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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고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신 접속이 없어도 실

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중독보다 심각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스마트

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검사 척도

인 S-척도는 문항수가 많아 응답자들이 진단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도 고려하

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한 문항들에 대한 총점만으로 중독여부를 진단하므로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한 여러 문항들을 추가한 자료들을 대

상으로 먼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추출해 보았다. 추출한 축소문항을 대

상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 중 하나인 신경망을 이용하여 분류를 하였다. 신경망 학습알고리즘 중에서

BP학습 알고리즘과 다중 SVM을 이용하여 학습을 시켜 비교, 분석 해 본 결과 다중 SVM의 학습율

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중 SVM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료들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뛰어난 적응성을 가지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자가진단할수있다.

주요용어: 가우시안커널, 다중서포트벡터기계, 에스-척도, 역전파알고리즘.

1. 서론

최근모바일융합시대를맞이하여다양한스마트폰이출시되고다양한기능들이제공되어상용화되고

있어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은 통신기능을 기본으로 휴대폰에

개인 휴대 단말기와 여러 디지털기기의 기능을 함께 묶은 일종의 단말기이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검색,

이메일 등의 인터넷 기능, 멀티미디어 기능, 오피스 기능 등 종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

리하고휴대가용이해언제어디서나인터넷에접속하여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는스마트폰은자투리

시간에 시간 보내기에 최적화 된 기계이다 (Lee, 2010). 무선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고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신 접속이 없는 경우에도 동작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상태이지만아직까지스마트폰중독과관련된연구가부족한상태이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이용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

할수있는데사회적으로스마트폰중독에대한우려와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조명되고있는것에비해

아직까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미비한 수준이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스

마트폰 채택요인이나 이용만족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Hyun 등, 2012).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해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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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향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기능과 기술동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

마트폰 이용 동기와 관련해 성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Cheng 등, 2007; Kwon과 Kim, 2011).

국내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주로 성

별과연령에따른인구통계학적특성에주목한연구와스마트폰서비스에대한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

다 (Rho와 Kim, 2010).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중독여부 인지가 우선되어

야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자신의 중독여부를 적어도 한번은 진단을 해봐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이나 고위험 사용자 군에 속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인지를

한후에는상태에적합한적절한대책을찾아중독에서벗어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자세가요구

된다. 인터넷 중독과 달 리 스마트폰 중독은 20대, 40대가 중독이 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다 (Hwang과

Sohn, 20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한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인 S-척도는 문항수가 많고 각 개인의 인

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점만으로 중독여부를 분류하므로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또한 문항이 많아 응답하는데 시간이 걸려 응답자들이 진단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다. 따

라서 본 본문에서는 S-척도 문항에 인구통계학적 문항들과 여러 문항들을 추가를 한 후 분석하였다. 중

독 진단을 위한 조사방식이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중독증상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응답하는 설문방식이

므로응답자의고의적인사실의숨김으로인해응답오차가생겨서진단및분석결과의신뢰성이낮아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 응답의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해 응답자 자신의 설문 답변에 대한 신뢰할

수있는확신도값을입력할수있도록설문문항을추가하였다. 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 S-척도에설문

응답자의 확신도 값을 추가적으로 입력하여 응답 오차를 줄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전체자

료와 확신도 70% 이상인 자료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확신도 70% 이상인 자료의 신뢰도가

높게나타났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확신도 70%이상인자료들대상으로분석을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들을 추출하여 추출한 축소문항 자료들을 대상으로 데이

터마이닝기법 중 하나인 신경망을 이용하여 분류를 하였다. 신경망은 입력 자료의 속성에 대해 자료가

속하는 범주를 분류하거나 수치적 값을 추정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델적용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다. 신경망 학습알고리즘 중에서 역전파 (backpropagation) 학습 알고리즘과 주어진 문제를 항상 전

역적 최적의 해를 구하므로 패턴인식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중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였다. 학습을 시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중 SVM의 학습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

났다. 본논문에서제안한다중 SVM으로학습을한스마트폰자가진단시스템을이용하면언제어디에

서나 스마트폰 중독여부를 간단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중독 분류

에따른각기다른해결방안제시를통하여학교생활과사회생활에잘적응할수가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2절에서는 관련연구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검사 척도인

S-척도와 신경망 학습알고리즘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3절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

용하여분석한결과를나타내었다. 4절에서는본논문에대한결론및향후과제에대해기술하였다.

2. S-척도와 학습 알고리즘

2.1. 스마트폰 중독 검사 척도 S-척도

2011년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개발한성인용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프로그램 S-척도 (National In-

formation Society Agency, 2012)는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문항을 다시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한다. 4개의 요인은 일상생활장애 (1, 5, 9, 12, 15번 문항, 요인1), 가상세계지향성 (2, 6번 문항,

요인2), 금단 (4, 8, 11, 14번 문항, 요인3), 내성 및 몰입 (3, 7, 10, 13번 문항, 요인4)로 Table 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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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어 있다. 설문의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 (1점)’,‘그렇지 않다 (2점)’,‘그렇다 (3점)’,‘매우 그

렇다 (4점)’로 4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며설문응답의총합은 60점이다. 문항 4, 10, 15번문항은역채

점으로 측정된다. 중독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 사용자 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 고위험 사용자 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총점이 44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황 장애 15점 이상이거나 금단 13점 이상, 내성 및 몰입

13점이상이면고위험사용자군으로분류한다.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은고위험사용자군에속하지않

으면서총점이 40점이상이고 43점이하이거나일상생활장애가 14점이상인경우에분류된다. 일반사

용자군은총점이 39점이하이면서일상생활장애가 13점이하, 금단이 12점이하, 내성및몰입이 12점

이하이거나고위험사용자군및잠재적위험사용자군에속하지않는경우에분류된다.

Table 2.1 Factor analysis of S-scale

Factors No Items

Factor1

1 The ability to work or school grades dropped due to excessive use of smartphone.

5 I have frequently been told off of using smartphone.

9 I have heard complaints from family members or friends for using a smartphone too often or for a long time.

12 I had problems concentrating on work or study because of a smartphone.

15 Using a smartphone does not interfere with my work or study.

Factor2
2 If I don’t use smartphone, I think I will lose all the world.

6 I am happier with a smartphone than with family members or friends.

Factor3

4 I am not anxious without a smartphone.

8 If can not use a smartphone, it would be unbearable.

11 If do not have a smartphone nearby, I become unable to work or study.

14 I feel nervous without a smartphone.

Factor4

3 I think, I should stop using a smartphone, while I am using it, but I continue use it.

7 I tried to cut down time spent on a smartphone, but it was not successful.

10 I do not spend a lot of time on a smartphone.

13 I habitually spend a lot of time on a smart phone.

2.2.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

신경망은 사람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모형화한 것이다. 즉 사람

의 머리는 어떠한 패턴의식과 의사결정 등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뉴런

(neuron)이라고알려져있는요소에기인하고있다. 이처럼신경망은병렬분산구조에입각하여복잡한

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입력자료의속성에대해자료가속하는범주를분류하거나수치

적 값을 추정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델 적용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다. 다층 구조 퍼셉트론은

입력층, 출력층, 은닉층으로 구성되며 입력층 뉴런은 입력신호 xi를 은닉층 뉴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다. 은닉층 뉴런 j의 출력은 yj = f(
∑

wjixi)이다. f는 전달함수, wji는 접속 가중치이다. 출력층 뉴

런의 출력은 은닉층 뉴런의 출력과 유사하다. 역전파알고리즘에서의 입력치와 목표치 사이의 오차를 줄

이고안정된해를찾기위한뉴런 i와 j의가중치변경은다음과같다.

△wji(t) = ηδjxi + α△wji(t− 1)

여기서, η는학습계수, α는관성계수이다. 출력층뉴런 j에대해 δj는다음과같다.

δj =

(
∂f

∂netj

)
(y

(t)
j − yj)

여기서, netj =
∑

xiwji이고 y
(t)
j 는 뉴런 j에 대한 목표치가 된다. 은닉층 뉴런 j에 대해 δj는 다음과

같다. 은닉층뉴런은목표치가없기때문에은닉층뉴런 j의실제출력과목표치사이의차는접속된뉴

런 q의출력과접속치를곱한값을더하여구한다.

δj =

(
∂f

∂netj

)∑
q

(wqjδq)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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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항은 모든 층에 있는 뉴런에 대해 계산되며 가중치 변경은 식 (2.1)에 따라 결정된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할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의 분류를 위한 신경망의 구조는 Figure 2.1과 같다.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은 지역 최소점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학습 시 전체적인 재학습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Bharat와 Barin, 1997).

Figure 2.1 NN for classifying of smart phone self-diagnostic

2.3. 다중 SVM

통계적 학습이론 (statistical learning theory)에 기반을 둔 SVM은 주어진 문제를 항상 전역적 최적

의 해를 구하기 때문에 패턴인식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한번 학습한 자료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먼

저 d차원에서 입력자료 xi, 출력 자료 yi, i = 1, · · · , N가 주어졌을 때 SVM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최

적화문제로정의된다.

최소화목적함수 : φ(w) =
1

2
||w||2 + C

N∑
i=1

ξi (2.2)

제약조건 : yi(w
′xi + b) ≥ 1− ξi, ξi ≥ 0, i = 1, · · · , N

여기에서 w은가중치이며, b는절편항이다. ξi는여유변수 (slack variable)이고, C는훈련오차와벌점

간의상대적크기를조절하는벌칙상수이다. 식 (2.2)에관한쌍대문제 (dual problem)를구하기위하

여라그랑즈함수 (Lagrange function) L을도입한다.

L(w, b,α) =
1

2
||w||2 + C

N∑
i=1

ξi −
N∑
i=1

αi[yi(w
′xi + b)− (1− ξi)]−

N∑
i=1

βiξi, αi, βi ≥ 0 (2.3)

커널함수 (kernel function)를 통하여 고차원의 특징 공간 (feature space) F위에서 정의되도록 확장

시킬 수 있다 (Park과 Leem, 2003). 학습 종료 후, 주어진 테스트 자료가 어떤 클래스인지의 소속 여부

를판정하는결정함수 f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f(x) = sign

(
N∑
i=1

yiαiK(x,xi) + b

)
(2.4)

여기에서 커널함수 K = K(x,xi)= φ(x)
′
φ(xi), i = 1, · · · , N이다. 커널 함수는 Mercer 조건 (Mer-

cer, 1909)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사용한 커널 함수는 가우시안 커널 (Gaussian ker-

nel) 함수이다. 이진분류기라는 SVM의 기능적 한계점으로 인하여 다중 분류문제에는 SVM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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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Ko, 2005). 따라서 이진 분류기인 SVM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중

SVM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이다. 최적의 d차원 입력공간에 존재하는 M개의 자료 집

합 Dk =
{
xk

i ∈ Rd | i = 1, · · · , Nk

}
, k = 1, · · · ,M이 주어졌을 경우, 각각의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다중 SVM은각클래스를결정할때분류하고자하는클래스를나머지 (M − 1)클래스로부터분류시킴

으로결정하게된다. SVM의수는 M개가된다. 식은다음과같다.

최소화목적함수 : min
wk,ξk

1

2

(
wk
)T

wk + C

N∑
i=1

ξki

제약조건 : (wk)Tφ(xi) + bk ≥ 1− ξki , 만일 yi = k

(wk)Tφ(xi) + bk ≤ ξki − 1, 만일 yi ̸= k

ξki ≥ 0, i = 1, · · · , N

다중 SVM를 이용하여 테스트 자료 xt의 클래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M개의 결정함수 fk(xt)를 구

한후 M개의결정함수 fk(xt)중가장큰값을가지는클래스로분류하면된다 (Gjorgii 등, 2009).

xt의클래스 ≡ arg max
k=1,··· ,M

((wk)Tφ(xt) + bk)

다중 SVM에서 초모수 (hyperparameter)인 벌칙상수 C와 커널 모수 σ의 최적값 선택이 중요하다.

다중 SVM에서는 10-부분 교차타당성 (10-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최적의 모수들을 선택하게 된

다 (Pi 등, 2011). 본 논문에서는 전역적 최적의 해를 구하는 다중 SVM과 BP를 이용하여 학습을 시켜

성능을비교분석한후분류성능이좋은알고리즘을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에이용하고자한다.

3. 실험 및 결과분석

3.1.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요인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인 S-척도를 경북지역 4년제 대학

에서컴퓨터관련교양과목을수강중인 450명의학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하였다. 설문방식으로인해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고의적인 사실을 숨기는 고의적 거짓으로 인해 응답오차가 생겨 진단 및 분석결

과의 신뢰성이 낮아 질수가 있다. 설문에 응답한 450명 중에 설문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내

용 중에 설문 응답에 대한 본인의 확신도를 입력하도록 하여 분석할 때에 확신도 값이 70% 이상인 응답

자 398명만 설문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450명과 확신도 값 70%이상인 398명을 대상

으로신뢰도분석을한결과확신도값 70% 이상인자료의신뢰도값이 0.864%로높게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3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기초자료를 보면 학년별로 1학년

216명, 2학년 103명, 3학년 43명, 4학년 36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217명, 여자 181명이었다. 거주지

별로는 집 221명, 자취 53명, 기숙사 113명, 기타 1명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이 수강하는 컴퓨터 교양

과목은 수강학생이 1학년 학생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전체 학년 중에 1학년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국정

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S-척도에 따라 설문응답자들을 분류해보면 전체 398명 중에 일반 사용자 군은

339명 (85.17%), 잠재적 사용자 군은 55명 (13.81%), 고위험 사용자 군은 4명 (1.0%)으로 분류되었다.

13.81%가 차후 중독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중독자로 나타났으며 고위험 중독자 군은 1%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Table 3.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저학년일수록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과 고위험 사용

자 군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이 많이 나타남은 저학년은

고등학교를졸업한후대학생활에잘적응하지못함에있고고학년은전공과목공부와취업과관련된생

활환경의변화가조금은영향력이있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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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sults of S-scale for each grade

Grade1 Grade2 Grade3 Grade4 Total

General user group 179 90 36 34 339

Potential-risk user group 33 13 7 2 55

High-risk user group 4 0 0 0 4

Total 216 103 43 36 398

Table 3.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별로는 S-척도 분류 집단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예상이외로

여학생이 21.55%로 남학생 비율 7.37% 보다 잠재적 사용자 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위험 사용자 군도

비율적으로여자가남자보다조금높게나타났다.

Table 3.2 Results of S-scale for each gender

Male Female Total

General user group 199 (91.71%) 140 (77.35%) 339

Potential-risk user group 16 (7.37%) 39 (21.55%) 55

High-risk user group 2 (0.92%) 2 (1.10%) 4

Total (Nonresponse : 3) 217 181 398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S-척도 문항들에 대해 요인별로 묶인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하

였다. S-척도의 각 요인별로 묶인 문항들의 신뢰도는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을 판단하는 일상생활장애

(1요인)요인의 신뢰도는 0.782이었으며, 가상세계지향성 (2요인)은 0.620, 금단 (3요인)은 0.839, 내성

및 몰입 (4요인)은 0.804이었다. 각 요인별로 문항들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S-척도 문항 요

인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본 논문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전체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분석한 요인분석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표를 Table 3.3에 나타냈

다. 전체문항에 대해 요인분석 시 문항 3번과 7번은 어떤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문항 2번은 요인

적재 값이 조금 낮게 요인1과 요인4에 중복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진단 하는데 문항

이 15개로 많고 중복되는 문항과 필요 없는 문항이 있어서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한 후 필요한 문항만을

가지고소형척도로자가진단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Table 3.3 Factor analysis results

Factor analysis on the S-scale Factor analysis on the entire item

Items Reliability Factors Items Reliability

Disturbance of Daily Living 1,5,9,12,15 0.782 Factor1 4,8,11,14,2 0.839

Virtual World orientation 2,6 0.620 Factor2 1, 13, 15 0.679

Withdrawal 4,8,11,14 0.839 Factor3 5, 9, 10, 13 0.793

Tolerance and preoccupation 3,7,10,13 0.804 Factor4 2, 6 0.620

Unclassified items 3, 7

3.2. 스마트폰 의존도와 단계적 회귀분석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보

았다. 스마트폰 의존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4에 나타내었다.

문항13, 문항4, 문항5, 문항9, 문항8, 성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학년, 학과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요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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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대상으로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과 다중 SVM을 이용하여 분류를 하면 고위험 사용자 군이 나타나

지 않았다. 고위험군 비율이 398명 중에서 4명으로 자료 분석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서 각 그룹을 대표

하는요인몇개들을추가한 12개의항목으로구성된축소문항을자가진단학습에반영한다.

Table 3.4 Variables affecting smartphone dependence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14.036 3.789 -3.704 .000

Item 13 8.194 1.546 .263 5.300 .000

Item 4 5.764 1.621 .169 3.556 .000

Item 5 4.999 1.487 .150 3.362 .001

Item 9 4.109 1.640 .128 2.698 .007

Item 8 4.146 1.513 .127 2.528 .012

Gender 4.336 2.111 .083 2.054 .041

3.3.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과 다중 SVM을 이용한 분석

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을하기위해접속하는사용자들이빠른시간내에쉽게진단할수있도록요인

분석과회귀분석을통한스마트폰의존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만을대상으로처리한다. 12개의축소

문항 1,4,5,8,9,10,11,12,13,14,15,성별을 대상으로 역전파 학습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 후 사용

자들이접속하면빠른시간내에정확하게자가진단을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스마트폰중독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4개의 은닉층을 가지는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였다. 12개의 입력 패턴과 3개의

출력뉴런 사이에서 목표 값과 실제 출력 값 사이의 SSE (sum of squared errors)값을 계산하고 전체 오

차 값이 미리 정의된 임계치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까지 가중치를 계속 갱신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신경망의 구조는 Figure 3.1과 같다. 398명을 대상으로 학습에 70%, 평가와 시험에 각각 15%를 이

용하고 은닉층의 뉴런수를 4로 지정했을 때 95.5%로 가장 높게 학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2에 학습결과를 나타냈다. 같은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수집한 398명에 대한 전체항목에 대해 학습을

한결과학습율이 94.2%로조금낮게나타났다.

Figure 3.1 Structure of neural network Figure 3.2 Learning results of neural network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축소한 문항을 대상으로 학습하면 좀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축소한

문항을가지고학습한결과를 Table 3.5에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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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Learning results of neural network

Samples MSE

Training 278 2.04107e-2

Validation 60 4.17440e-2

Testing 60 2.08883e-2

3.3.1. 다중 SVM을 이용한 분석

전역적 최적의 해를 구하는 다중 SVM를 이용하여 선정된 12개의 문항에 대해 학습을 하였다. 전체

398개 자료 중에서 199개를 시험자료로 사용하였다. Table 3.6에 나타난 것처럼 대각선상에 표시된 자

료는바르게분류가된자료들이고나머지자료는오분류된자료들이다. 98.24%의높은비율로분류됨

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 수집한 398명에 대한 전체항목에 대해 학습을 한 결과 학

습율이 92.7%로 낮게 나타났다. 축소한 모형을 대상으로 학습을 한 결과와 많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축소한 문항을 대상으로 역전파 알고리즘과 다중 SVM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학습을한결과모두높은학습율로분류됨을알수있다.

Table 3.6 Classification table for test data

Multi SVM

General user group Potential-risk user group High-risk user group Total

General user group 170 1 171

Potential-risk user group 25 2 27

High-risk user group 1 1

Total 170 26 3 199

입력자료의속성에대해자료가속하는범주를분류하거나수치적값을추정할때효과적인방법으로

모델적용속도가빠르고정확도가높은신경망기법중의하나인역전파신경망학습알고리즘과전역적

최적의 해를 구하기 때문에 패턴인식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고 학습자료에 안정적인 다중 SVM을 축소

된문항에적용하여분류를하였다. 학습한결과다중 SVM을이용한분류방법이높은비율로정확하게

분류됨을알수있었다. 따라서다중 SVM을이용하여학습을한자가진단시스템을통하여중독여부를

자가진단한 후 중독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해서 사용자가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

험 사용자 군은 제시한 치유방법대로 실행을 한 후 치유가 되었는지 차후 연결하여 상태를 파악하는 사

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의 경우 첫째 어플을 설치하지 않는다. 둘째 사용할

일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끈다. 셋째 한 시간 이상 경과하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알람을 설정한다. 넷째

불필요한어플들은삭제한다등의해결방안을제시한다.

고위험사용자 군은 첫째 스마트폰 중독방지 어플을 별도로 다운받아 설치를 한다. 둘째 iapc.or.kr 사

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화상상담, 메신저상담, 채팅상담 등

여러 상담형태가 있으니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셋째 전문후견인제를 도입하여 개인 밀착 상

담을받을수있도록한다.

4. 결론

최근 모바일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 어디에

서나자신의중독여부를진단하고그에따른치유방법을알려주는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시스템에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인 S-척도는 문항수가

많고 각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점만으로 중독여부를 분류하므로 정확

하게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문항이 많아 응답하는데 시간이 걸려 응답자들이 진단 자체를 회

피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척도 문항에 인구통계학적 문항들과 중독 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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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여러 문항들을 추가한 설문 문항들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중독

진단을 위한 조사방식이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중독증상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응답하는 설문방식이므

로응답자의고의적인사실의숨김으로인해응답오차가생길수있으므로진단및분석결과의신뢰성이

낮아 질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응답자에게 확신도 값을 입력하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

다. 설문에응답한 450명중에확신도값이 70% 이상인응답자 398명만설문분석에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들을 추출하여 축소한 항목 12개를 대상으로 학습을 하였다. 자료가 속하는 범주를 분류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델 적용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신경망 기법 중의 하나인 역전파 신경망 학

습알고리즘과 학습한 자료에 안정적이면서 전역적 최적의 해를 구하는 다중 SVM을 축소된 문항에 적

용하여 학습을 하였다. 역전파 학습알고리즘과 다중 SVM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 결과 다중 SVM이 높

은 비율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중 SVM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 스마트폰 중

독 자가진단 시스템은 축소된 문항을 대상으로 학습을 하므로 진단을 회피하지 않고 응답할 수가 있으

며인구통계학적변인을고려하여중독여부를진단하므로개인의특성에따라정확하게진단할수가있

다. 언제 어디에서나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중독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고 중독 분류에 따른 각기 다

른 해결방안 제시를 통하여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해 질 수 있다. 향후과제

로는치유방법을다양한방면으로넓혀서치유가되도록수정한후스마트폰에어플로제작을하여언제

나자신의상태를파악한후치유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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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rtphone addiction has become more serious than internet addiction since people

can download and run numerous applications with smartphones even without internet

connection. However, smartphone addiction is not sufficiently dealt with in current

studies. The S-scale method developed by Kore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volves so many questions that respondents are likely to avoid the diagnosis itself.

Moreover, since S-scale is determined by the total score of responded item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of demographic variables, it is difficult to get an accurate result.

Therefore, in this paper, we have extracted important factors from all data, which

affect smartphone addiction,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s. Then we classified the

selected items with a neural network. The result of a comparative analysis with back-

propagation learning algorithm and multiclass support vector machine shows that learn-

ing rate is slightly higher in multiclass SVM. Since multiclass SVM suggested in this

paper is highly adaptable to rapid changes of data, we expect that it will lead to a

more accurate self-diagnosis of smartphone addiction.

Keywords: Backpropagation algorithm, Gaussian kernel, multiclass support vector ma-

chine, S-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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