자는 부산지역 등 5,6

학년과 학교 1,2,3학년을 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연구결과,가족기능성은 스마트폰 독에 부 (-)향을,학교 응 유연성에는 정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스마트폰 독은가족기능성과학교 응유연성간의 계에서부

분매개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연구결과를 심으로청소년스마트폰 독에 한사회

심제고를 한방안과함께스마트폰 독의 방 치료 개입을 한가정 학교에 한개입방안

을 제언하 다.

■ 중심어 :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가족기능성 학교적응유연성 구조방정식 매개효과

Abstract

Thisstudyaimstoexaminetheeffectsofadolescents’familyfunctionandSchooladjustment

resilienceonsmartphoneaddictionthroughverificationusingthestructuralequationmodel.To

attainthegoal,thestudycollecteddatathroughasurveytoelementaryschoolfifthandsixth

gradersandmiddleschoolstudentslivinginBusanduringMarchin2013.Theresultofthis

studyshowsthatfamilyfunctionexertsnegativeeffectsonsmartphoneaddictionandpositive

effectsonschooladjustmentresilience.Andsmartphoneaddictionisfoundtoshow partial

mediatingeffectsintherelationsbetweenfamilyfunctionandschooladjustmentresilience.

Basedontheaboveresultsofthisstudy,thepapersuggestsmeasurestoenhancesocialinterest

inadolescentsmartphoneaddictionandalsomethodstopreventsmartphoneaddictionand

intervenewithfamiliesandschoolsfortherapeutic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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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바일기기의진화로인해이제‘손안의PC’는모든

사람들에게 보편 상이 되고 있다.이로 인해 얼마

까지만해도청소년문제행동 스마트폰 독은세

간의 심 밖이었으나 스마트폰의 격한보 확산으

로 인해 스마트폰 독은 이제 청소년 문제의 새로운

분야로자리매김하 다.여성가족부(2012)의2011청소

년매체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청소년의스마트폰보유

율은 32.6%로 2010년 5.8%보다 약 6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최근의 경기도가 소비자시민

모임 고양지부에 맡겨 2012년 도내 ·고생 1,037명을

상으로스마트폰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 체응답

자의96％가스마트폰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

들학생의하루평균사용시간은1∼3시간이45%로가

장많았고,5시간이상도10%나 다[1].이제청소년에

게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자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잠이드는순간’까지손에서놓을수없는새로운신체

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은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반

드시익 야하는첨단미래기기임에는틀림없으나생

활상의유익함과함께과다사용으로인한여러가지폐

해도 동시에 가져왔다는 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의 2012년 인터넷 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

년의스마트폰 독률은18.4%로인터넷 독률10.7%

보다 높고,성인 스마트폰 독률 9.1%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등학생과 학생의 스마트폰 독 험에

한 사회 심이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은 언제어디서든 인터넷,게임,사용하고자

하는어 리 이션등에쉽게 근할수있는특성으로

인해스마트폰 독은기존의인터넷 독의특성에더

해편리성증 , 근성증 ,사용자 심의다양한앱

활용가능,새로운컨텐츠별 독가능성을훨씬더많

이 가지고 있다[2].스마트폰 기기의 이러한 특성은 청

소년의 발달 특성과 맞물려 부정 향을 수 있

는가능성이크다는 에서우려의목소리가클수밖에

없다.다시 말해 청소년 시기는 정서 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자기표 욕구가 강한 시기로 자신이 갖고싶어

하는 종류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거나원하는앱이나게

임을 다운받아 사용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게다가 래 동조화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특성이 강한 청소년기에는 모두

가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집착하게 되고모바일기

기사용에익숙한세 특성으로인해청소년의스마

트폰 독은 더욱 확 될 것으로 측된다.따라서 청

소년의스마트폰 독에 한학계의 심과연구가활

발하게이루어져야할당 성이그어느때보다도크다

고 할 수 있다.

한편,스마트폰 독의심각성이언론을통해알려지

면서최근스마트폰 독에 한학계의 심이높아지

고있다.최근까지이루어진연구동향을보면스마트폰

독의실태[2]와스마트폰 독으로인한결과[3]에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스마트폰 독 원

인을 개인,가족,학교차원에서 찾고자 한 연구들[4-8]

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이들 연구의 다

수는 두 변인 간의 단순 인과 계를 검증하는 수 에

머물러있는실정이다.그러나청소년의스마트폰 독

은 가족기능성 하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과스마트폰이가진다양한매력으로인한 독 사용

은 학교 응에 어려움을 래할 수 있다는 은 이들

변인에 한구조 탐색이필요함을의미한다.이러한

맥락에서볼때청소년들의주된사회화공간이라고할

수 있는가정과학교체계에서스마트폰 독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들이 가정이나

학교 장에서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의 방 치료

개입에서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조사 상자의스마트폰 독수 은어떠한가?둘

째,가족기능성이학교 응유연성과청소년의스마트

폰 독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셋째,가족기능성

과 학교 응 유연성의 계에서 스마트폰 독은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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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관계

가족기능성이란가족이수행하는역할이나행 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한다.즉,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이나

유지에 향을 주는것으로서 가족구성원간의 계나

가족과환경과의 계가반 된것을의미하며가족

체의안녕을도모하는것을의미한다[9].이러한가족기

능성은 생물 인 측면과 심리 인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생물학 측면에서 가족기능성이란 종족을 유

지시키는것이며,심리 측면에서는가족구성원간상

호작용을 통한 애정 욕구를 충족시키는것을 의미한

다[9].그리고가족구성원은생물학 측면보다심리

측면에 의해 더 많은 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가족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정서 인 상태를 수용하고

이를지지,격려해 때 정 인 가족기능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더 나아가 가족기능성은 가족구

성원뿐 아니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가

족기능성은가족 내에서 뿐아니라사회 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10][11].

가족기능성과 학교 응의 련성을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12-16]은 주로 부모자녀 계 특성과 청소년의

학교 응의 련성에 을 두고 있다.이들 연구는

부모의자녀에 한양육방식,부모와자녀의의사소통

방식,부모자녀 계의질등부모와청소년자녀가어

떠한 계를맺느냐에 따라청소년의 학교 응이차이

가난다고보고하 다. 한청소년이 기사회화과정

에서 가정에서의 한 애정과 문화 혜택,정서

안정을갖지못할때학교나사회에서문제행동을일으

킬소지가많은데이는가족의정서 어려움과 정

상호작용이부재한청소년들이 학교를 더많이 이탈하

는경향이있다는국외연구를통해서도보고된바있다

[17]. 학생을 상으로 가족응집력이 학생활 응

과의 계를보고한연구[18]에서는부모로부터정서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수 이 높은 것으

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들은부모에 한애착정도가

안정 일수록 학교생활 응이 높으며,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한 애착정도가더 많은 향력을 가진다고

보고하 다.Robertson과 Simmons(1989)는 가족의

응력에서 보면 부모들이 체 으로 규칙을 계획하고

합리 인 이유를 제시하며 자녀의 선택에 하여 요

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녀 스스로의 자율성이보장되는

가정환경이 청소년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가족

내의 갈등과 련된 부정 인정서경험을 처리하기

해 극단 인 방법을 사용하는가정에서 자란청소년들

은 사회 응상황에서 정 인 해결능력이 낮다고

보고하 다[19].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가족기능성은

청소년의학교생활 응유연성에 향을미치는주요변

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가족기능성과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계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부 응과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가족요인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

나 부모의 이혼,별거,부재라는 가족의 구조 결손보

다는 부부간의 갈등,가족 간의 불화,강압 인 자녀양

육방식등으로인해 가족기능성이 제 로 작동하지않

는가족의기능결손이더욱 하게 련이있다는연

구들[20][21]이 주목받고 있다.이는 가족의 외형 인

결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계의 질 즉,가족기

능의결손도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는의미이다.특히

기 청소년 시기는 아동에서성인으로 이행하는 환

기로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

고 학업 진학문제에 직면하게 되며,학교환경을 비

롯한 다양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크고 작은

험요소들에 노출된다.여기에 기능 결손이라는

험요소가 더해지게 되면 청소년들은더욱 심각한 심리

부 응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기능은스마트폰을포함한휴 폰 독의선행요

인으로 보고되고 있다.휴 폰 독수 이 높을수록 가

족 계의 질이 낮고[22],휴 폰사용에 해 부모가 싫

어하지만 묵인하는 경우 휴 폰 독이 높은것으로나

타났다[23].가족기능과 휴 폰 스마트폰 독과의

계에서 어머니와의 친 감이 을수록 휴 폰을 강

박 ,쾌락 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커지며[24],부모와

의 의사소통 불안이 스마트폰과다사용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이는 부모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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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방임 양육태도로 인한 가족기능의약화가청소

년의 기본 욕구인 사랑과 인정, 계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부모로부터 충분한 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심리 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회피하고

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몰입할 수 있으며[26-28],

부모와의애착이낮은만큼휴 폰을통해신뢰할만한

애착 상을구하고자 하는것으로이해할수 있으므로

휴 폰 과다사용의원인으로 부모자녀 간 계 결여로

볼 수 있다[29].

이처럼선행연구들은가족기능성의문제는청소년들

로하여 스마트폰을비롯한휴 폰 독에상당한

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해주고 있다.특히

Young(1999)은어떤가족내에서사이버 독으로진단

되는것은인터넷과강박 인사용을하는청소년과

련이 있지만 본질의 문제는 바로 가족 내에 있다는 것

을 지 하 다[30].청소년이 고립감을 느낄 때 사이버

공간에서억압된감정을쏟아낼수있을것이라고하면

서 특히 가족과 사회로부터 냉 받게 되면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사이버공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 다.

따라서 가족기능성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스마트폰중독과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관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 인터넷 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독률은 18.4%

로성인의 독률9.1%에비해두배가넘는것으로나

타났으며,이는 2011년 21.4% 던 스마트폰 보유율이

지난해64.5%로크게증가한것과맥을같이한다고보

고하 다[2].특히스마트폰 독에 한사회 심이

높은것은성인에비해상 으로통제력이부족한청

소년과아동들에게무방비로노출되고있으며,이로인

한 신체 ,정신 ,학업 , 계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등학생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이 학교생활 응

유연성에미치는직 인 계연구[4]에의하면스마

트폰 독은 학교 응유연성의 모든 하 유형인 학교

흥미,학업태도,규범 수,학교 응유연성 체에서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이와 유사한

결과로 황 민(2004)과 김선희(2005)는 휴 폰 독수

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31][32]. 한 학교수업 응에서는 휴 화 독수

이 높을수록수업에 한 집 력과흥미가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휴 폰사용에 한 심을 제시하 다

[33].

같은 맥락에서 학교요인과 SNS이용간의 상 성을

연구한논문에서는[34]청소년의학교공부에 한태도

는SNS의이용시간과사용목 이인맥 리일때 련

성이높은것으로보고하 으며,교우와의 계에 한

태도는SNS이용활동빈도와이용시간과 련이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스

마트폰 독수 이높을경우학교생활 응유연성이낮

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스마트폰 독은 가족기

능성 하의결과로서나타나기도하고,동시에학교

응유연성을 낮추는 원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이로 인해 가족기능성이 학교 응유연

성에 향을 미치는데있어서스마트폰 독이 두 변인

의매개역할을할가능성을추정할수있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 논의를 실증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의모집단은부산지역의 등학생5,6학년과

학생이다. 등학생과 학생을함께표집한이유는

스마트폰 독은 등학생 고학년과 학생 심으로

그심각성이높아지고있다는연구결과[2]와함께신체

성숙의 연령화로인한청소년의범 가최근 등

학생고학년으로낮아지는경향을수렴한결과이다.표

본추출은 모집단을 5개의 교육청으로 층화하여 각 집

단에서 등과 등 각각 1개교씩 할당하여 연구에 도

움을 주기로 한 학교를 상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

구체 으로는부산의북부교육지원청소속2개교,동래

교육지원청 소속 2개교,해운 교육지원청 소속 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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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교육지원청 소속 2개교,서부교육지원청 소속 2개

교씩 체10개교에서설문에도움을주기로한학 을

상으로1,020명을표집하 다.본조사에앞서 등학

교에재학 인학생3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실시

하여 설문지의 문항과 질문을 수정,보완하 다.본 조

사는2013년3월에실시되었으며,연구자와조사보조자

2명이 직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학 의 학생들

에게설문의목 을설명한다음학생들이직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 다. 체 수집된 자료 스마트폰 미

소지자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57부를 제외한 963

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은 남학생이 38.7%(373명), 여학생이

61.3%(590명)로 나타나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등5학년은 13.5%(130명), 등6학년은

16.2%(156명), 학교 1학년은 21.0%(202명), 학교 2

학년28.0%(270명), 학교3학년21.3%(205명)로나타

났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1 독립변수: 가족기능성

본연구에서가족기능성은가족응집성과가족 응성

으로 측정된다.가족응집성과 가족 응성은 가족 체계

내의역동 상호작용을 측정하는것으로가족 구성원

간의 계가반 된것을의미한다.가족응집성은가족

구성원간의 정서 연 감을 의미하며,가족 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황 과정과 발달 과정에서발생

할 수있는 스트 스에 처하기 해 가족 계에서의

역할,규칙,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37].본 연구에서 가족 응성과 응집성을 측

정하기 해 Olson,Porter,Lavee(1985)가 개발한

FACES-Ⅲ(Famaily Adaptability - Cohension

EvaluationScale)를 사용하 다.이 척도는 1979년에

111문항으로 개발되어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완

을거쳐1985년20개의문항으로표 화된도구로써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척도는 가족응집성 10문항과

가족 응성10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문항은‘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5 )’으로 평정된다.

각각의 척도별 수범 는 10 에서 50 까지이며,측

정된 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응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도구를 사용한 최미향(2010)의

연구에서신뢰도계수는가족응집성은.79,가족 응성

은.81로나타났으며[38],본연구에서가족응집성의내

일치도는 .806,가족 응성은 .849로 나타났다.

2.2 매개변수: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 독이란스마트폰을과도하게사용함으로

써 의존 이고강박 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스마트

폰이없을때불안, 조등의강박 인증상을느끼며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문제

가 발생함에도사용을조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39].본연구에서스마트폰 독을측정하기 해한

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독 척도를 사용하 다.스마트폰 독 척도

는 일상생활장애(1요인,5문항),가상세계 지향성(2요

인,2문항), 단(3요인,4문항),내성(4요인,4문항)으로

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에 한 측정

방식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

으로 채 되며 수가높을수록 독정도가높다는것

을의미한다. 수범 는15 부터60 까지이며,원

수의 총 이 45 이상이거나,1요인이 16 이상,3요

인이13 이상,4요인이14 이상인경우에모두해당

할경우고 험사용자군으로분류된다. 한원 수의

총 이42 이상44 이하이거나1요인이14 이상,

3요인이 12 이상,4요인이 13 이상인 모든 경우에

해당하면잠재 사용자군으로분류된다.그외 상자

는일반사용자군으로분류되어진다.본연구의회귀분

석에서는 잠재 험군과 고 험군의 사례가 활용되

었다.개발당시본척도의내 일치도는.889로나타났

으며,본 연구에서 내 일치도는 .907로 높은 수 을

보 다.

조사 상자의 스마트폰 독 수 을 척도의 기

을 심으로스마트폰사용군을3개로분류한결과,조

사 상자의 체에서 일반사용자군은 82.5%(794명)로

나타났으며,잠재 험군은 8.6%(83명),고 험군은

8.9%(86명)로나타나잠재 험군과고 험군을합한

스마트폰 험사용군은 체 17.5%(169명)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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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을 보 다.성별과 학교 에 따른 스마트폰

독 비율을 살펴본 결과,우선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잠재 험군이5.9%(22명),고 험군은7.0%(26

명)로 체남자조사 상자의12.9%(48명)가스마트폰

독 험사용자군으로 나타났다.반면 여학생의 경우

잠재 험군은 10.3%(61명),고 험군은 10.2%(60명)

로 조사 상자 체 여학생의 20.5%(121명)가 스마트

폰사용이 독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독비율이 약 2배정도

높다는 것을 본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다음 학교 별

로 독비율을 알아본 결과, 등학생 5,6학년의 경우

체 등학생 조사 상자 286명 잠재 험군은

5.2%(15명),고 험군은 5.9%(17명)로 잠재 험군과

고 험군을 합하면 11.1%(32명)가 스마트폰 사용에 어

려움이있음을보여주었다.한편 학생의경우조사

상자 체 학생 677명 잠재 험군은 10.0%(68

명),고 험군은10.2%(69명)로20.2%(137명)가스마트

폰사용에 독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종속변수: 학교적응유연성

학교 응유연성은 응과 발달을 하는 심각한

역경이나 험에도 불구하고 성공 으로 응하여 유

능성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35].국내에서 학교

응유연성은 역경상황을잘견디고학업성취도가높으

며,학교생활에 한동기를가지고있으며,사회 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36].본 연구에서 학교 응유연성은 학교에 한 흥미

(8문항),규범 수(4문항),학업태도(3문항)의하 역

으로구성되며.이를측정하기 해박 선(1998)이사

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36].학교에 한 흥미는 학교

나 교사,수업에 한 애착과 흥미정도를 포함하며,규

범 수는학교의규칙 규범지키기에 한문항으로

구성된다.학업태도는 수업 시 학업태도 수업에

한태도그리고자율 학습태도등을포함하는문항으

로 구성된다.각 문항의 측정방식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5 )’으로 채 되었으며, 수

가높을수록학교 응유연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박 선(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6으로 나타났으

며,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한 흥미 .838,규범 수

.793,학업태도 .826이며 체 문항의 신뢰도는 .844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 으며,이를

해 SPSS18.0과 Amos18.0 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

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조사 상자의 가족

응집성 가족 응성,학교 응유연성,그리고스마트

폰 독수 을알아보기 해평균과표 편차를 산출

하 다.성별 학교 에 따른 스마트폰 독수 을

알아보기 해 Chi-square검증을 실시하 으며,주요

변수들간의 상 성을 악하기 해상 분석을 실시

하 다. 한구조방정식모형을분석하기 모형추정

에 향을 수 있는 주요변수의 정규성과 결측치 분

포를 검하 다.본연구는구조방정식모형을사용하

여 일차 으로확인 요인분석 후 측정모형의 합성

을검증하 으며,구조모형분석을통해잠재변수들간

의인과 계를검증하 다. 한가족응집성 응성

과 스마트폰 독 간의 계에서 학교 응유연성의매

개효과의유의성을검증하기 해Sobel검증을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한 기 분

석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 평균,표 편차,

왜도,첨도를산정하 으며,그결과는 [표1]에제시되

었다.우선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보면 왜도 값

은 -.31~.76,첨도는 -.58~2.80의 범 에 분포하여 모든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의 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

고 있다.다음으로 측정변수들 간의 상 계를 보면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 .001에서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6146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1

②
.70
***

1

③
.40
***

.39
***

1

④
.31
***

.29
***

.45
***

1

⑤
.36
***

.28
***

.48
***

.44
***

1

⑥
-.20
***

-.31
***

-.18
***

-.19
***

-.18
***

1

⑦
-.30
***

-.40
***

-.29
***

-.19
***

-.17
***

.47
***

1

⑧
-.22
***

-.35
***

-.25
***

-.20
***

-.19
***

.58
***

.666
***

1

⑨
-.20
***

-.33
***

-.25
***

-.22
***

-.20
***

.72
***

.528
***

.65
***

1

M 31.2 37.7 28.6 9.4 14.4 10.9 3.4 7.5 8.8

SD 6.8 6.9 6.0 2.6 3.1 3.1 1.2 2.6 2.7

왜도 -.14 -.31 .10 -.09 -.27 .05 .76 .55 -.02

첨도 -.29 -.58 2.80 -.18 -.10 -.34 .42 -.17 -.57

***p<.001, ①가족응집성 ②가족적응성 ③학교흥미 ④학업태도 ⑤규범준
수 ⑥일상생활장애 ⑦가상세계지향성 ⑧금단 ⑨내성

2. 연구모형 분석

2.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과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실제 경험 자료를 합하게반 하고 있

는지를 평가하기 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석하

다.측정모형분석은구조모형을분석하기 에측정

변인들을 하게 반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해

실시된다.이러한 측정분석은 요인 재량을 통해 추정

되는데,각잠재변수당가장큰값의측정변수를1.0으

로 고정하고,이를 기 으로 나머지 항목에 한 요인

재량의 크기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χ
2=725.320(df=164, p=.000), GFI=.924, NFI=.915,

CFI=.933,RMSEA=.060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본 연구

의 분석자료를 비교 잘반 하고 있다고할 수있다.

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p<.001에서 모두 유의

미 하 다[표 2].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경로 B S.E. t

가족기능→가족응집 1

가족기능→가족적응 1.034 .056 18.548***

폰중독→가상지향 1

폰중독→생활장애 2.772 .123 22.440***

스마트폰중독→금단 2.422 .104 23.423***

스마트폰중독→내성 2.548 .107 23.703***

학교적응→학교흥미 1

학교적응→학업태도 .371 .023 15.979***

학교적응→규범준수 .439 .027 15.986***

 ***p<.001 

2.2 구조모형 분석

가족응집성 응성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에 한 학교 응 유연성의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 다.구조모형의 합도

는 χ2=725.320(df=164,p=.000),GFI=.937,NFI=.929,

CFI=.933,RMSEA=.060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본 연구

의자료에타당한수 임을알수있다.[표3]는구조모

형에 포함된 경로계수를 통해 직 경로들의 유의성을

단한것이다.분석결과,가족기능성과스마트폰 독

그리고학교 응유연성등모든잠재변수들간의경로

가 p<.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는 가족기능성은 학교 응 유연성은 증가시키고 스마

트폰 독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스마트

폰 독은 학교 응 유연성을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3.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β t

가족기능→
스마트폰중독

-1.788 .144 -.466 -12.452***

가족기능성→
학교적응유연성

3.905 .350 .520 11.158***

스마트폰중독→
학교적응유연성

-.429 .082 -.212 -5.23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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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모형 분석결과

[그림1]은구조모형경로분석결과를제시한것이다.

잠재변수들이 미치는 향의 정도와 방향에 해살펴

보면,가족기능성은스마트폰 독에.47의부 인 향

을(β=-.47,p<.001),학교 응유연성에는 .50의 정 인

향(β=.50,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가족기능성이 높으면 스마트폰 독수 이 낮으며,학

교 응 유연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스마트폰

독은 학교 응유연성에 .21의 부 인 향(β=-.21,

p<.001)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스마트폰

독이높을수록 학교 응 유연성이낮다는것을 의미한

다.

지 까지 살펴본 구조모형의 변수들이 갖는 효과를

직 효과,간 효과,총효과로 구분하여 [표 4]에 제시

하 다.가족기능성이 학교 응 유연성에 미치는 직

효과는 .502이며,스마트폰 독을 매개한 간 효과는

.099로나타나직 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스마

트폰 독은가족기능성과학교 응유연성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의 매

개효과에 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Sobel검증을

실시하 다.Sobel검증은 Z값이 1.96보다 클 때,95%

신뢰수 에서매개효과가통계 으로유의미하다고본

다[40].검증결과 가족기능성과 학교 응 유연성 간의

계에서스마트폰 독의매개경로에서구해진Z값은

4.821(p=.000)로통계 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

다.이로써스마트폰 독은가족기능성과학교 응유

연성을 부분 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가족기능성→
스마트폰중독

-1.788
(-.466)

-
-1.788
(-.466)

가족기능성→
학교적응유연성

3.905
(.502)

.767
(.099)

4.672
(.601)

스마트폰중독→
학교적응유연성

-.429
(-.212)

-
-.429
(-.212)

 표 안의 숫자는 B(β)값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등 고학년과 학생을 상으로 스마트

폰 독수 과함께가족응집성 응성과스마트폰

독이학교 응 유연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스

마트폰 독이가족기능성과학교 응 유연성 간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

정식 모형을 실시하 다.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이에 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조사 상자의 스마트폰 독수 은 총 을 기

으로 볼 때 고 험사용자군이 8.9%(86명),잠재 사

용자군이 8.6%(83명)로 나타나 조사 상자의 17.5%가

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다.이러한 결과는 2012년

인터넷 독실태조사[2]에서 보고된 청소년 스마트폰

독률 18.4%보다 은 수치이기는 하나 상당히 심각

한 수 임을 말해주고 있다.특히 스마트폰 보 이

2009년 말에 본격 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청소

년의 스마트폰 독률이 보 률과 비례하여 속하게

진행되고 그 수 한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있다. 한스마트폰 독수 을성별로구분하 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독수 이 유의하

게더높게나타났다.이는기존연구에서나타난결과

와 동일한 결과[2][39][41]로 인터넷 독과는 달리 스

마트폰 독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학교 별 스마트폰 독수 에서는

학생이 등학생보다 독수 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2][42]를 지지하고 있다.이 듯

등과 학생의 스마트폰 독 수 은 심각할 뿐 아니

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등학생보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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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수 이더욱심각함을알수있다.본연구의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 수 이 심각함을

사회 으로 인식해야 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독의

방과치료가국가 차원에서 시 히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가족기능성은 스마트폰 독에는 부의 향을,

학교 응 유연성에는 정의 향을미치는변수로확인

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기능성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4][21]와 학교 응

유연성과 스마트폰 독의 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4][31][32]와 같은 맥락에서 지지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가족기능성의하 요인인가족 응성은선행연구

와조 다른결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즉본연

구에서는 가족 응성도 스마트폰 독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정은숙 외(2012)의 연

구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43].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종속변수가 인터넷 독과

스마트폰 독이라는 차이 과 함께 연구 상의 차이

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성은

스마트폰 독을 완화시키고,학교 응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따라서 가족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

발 용이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노력이요구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셋째,스마트폰 독은 가족기능성과 학교 응 유연

성 간의 계에서 부분 인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인터넷 독이청소년문제행

동을 매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44]를 지지하

는 것이며,가족기능성 수 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스

마트폰 독에 의존할 경우 학교 응에도 어려움을 보

일 수 있다는 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에 한

사회 심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따라서가족기

능성이 와해되어 스마트폰 독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

을 조기 선별하여 학교 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

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한 논의를 심으로 사회복지

개입을 한제언은다음과같다.우선,스마트폰

독에 한 개입은 인터넷 독에 한 개입과는 다른

차원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그동안인터넷 독에

한개입은게임 독에 을두고남학생 주의개

입이 주를 이루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

럼 스마트폰 독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나타나기존의인터넷 독과는다른양상을보

여주었다.스마트폰은메신 이용이주를이루고있으

며,이로인해남학생보다는여학생들이 독의 험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인터넷 독과

는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즉 무조건 사용

을 막는 일방 통제보다는 생활기반으로서의 스마트

폰사용을 한올바른지침마련과함께청소년스스로

가 스마트폰 사용을 조 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 그

리고 지역사회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의 심각성에 한

사회 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과 함께 스

마트폰 독의 방 치료 개입이 확 되어야 할

것이다.본연구결과뿐아니라기존연구(한국정보화진

흥원,2013)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은 인터넷

독보다높은것으로일 되고보고되고있다.2009년

말에 스마트폰이 화된 것에 비하면 청소년의 스마

트폰 보 률과 독률이 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는 은사회 으로도담론이필요한부분이다. 방

차원의 개입에서는 무엇보다 스마트폰 독 방교육

을 청소년 보호자 학교교사 그리고 청소년 본인을

상으로확 해야할것이며,스마트폰 련기업의사

회 책임과 함께 유해차단 앱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 을 확 해야 할 것이다. 한 치료 개입

을 해서는 상 선별을 한 정교화 되고 고도화된

도구개발과 함께 치료 개입을 한지역사회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기능을 증진하기 한 노력이 활

성화되어야할것이다.최근의가족은구조 으로나기

능 으로 취약하여 청소년이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과업을달성하기에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

다.그럼에도가족은청소년에게가장 요한인간 계

의 장이자 자신을 인정받고 타인과 친 감을형성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차 체계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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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기능이원만하다면스마트폰사용과학교생활 응에

서도 통제력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가족기능 증진을 한 로그램은 스마트폰

독의상담과치료를담당하고있는기존의지역사회기

을 심으로이루어지거나학교내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학부모 참여를 실화하기 한 여건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이에 한 심도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독의 사회 심이 고조되고

있는시 에서청소년의스마트폰 독률 수 을탐

색하고 가정기능과 학교 응 유연성 그리고 스마트폰

독의구조 계를설정하여탐색한데그의의가있

다. 한 스마트폰 독이 모든 연령 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등학생과 학생이 그 어떤 연령 보다심각

한수 임을감안할때이들을표본으로연구를하 다

는 도 요성을둘수있다.그러나연구의모집단이

일개 역시를 심으로 이루어져연구의결과를일반

화하는데는주의를요한다. 한가족기능성이스마트

폰 독의선행변수이기도하지만결과변수로서도작용

할수있으므로후속연구에서는이에 한연구도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스마트폰 독이 최근의 스마트폰

보 률 확 와 함께지속 으로 증가하고있으므로 스

마트폰 독연구는지속 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며,

연구의 역도다양한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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