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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유형별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고

자 시도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25,465명이었고, R(3.6.1)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 분석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여가 추구형과 정보 추구형에서 발생하 다. 반면, 커뮤니

이션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켰다.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친 스마트폰 이용 유

형은 커뮤니 이션형이었다. 스마폰 이용시간이 길고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problematic 

smartphone use and life satisfaction by smartphone usage type. A total of 25,465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nd analyzed using the R (3.6.1) program.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problematic smartphone use occurred in the form of leisure activity seeking 

and information seeking type.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cation type reduced 

problematic smartphone use. The type of smartphone use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was communication type The longer the smartphone use time and the 

higher the problematic smartphone use, the more negatively the life satisfaction.

 

Keyword : Problemic Smartphone Use(스마트폰과의존), Life Satisfaction(생활만족도), 

Smartphone Usage Type(스마트폰 이용형태)



24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20 Feb; 20(1): 23-32

― 스마트폰 이용 유형별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 분석 ―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3월 기 ,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

는 5,100만 명을 돌 하 고[1],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로 세계 1 를 차지하 다[2]. 최근 스마트폰

의 보 이 이 게 확산되는 이유는 비약 인 정보

통신기술의 발 과 더불어 스마트폰에 각종 앱이 

목되면서 신 인 발 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생활의 많은 역에서 다용도로 활

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 유형은 체로 4가지

로 구분될 수 있다[3,4]. 첫째, 스마트폰 이용 유형

이 ‘커뮤니 이션형’이다. 이 유형은 스마트폰을 의

사소통이나 자아표 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메일, 

메신 (카카오톡 등) 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활용한다. 스마트폰 이용자  가장 많

이 나타나는 유형이다[5]. 둘째, 스마트폰 이용 유

형이 ‘여가 추구형’이다. 이 유형은 동 상 콘텐츠

를 포함한 온라인 게임, 음악 감상, 자책 등이 

있다. 한국인의 여가생활패턴과 삶의 만족도 연구

에 따르면 한국인은 휴식  교제 활동형보다 스

마트 기기를 이용한 여가 생활을 즐길 때 생활만

족도가 증가한다고 조사되었다[6]. 셋째, 스마트폰 

이용 유형이 ‘정보 추구형’이다. 이 유형은 뉴스 검

색, 치 검색, 학업이나 업무에 스마트폰을 활용

하는 역이다. 교통  치검색 콘텐츠는 60 의 

스마트폰 과의존군과 일반군의 이용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5]. 넷째, 스마트폰 이용 유형이 ‘생

활 서비스형’이다. 이 유형은 스마트폰을 온라인 

거래. 융거래  생활 리와 같은 생활 서비스

에 활용한다. 이 유형은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폰 

이용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나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소비 증가와 더불어 향후 이

용 빈도가 상승할 것으로 측되는 역이다. 

이상과 같이 스마트폰은 통신수단을 넘어 생활

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증가시켰다[7-9]. 그럼에도 불

구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통신비 부담이나 이용

의 불편감  자  방출의 험을 호소하고 있

다[3-4].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특별한 목 이 

없이 습 으로 과다 사용하면서 삶의 패턴이 스

마트폰 주로 이루어지고( 성), 자율  조  

능력이 감소(조  실패)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거북목 증후근, 디지털 치매 증후군, 포모 증

후군, 햄릿 증후근, 스몸비족 등 다양한 신체 ·심

리 · 계 ·행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10,11, 13].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론 과의존 황

을 악하기 하여 2011년부터 매년 종단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그동안 스마트폰 과의존을 주로 청

소년층의 문제로 국한하여 게임 과몰입과 SNS 

독 방에 정책  노력을 기우렸다[14,15]. 그러나 

최근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험군이  연령층으로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2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험군으로 

조사되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층은 매년 

1%씩 감소하고, 유아동과 60 에서 각각 1.6%, 

1.3%씩 상승하고 있다[5]. 이는 기존의 스마트론 

과의존 방 교육 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해 야 

하며 스마트폰 과의존 확산을 막기 한 범국민  

책 마련이 시 함을 말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2018년 스마트폰 실태조사’ 데이터를 토 로 10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유형별 스마트폰 과

의존과 생활만족도간의 인과 계를 분석하고, 스마

트폰 이용 유형별 스마트폰 과의존 방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1.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폰 이용 유형별 스마트

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여 

이들 변수 간의 인과 계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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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마트폰 이용그룹(청소년, 성인, 고령자)

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유형(커뮤니 이션형, 여가 

추구형, 정보 추구형, 생활 서비스형)과 스마트폰 

과의존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스마트폰 이용 유형,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 성이 있는가?

셋째, 궁극 으로 스마트폰 이용 유형과 스마트

폰 이용시간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2. 본  론

2.1 연구 방법

2.1.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유형이 스마트폰 과의

존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다. 스마

트폰 이용 유형은 커뮤니 이션형, 여가 추구형, 

정보 추구형, 생활 서비스형으로 설정하 다. 매개

변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종속변인으로 생활만족

도를 설정하 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지

에 한 향 계와 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2.1.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2018년 스마트폰 

실태조사’ 데이터를 토 로 설정하 다. 설정된 변

수간의 인과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해  연

구모형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 다. 기본 인 가설

은 ‘스마트폰 이용 유형(커뮤니 이션형, 여가 추구

형, 정보 추구형, 생활 서비스형)이 스마트폰 과의

존과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스마트폰 과의

존은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정

한다. 구체 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커뮤니 이션형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

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여가 추구형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보 추구형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생활 서비스형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

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스마트폰 과의존은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1.3 변수 측정 수

가. 커뮤니 이션형 측정도구

4문항 7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이

메일, 메신 , SNS, 새로운 친구 만남 애 리 이

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0 ,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 1 , 보통 사용하면 4 , 매

우 자주 이용한다가 7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이

용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여가 추구형 측정도구

7문항의 7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추구형 콘

텐츠(게임. 성인용 콘텐츠, 화, 음악, 라디오 팟캐

스트, 자책, 사행성 게임 등)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0 ,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 

1 , 보통 사용하면 4 , 매우 자주 이용한다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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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가 높을수록 이용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정보 추구형 측정도구

5문항 7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내용은 뉴스보

기, 학업  업무용 검색, 상품  서비스 정보 검

색, 기타 일반 인 웹서핑으로 구성되었다.  사

용하지 않으면 0 ,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 1 , 보

통 사용하면 4 , 매우 자주 이용한다가 7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이용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생활 서비스형 측정도구

4문항 7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상

품/서비스 구매( 약 매매 포함), 상품/서비스 매

( 고거래 포함), 융(인터넷 뱅킹, 주식 거래 등), 

생활 리(가계부, 달력, 목표 리, 일기 등)로 구

성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0 , 거의 이

용하지 않으면 1 , 보통 사용하면 4 , 매우 자주 

이용한다가 7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이용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스마트폰 이용시간

일, 학업, 가사소요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측정하 으며 1시간 미만이 1 , 1시간∼2시간 미

만을 2 , 2시간∼3시간 미만을 3 , 3시간∼4시간 

미만을 4 ,  4시간 이상을 5 으로 하 다. 본 연

구에서는 명목척도를 비율척도로  환산하여 평균값

을 분석에 활용하 다.

바. 스마트폰 과의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6년 개발한 ‘스마트폰 과

의존 통합 척도’이다. 청소년·성인·고령층용(자기보

고용)은 총 10문항의 4  척도이다. 조 실패 요인 

3문항, 성 요인 3문항, 문제  결과 요인 문항

으로 구성되며 상별 과의존 험군 유형 구분 

수는 청소년 31  이상, 성인 29  이상, 60  

28  이상이다.

사. 생활만족도

 7문항의 4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인간 계, 일/학업, 건강, 소비활동, 여가, 성취, 

반 인 만족도를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1.4 자료수집 방법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동시 실시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보고서 작성시 사용한 종단데이터를 

활용하 다. 자료는 국의 만3세 이상 69세 이하

의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가구방문 면 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이었다. 조사 당시 표본수는 28,575명이었

으나 9세 이하는 주돌 자의 찰에 근거한 자료

이므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 4,889

명, 성인 18,571명, 고령자 2,005명으로 총 25,465

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1.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R(3.6.1)

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상 계분

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마트폰 이용 유형이 상

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서 일원배

치분산분석을 하 다. 스마트폰 이용 유형과 스마

트폰 이용시간, 스마트폰 과의존 변수간의 상

계는 상 계수를 통하여 악하 다. 스마트폰 이

용 유형과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와의 인과 계를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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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분석 결과

2.2.1 상자별 평균비교 분석

스마트폰 이용자는 10세∼19세를 청소년, 20세

∼59세를 성인, 60세∼69세를 고령자로 구분하

다. 스마트폰 이용자 그룹별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

마트폰 이용 유형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스

마트폰 과의존이 가장 높은 집단은 청소년 그룹이

었다. 스마트폰 이용자 그룹별 스마트폰 이용 유형

을 살펴보면, 청소년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여가 

추구형 콘텐츠를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이용하고 있

었다(p ≤ .001). 한 청소년과 성인이 같은 그룹

을 이루어 고령자 그룹보다 커뮤니 이션형 콘텐츠 

이용하고, 성인 그룹은 정보 추구형과 생활 서비스

형 콘텐츠를 다른 그룹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p ≤ .001). 

[Table 1] Mean comparison by objects

(N=25,465)

 

2.2.2 변수간 상 계분석

 

모든 스마트폰 이용 유형은 [Table 2]와 같이 

생활만족도와 양(+)의 상 계를 보 다(p ≤ 

.01).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생활

만족도와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p ≤ .01). 

스마트폰을 이용형태는 생활만족도를 상승과 상

이 있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고 과의존이 심할

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와 상 이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Pearson 상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변수는 

정보 추구형과 생활 서비스형(r=.55)이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이 

생활 서비스 이용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여 다.

2.2.3 스마트폰 이용 유형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향

스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큰 향 미친 이용 유

형은 ‘여가 추구형’이었고, 그 다음 ‘정보추구형’으

로 나타났다[Table 3]. 한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반면에 ‘생활 서비스형’은 스

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치지 않았고(p > 0.05), 

‘커뮤니 이션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켰다

(표 화계수 -.03, p ≤ .001). 이는 스마트폰이 단

순한 음성통화 기능을 넘어 다양한 의사소통 채

과 목되면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상호작용

의 매개체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자정작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가 추구형(표 화계수 .12)과 스마트폰 이용시

간(표 화계수 .14)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매우 많

은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여가 추구형이 청

소년 그룹의 스마트폰 주이용 유형임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감소시켜 과의존을 방하기 

한 여가 생활지도  실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ariables Subject N mean F p

Problem

-atic 

Smartph

-one use

Teenagers 4,889 2.165a

484.25
2.2

e-16***
Adult 18,571 1.967b

Elderly 2,005 1.733c

Commu

-nication

Teenagers 4,707 5.008a

53.486
2.2

e-16***
Adult 18,330 4.963a

Elderly 1,933 4.690b

Leisure  

Activity 

Seeking

Teenagers 4,860 4.650a

253.47
2.2

e-16***
Adult 18,124 4.310b

Elderly 1,682 3.993c

Informa

-tion 

Seeking

Teenagers 4,650 4.145a

484.3
2.2

e-16***
Adult 18,428 4.625b

Elderly 1,830 3.995c

Life 

Service

Teenagers 3028 3.736b

427.24
2.2

e-16***
Adult 17,330 4.371a

Elderly 1,203 3.716b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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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atistic

Life 

Satisfact

-ion

Informat

-ion 

Seeking

Leisure 

Activity 

Seeking

Communic

ation

Life 

Service

Times of 

Usage 

Problematic 

Smartpho

-ne use

Life 

Satisfaction

correlation 

coefficient
1.00

significance 

probability
-

Information 

Seeking

correlation 

coefficient
.06 1.0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

Leisure 

Activity 

Seeking

correlation 

coefficient
.08 .46 1.0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000** -

Communi

-c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10 .45 .45 1.0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000** .000** -

Life 

Service

correlation 

coefficient
.08 .55 .41 .50 1.0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000** .000** .000** -

Times of 

Usage 

correlation 

coefficient
-.11 .02 -.03 .01 .07 1.0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007** .031* .000** .000** -

Problematic 

Smartphone 

use

correlation 

coefficient
-.02 .07 .11 .02 .05 .17 1.0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000** .000 .000** .000** .000** -

** : p ≤ .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coefficient

Std. Error t value p
Estimate beta

(Intercept) 1.652e+00 - 1.964e-02 84.100 2e-16***

Priority by 

Smartphone 

Usage type

Leisure Activity Seeking 5.698e-02 .12 3.809e-03 14.961  2e-16***

Information Seeking 1.838e-02 .04 4.074e-03 4.512  .46e-06***

Communication -1.630e-02 -.03 3.900e-03 -4.179 2.94e-05***

Life Services -6.289e-03 -.02 3.633e-03 -1.731 0.0835 

Times of use

→ Problematic Smartphone use
1.286e-03 .14 6.117e-05  21.022 2e-16***

*** : p ≤ .001

[Table 3] Problematic Smartphone use on Smartphone Usa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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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스마트폰 이용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생활만족도는 ‘커뮤니 이션형’에서 가장 높았고, 

‘생활 서비스형’, ‘여가 추구형’ 순으로 나타났

[Table 4]. 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짧을수록 생

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p ≤ .001). 즉, 스마트폰을 커뮤니 이션형(표

화계수 .07)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짧을수록(표 화계수 -.10)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Table 3]과 

같이 해석할 때, 스마트폰 이용 형태가 ‘커뮤니

이션형’일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은 감소하고 생활

만족도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추구형’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p 〉0.05).

2.2.5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

스마트폰 과의존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 다. 이를 해 가설을 설정하

고,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과의존(표 화계수 -.02, t값 

–3.537)은 생활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시간 조  실패, 다른 일에 한 집 정도, 

이용 충동, 건강문제, 가족 간의 갈등, 인 계 갈

등,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이 생활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3.1 논 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에 따라 어린이집, 유

치원을 비롯한 · · 고등학교  통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 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8에 따라 인터넷 독 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법령화 하 다[16]. 

[Table 4] Life Satisfaction by Smartphone Usage Type

Variables
Coefficient

Std. Error T-value p
Estimate beta

(Intercept) 2.765e+00 - 1.810e-02 152.747 2e-16***

Priority by 

Smartphone 

Usage Type

Communication 2.808e-02 .07 3.595e-03 7.813 5.85e-15***

Life Service 1.781e-02 .05 3.348e-03  5.321 1.04e-07*** 

Leisure Activity 

Seeking
1.382e-02 .03 3.510e-03  3.936 8.31e-05***

Information Seeking -6.538e-03 -.02 3.754e-03  -1.741  0.0816 

Times of Usage

→ Life Satisfaction
 -8.302e-04 -.10 5.637e-05 -14.727 2e-16***

*** : p ≤ .001

[Table 5] Influence of Problematic Smartphone use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coefficient

Std. Error t value p
Estimate beta

(Intercept) 2.959090 - 0.011619 254.685 2e-16***

Problematic Smartphone use 

→ Life Satisfaction
-0.019908 -.02 0.005629 -3.537 0.000406***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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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8년 12월에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방․해소를 해 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스

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방  해소 종합계획(2019

∼2021)」을 수립․발표했다[17]. 

스마트폰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시 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유형별 스마

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간의 상 계  인과

계를 분석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방을 한 정책

수립과 교육 로그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에 발표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보고

서’에서 응답했던 10세 이상의 25,465명을 상으

로  R(3.6.1) 로그램을 이용하 다.

분석결과, 가설 1(커뮤니 이션 활용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

분 지지되었다. 스마트폰 이용 유형이 커뮤니 이

션형일 경우는 스마트폰 과의존은 감소시키고, 생

활만족도를 증가시켰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커뮤니 이션형이 청소년

과 학생 그룹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치지만[14-15], ·노년층에서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연구되었다[10-11]. 본 연구 결과, 커뮤니

이션형은 10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스마

트폰 과의존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이는 스마트폰

이 인간 계를 이어주는 상호소통  교류의 수단

이 되어주어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켜주는 순기

능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스마

트폰을 활용한 커뮤니 이션이 생활만족도를 증가

시켰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 다[6-9]. 

가설 2(여가 추구형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스마

트폰 이용 유형이 주로 여가 추구형일 경우, 스마

트폰 과의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생활만족도는 

상승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의 이용 특성

을 조사한 연구에서 여가 추구형이 다른 여가활동

보다 27%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켰다는 연구결과

를 뒷받침해 다[12]. 한, 청소년 집단의 여가 

추구형 콘텐츠 80%이상이 온라인 게임이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15],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은둔형 외톨이 게임보다는 

공동 참여형 게임이 스마트폰 과의존 부작용을 감

소시키고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설 3(정보 추구형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 지지되었다. 

분석 결과, 정보 추구형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

이 되며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

았다. 

본 연구 결과, 성인층의 정보 추구형 유형이 높

게 나타나, 성인 스마트폰 고 험집단 내에서 정보 

추구형 이용이 가장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다[18, 19].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추구활동이 

그동안 여가 추구형만큼 강하게 인식하지 않았으나 

정보 추구형은 생활 서비스 활용(r=.55)과 여가 추

구형(r=.46)과도 한 상 이 있었다. 정보 검색

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이나 다른 서비

스로 확장되어 이용시간이 무의식 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방 교육시 정보 검색 

활동시 스마트폰 속시간 수에 한 필요성을 

언 해야 할 것이다. 한 정보 추구 활용이 여가

시간보다는 학업이나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 생활만족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

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4(생활 서비스 활용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 지지되

었다. 생활 서비스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고, 생활만족도는 증가시키므로 

스마트폰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활

용하기를 권장한다. 

가설 5(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독정도가 심해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18].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스마트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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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의 요한 지표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가설 6(스마트폰 과의존은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생

활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과의존을 

방하는 사용자 맞춤형 방교육 로그램 개발이 

시 하다.

결론 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변수들의 향력을 다 회귀모형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의 변동을 결정 해 

주는 독립변수가 개     ⋯   인 경우의 

다 회귀모형이다.   

          ⋯   

첫째, 스마트폰 이용 유형  스마트폰 이용시간

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향력은

  = 1.652 + 0.01838*정보 추구형 + 0.05698*

여가 추구형 + (-0.0163)*커뮤니 이션형 + 

0.001286*스마트폰 이용시간으로 나타낸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 유형  스마트폰 이용시간

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 2.765 + 0.01382*여가 추구형 + 0.02808*

커뮤니 이션형 + 0.01781*생활 서비스형 + 

(-0.0008302)*스마트폰 이용시간으로 나타낸다. 

셋째, 스마트폰 과의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향력은

  = 2.959 + (-0.019908*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낸다. 요약하면 스마트폰 이용 유형  스마트

폰 이용시간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향력은 

1.712이며, 스마트폰 이용 유형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2.824, 스마

트폰 과의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2.939임을 알 수 있다.       

3.2 연구결과 시사 과 한계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이용 유형  ‘여가 

추구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커뮤니 이션형’

에서는 오히려 감소하 다. 여가추구형은 청소년 

그룹에서 가장 많은 이용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가 생활  게임을 즐긴다

면, 은둔형 외톨이형 게임보다는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공동 참여형 게임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

도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 략이 될 수 있다. 스마

트폰은 생활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도구로 활용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스마트폰 과의존이 특정 연령층

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연령 로 확산되고 있

고, 생활서비스를 제외한 다양한 스마트폰 활용 시 

발생될 수 있다는 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단 을 최소화 하고, 장 을 극 화 시

키는 시간 리와 같은 개인 ·제도  노력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에 한 락되었으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형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련이 깊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

마트폰 과의존 상을 규명하기 한 질  연구가 

필요하다. 한 종단 인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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