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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수정된 문제행동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구조모형

본 연구는 수정된 PBT 이론에 기반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와 경

기도 지역 소재 8개 대학의 20대 대학생 791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FoMO는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행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보호요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은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마

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는 여성이 남성보다(t=-5.00, p<.001), 3,4학년이 1,2학년보다

(t=-5.24, p<.001), 음주빈도가 일주일에 2～3회 이상인 학생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한 달에 1회 마시는 학생보다(t=6.68, p<.001)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2. 측정한 변수의 수준은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29.35점, FoMO는 40점 만점에

18.85점, 사회적 지지는 60점 만점에 47.30점, 대인관계능력은 50점 만점에 40.06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는 40점 만점에 20.74점으로 나타났다.

3. 적합도는 χ²를 제외한 RMSEA, NFI, CFI, TLI/NNFI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권장수준

에 도달하였고, FoMO,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FoMO와 대인관계능력 상호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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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년, 음주 빈도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1.2%였다.

4. 가설 검증 결과 FoMO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β=.28,

p<.001), 사회적 지지(β=-.10, p=.009)와 대인관계능력(β=-.12, p=.011)은 스마트폰 과의

존 위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FoMO는 커졌고(β=-.22,

p<.001), 대인관계능력은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조절효과(β=.10, p=.027)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는 위험요인과 보호요

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보호요인은 위험행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위험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중재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

존의 연구에서 대학생에게 드물게 적용된 수정된 PBT 이론을 대학생에게 적용한 것

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되는 말 : 수정된 문제행동이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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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필요성

성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코비드 19로 인한 비대면 접촉이 일반화된 ‘언택트 사회

(untact society)’ 혹은 온라인 접촉이 늘어난 ‘온택트 사회(ontact society)’가 됨에 따

라(이용상, 신동광, 2020)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2020). 스마트폰은 기존의 전화 및 메시지 전달 이외에도 일정관리, 기분 전

환을 위한 게임, 실시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사용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현대인의 삶에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곽호완, 2017).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

률은 95.0%로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KBS

News, 2019), 성인의 연령대별 스마트폰 사용률을 살펴보면, 20대 100.0%, 30대 99.0%,

40대 100.0%, 50대 99.0%로 20～50대의 평균 사용률이 99.5%였다(한국갤럽, 2021). 한

국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20대 30.4%, 30대 22.7%, 40대 19.5%, 50대 17.7%로 20

대의 과의존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 중 20대인 대학생의 과의존율은 2011년 11.6%,

2014년 20.5%, 2018년 25.9%, 2020년 30.4%로 10년 사이에 약 2.6배 정도 증가(과학기

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에 주

목이 필요하다.

20대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 요인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

도기로 부모와 교사의 통제를 받는 중ㆍ고등학생과 달리 자율성과 독립성 증가로 스

마트폰 사용에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발달적 특성(손경원, 엄상현, 2019)과 수업 자

료 검색 및 과제 작성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야하는 수업적 특성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서석진, 2019). 대

학생 시기는 친밀감 형성의 발달과업을 갖는 시기로 관계 형성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빈도를 높이고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한다(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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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Lin, & Huang, 2019). 스마트폰의 사용은 유용성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편리한 생

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중독이나 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Kil, Kim, McDaniel,

Kim, & Kensinge, 2021). 대학생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수면의 질 저하(Li, Griffiths,

Me, & Niu, 2020), 불면증(Dhamija, Shailaja, Chaudhari, Chaudhury, & Saldanha,

2021), 대학생활부적응(김경호, 2018), 대인관계능력저하(장여옥, 2017), 외로움(김진숙,

문현주, 최은, 2019), 우울(정인수, 2021) 등과 같은 심리ㆍ사회ㆍ정신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 중재를 제공해야 할 건강문제이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나타난 영향

요인은 낮은 자아존중감(Dhamija et al., 2021; Mohamed & Mostafa, 2020; Pundir,

Andrews, Binu, & Kamath, 2016; Servidio, 2021; Thatkar, Tonde, Dase, Pawar, &

Chidambaram, 2021; 김성식, 이정순, 2020; 양경미, 2016; 장선희, 하영미, 2019; 전영

후 등, 2020),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Çatker, Büyüksoy, &

Özdi̇l, 2021; Li et al., 2020; Lin et al., 2021; Servidio, Sinatra, Griffiths, & Monacis,

2021; Wolniewicz, Rozgonjuk, & Elhai, 2019; Yuan, Elhai, & Hall, 2021; 이국화,

2019; 이홍숙, 2019), 사회적 지지(Akturk & Budak, 2019; Lapierre & Zhao, 2021;

Zhao et al., 2021; 김지아, 김춘경, 성정혜, 2018), 대인관계능력(Kwon, 2021; Lin et

al., 2021; Topal & Çolak, 2021; 이미영, 강희양, 2019; 장성화, 지명원, 이주연, 2021)

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자아존

중감의 저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위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과도하

게 사용하게 하여 스마트폰 사용 의존도를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Dhamija et

al., 2021; Mohamed & Mostafa, 2020; Pundir, Andrews, Binu, & Kamath, 2016;

Servidio, 2021; Thatkar et al., 2021; 김성식, 이정순, 2020; 양경미, 2016; 장선희, 하

영미, 2019; 전영후 등, 2020). FoMO는 발달 단계 상 다양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

회적 성숙이 매우 중요한 20대 대학생 시기의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높은 스마트폰 과

의존성을 높이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Çatker, Büyüksoy,

& Özdi̇l, 2021; Li et al., 2020; Lin et al., 2021; Servidio, Sinatra, Griffit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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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cis, 2021; Wolniewicz, Rozgonjuk, D., & Elhai, 2019; Yuan, Elhai, & Hall,

2021; 이국화, 2019; 이홍숙, 2019). 또한 대학생의 FoMO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는

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은 자신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타인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여 타인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FoMO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이국화, 2019).

반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를 촉진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Akturk

& Budak, 2019; Lapierre & Zhao, 2021; Zhao et al., 2021; 김지아, 김춘경, 성정혜,

2018)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에 대처할 때 사용되는 대인관계능

력(Kwon, 2021; Lin et al., 2021; Topal & Çolak, 2021; 이미영, 강희양, 2019; 장성화,

지명원, 이주연, 2021)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문제행동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

나, 혹은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을 조절(Li, Liu, & Dong, 2019; 배찬욱,

2020; 정영님, 2016)하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설명한 선행 이론은 Alderfer의 욕구이론(박정순, 김영혜, 손

현미, 2020)이나 일반적 인터넷 중독 모델(임영숙, 이영주, 한숙정, 2016)이 사용되었

다. 그러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흡연, 약물이나 음주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

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에 의해 중독이라는 개념이 아닌 과의존이라

는 측면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Panova & Carbonell, 2018)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수정된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

PBT)(Costa, Jessor, & Turbin, 2007)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초기 PBT(Jessor, Graves, & Hanson, 1968)는 청소년의 문제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으나 Costa, Jessor, & Turbin(2007) 등이 청소년과 청년기의 음주, 흡연, 마

약의 위험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 수정하면서 이론 적용 대상의 확대와 문제행

동예측에서 위험행동예측모델로 수정하였다. 또한 PBT가 수정된 PBT로 변경되면서

위험행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ㆍ행동적 측면의 위험요인의 영향과 위험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로 수정하였다. 국내에서 Costa,

Jessor, & Turbin(2007)의 수정된 PBT를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중학생 음주의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기 위한(현안나, 2012) 것은 있으나 스마트폰 과의존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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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한 연구에는 수정 전의 PBT 이론이 사용되었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행위(윤희경, 2019)와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행위(김정이, 2018; 이하나, 2016; 최

나영, 2015)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 수정 전

의 PBT 이론을 기초로 수행되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대학생들과는 사회ㆍ심리적 발달 특성의 차이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행위

를 설명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증가하고 있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수정된 PBT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행위를 설명

하기 위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위험요인으

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FoMO를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의 인과관

계를 수정된 PBT 이론에 근거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학생의 심리ㆍ사회ㆍ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행동이므로 이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예

방을 위한 중재 구축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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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PBT와 선행 연구를 근거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

험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의 구체적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위험요인(자아존중감, FoMO)

과 보호요인(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하는 가설적 구조모형을 구성하여 대학

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직ㆍ간접 관계를 설명

하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의 가설적 구조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구조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셋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직ㆍ간접

경로를 검증한다.

넷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사회적 지지, 대

인관계능력)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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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의

1.3.1 자아존중감

ㆍ이론적 정의 :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ㆍ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1.3.2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

ㆍ이론적 정의 : 타인으로부터 소외될까봐 타인의 경험이나 정보에 민감해지며 불안한

상태를 의미한다(Przybylski, Murayama, DeHaan, & Gladwell, 2013).

ㆍ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Przybylski 등(2013)이 개발한 FoMO 측정도구를 주은

선, 전소연, 심솔지(2018)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3 사회적 지지

ㆍ이론적 정의 : 의미 있는 사람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기본 욕구의 충족과 그들에게

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도움의 이용 가능성을 말하며(Kaplan,

Cassel, & Gore, 1977),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과 직접 상호작용하여

도움을 받는 오프라인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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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Zimet & Farley(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을 신준

섭과 이영분(1999)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4 대인관계능력

ㆍ이론적 정의 :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박선우, 설정희,

천성문, 2017), 다른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데 발휘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ㆍ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2017)이 개발한 대학생용 대인

관계능력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1.3.5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ㆍ이론적 정의 : 일상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우선시 되는 활동이 되고(현저성),

이용 조절력의 감소(조절실패)와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정도

(문제적 결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과학기술정

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ㆍ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8 -

제 2장 문헌 고찰

2.1 수정된 문제행동이론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 PBT)은 청소년과 청년기의 문제행동을 설명

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다(Jessor & Jessor, 1977). 문제행동은 마리화

나 사용, 흡연, 조기 성행위, 음주, 일탈행동 등 사회적, 법적 규정으로부터 벗어난 행

동을 의미한다.

PBT의 초기 모형은 1960년대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의 영국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

국인, 인디언 세 집단의 음주 실태와 과다 음주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사용되었고, 연

구 결과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이 과다한 음주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Jessor, Graves, & Hanson, 1968). 이후 Jessor & Jessor(1977)는 수년 간 청소년과

청년기의 문제행동을 연구한 결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개인적 성격이 문제행동 발

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성격이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개념의 PBT를 발표하였다. 나아가 Jessor(1991)는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초점을 두

게 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공적인 발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성공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생물학 영역

(biology/genetics), 사회 환경 영역(social environment), 인지 환경 영역(perceived

environment), 개인 성격 영역(personality) 및 행위 영역(behavior)의 5개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5개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PBT

를 문제행동 예측 모델이 아니라 위험행동 예측 모델로 수정하였다(Jessor, 1991). 이

후 Costa, Jessor, & Turbin(2007)은 기존의 PBT를 수정하여 수정된 PBT를 제시하였

는데, 수정된 PBT는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중 특히, 보호요

인이 위험요인 수준을 조절하여 위험행위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그림 1).

수정된 PBT에서 언급한 위험요인은 흡연과 같은 위험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위험요인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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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기회, 취약으로 나뉘어 모델은 ‘또래의 흡연’, 기회는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기

회’, 취약은 ‘낮은 자아존중감, 또래의 흡연 압력, 우울’ 등이 해당된다. 행동적 위험요

인은 ‘과다한 음주, 불법 약물 사용 등’ 습관적으로 위험행위를 할 기회에 노출되거나

주변에서 위험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해당된다. 반면 보호요인은 흡연과 같은

위험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요인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심

리사회적 보호요인은 모델, 통제, 지지로 나뉘는데, 모델은 ‘타인의 건강추구행위나 또

래의 규칙적 운동’과 같이 가족, 또래, 이웃 등의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의미

하며, 통제는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개인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로 나

뉘는데 ‘일탈 행동에 대한 비허용적 태도나 또래의 제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지는

‘가족지지, 가족 간의 친밀감’ 등이 해당된다.

그림 1. 수정된 문제행동이론(출처: Costa, Jessor, & Turb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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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보호요인은 ‘학업 추구, 종교 활동’ 등이 있는데 사회 그룹에 속하거나 전통

적인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을 말한다.

수정된 PBT를 대학생에게 적용한 Costa, Jessor, & Turbin(2007)은 대학생의 흡연

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한 결과, 보호요인 중 심리사회적 요인

인 통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규칙, 건강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와 행동적 요인(성적,

교회출석)이 흡연율을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험요인 중 심리사회적 요인

인 모델(또래의 음주나 마리화나 이용 빈도)과 취약(낮은 자존감, 우울, 스트레스) 그

리고 행동적 요인(음주, 마리화나 이용)은 흡연율을 높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가

족의 지지를 받는 대학생은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감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지라도

흡연 행위를 덜 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호요인(가족의 지지)은 위험요인(낮은 자존감,

우울, 스트레스)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Korn, Shaked, & Grinvald(2014)

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마리화나 이용, 조기 성행위 등의 위험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요인 중 행동적 요인(종교 활동, 학업성

취)은 위험행위의 발생률을 낮추었으나 위험요인 중 취약(스트레스)은 위험행위의 발

생률을 높였으며, 보호요인인 종교는 개인의 취약점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한다고 보고하였다. 수정된 PBT를 적용한 현안나(2012)는 중ㆍ고등학생의 음주 행

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중학생은 보호요인(부모보호, 자기보호노력)과 위

험요인(부모음주, 친구음주, 유해업소, 현재 흡연)이 현재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쳤으나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은 보호요인(자기보호노력)과 위험

요인(부모음주, 친구음주, 유해업소, 현재 흡연)이 현재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보호

요인(자기보호노력)은 위험요인(친구음주)이 현재음주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혔다.

위의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수정된 PBT를 통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할 수 있고,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정된 PBT를 토대로 대학

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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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스마트폰이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이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스마트폰 중

독’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여 이에

대한 내성과 금단현상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한국정

보화진흥원, 2011)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으로 스마트폰 이

용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이용 조절에 실패하여 문제적 결과를 초래하

는 상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를 의미한다(표 1).

표 1. 스마트폰 중독 및 과의존 하위 개념

기관 하위 개념 내용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내성
많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 많이

사용해도 만족감을 못느끼는 상태

금단
과다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이 곁에

없는 상황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상태

일상생활장애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정이나 학교, 직장

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상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2020)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조절실패
스마트폰을 이요할 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

문제적 결과

과다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

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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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좋지 못한 결과

를 낳는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의학적 규명이 없으면 ‘스마트폰 중독’이란

개념을 사용하기 어렵고(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2013), 질병 수준의 중독으로 정의하

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Panova & Carbonell, 2018).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대학생의 사회ㆍ심리적 특

성과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생 시기는 직업이나 대인관계 등

의 많은 고민을 하며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정립해 가면서 이로

인하여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기도 한다(손경원, 엄상현, 2019). 또한, 대학생은 중ㆍ고

등학교 때의 제한된 대인관계에서 점차 확장된 대인관계를 맺게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수업 과제 등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에 느끼는 불안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

다(장성화, 지명원, 이주연, 2021), 이렇듯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본인의 학업이

나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조절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실패로 인해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장혁란, 2017).

서석진(2019)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동기가 ‘주변 사람과의 폭넓은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서’ 42.9%, ‘뉴스 등 각종 정보 검색을 위해서’ 30.3%, ‘최신 유행이라서(다른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어서)’ 11.8%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절반 정도의 대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성석과 정현용(2021)은 대전지역

대학생 488명에게 코비드 19 이후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1/3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메신저,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하고 있었

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잠재적 사용 위험자군 69명(14.1%), 고위험 사용자군 21 명

(4.3%)으로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

위는 스마트폰 이용 조절력이 감소된 ‘조절실패’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가

장 우선시 되는 활동이 되는 ‘현저성’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속될 경우

대학생활부적응(김경호, 2018), 대인관계능력저하(장여옥, 2017), 외로움(김진숙, 문현주,

최은, 2019), 우울(정인수, 2021)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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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영향 요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관련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관련 요

인으로 위험요인(자아존중감, FoMO), 보호요인(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2.3.1. 자아존중감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Rosenberg,

1965)로 정의되며, 본인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써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를 인식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김효진, 신현우, 홍세희, 2020).

수정된 PBT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위험행위를 일으키는 위험요인 중 개인의 심리

사회적 취약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Dhamija et al., 2021;

Mohamed & Mostafa, 2020; Pundir et al., 2016; Servidio, 2021; Thatkar et al., 2021;

김성식, 이정순, 2020; 양경미, 2016; 장선희, 하영미, 2019; 전영후 등, 2020). Pundir

등(2016)은 자아존중감 정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대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

보다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2.01배가 높다고 하였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자신이 스

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힘들

수 있다(김성식, 이정순, 2020).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내린 판

단이 옳았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를 스마트폰을 통해 채

우려 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장선

희, 하영미, 2020).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은 현실에서 대면을 통해 대인관계를 맺



- 14 -

기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으며, 오히려 가상 세계 혹은 비대면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게 되어 스마트폰을 통해 대인관계를 맺으며 스마트폰을 과다하

게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은정, 김주은, 조요한, 신성만, 2019).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데 유아기나 청소년기 때는 신체발달이나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 등이 자아존중감을

변하게 하며(이은영, 2008),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기도

하지만(이명희, 2018), 낮은 자아존중감은 타인의 지지를 받아도 자신 스스로 긍정적

평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아존중감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지지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달린 랜서, 2020). 이국화(2019)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은 자신

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고, 그들

이 내린 결정이나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므로 그들이 내놓은 정보를 받지 못할까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FoMO를 더 경험하여 이러한 FoMO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

트폰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FoMO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2.3.2 FoMO(Fear of Missing Out)

FoMO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타인의 상황이나 정보에

민감해지고 타인이 자신보다 더 보람된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느끼는 두려움

(Przybylski et al., 2013)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적인 행위라서 문제로 인식할 수 없게 하는 심리사회적 요인 중 PBT

의 위험요인인 모델요인과 기회요인에 해당하는 요인은 스마트폰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서석진, 2019; 오성석, 정현용, 2021)와 다른 학생들도 이용하기 때문(서석진, 2019)으

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한 일상생활과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SNS와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수정된 PBT의 위험요인 중 ‘기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스마트폰

을 이용하는 타 학생의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수정된 PBT의 위험요

인 중 ‘모델’에 해당한다. 반면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의 SNS와 메신저를 통해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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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기 때문에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홍숙, 2019)

이외에도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가진 요인

임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표 2). 대학생의 부정적 성향(Li et al., 2020), 높은 대인간

감수성(Lin et al., 2021), 높은 사회비교 성향(Servidio et al., 2021), 권태로운 성격

(Wolniewicz, Rozgonjuk, & Elhai, 2019), 우울감(Yuan, Elhai, & Hall, 2021), 낮은 자

아존중감(이국화, 2019)일 경우 FoMO 수준이 높고, 높은 FoMO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FoMO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

위를 직접 유발하기도 하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FoMO를

매개로 해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FoMO는 스마트폰 과의존율

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매개효과

FoMO 수준이 높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FoMO

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태를 따라잡지 못하고 좋은 기

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사회적

경험에서 제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강박적으로 걱정에 빠져들며(Li et al.,

2020),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Lin et al.,

2021). 또한, FoMO 수준이 높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유를 인간

연구자(년) 경로

ㆍLi et al.(2020)

ㆍLin et al.(2021)

ㆍServidio et al.(2021)

ㆍWolniewicz, Rozgonjuk, & Elhai(2019)

ㆍYuan, Elhai, Hall(2021)

ㆍ이국화(2019)

ㆍ부정적 성향 → FoMO → 스마트폰 중독

ㆍ대인 감수성 → FoMO → 스마트폰 중독

ㆍ사회비교 → FoMO →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ㆍ권태로움 → FoMO →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ㆍ우울 → FoMO →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ㆍ자기대상경험(낮은 자아존중감) → FoMO → SNS

중독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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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소속감의 욕구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

은 집단에 속하여 구성원끼리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

고 집단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되어 성취감이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주은선, 전소연, 심솔지, 2018). 높은 수준의 FoMO를 경험한 사람들은 구성원 간에

맺은 유대감을 잃지 않기 위해 타인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며(Przybylski et al.,

2013), 이를 위해 SNS에 접속하여 타인 간의 관계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홍숙, 2019).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BT에서 위험행위를 보호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위험요인이 위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Akturk & Budak, 2019; Lapierre & Zhao, 2021; Zhao et al.,

2021; 김지아, 김춘경, 성정혜, 2018). 의미 있는 사람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기본 욕

구의 충족과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도움의 이용 가능성을 의미

(Kaplan et al., 1977)하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에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및 평가적 지지가 있다(Cohen, Mermelstein, Kamarck, & Hoberman, 1985;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는 제공 받는 방법에 따라 가족이나 친구, 중요한 타인 등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받는 오프라인 사회적 지지와 SNS(Social Network Site)나 메

신저를 통해 대화나 정보를 나누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공 받는 온라인 사회적 지지로

나눌 수 있다(Julia, Elke, Hans. Holger, & Jurgen, 2019; 김연희, 허혜경, 2020). 사람

들은 대면을 통해 얻는 지지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인과 소통하고 일상의 정

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감을 획득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주변

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김형지, 김성태, 2018).

Akturk과 Budak(2019)은 가족이나 친구,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

을 때 스마트폰 중독률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는 스마

트폰 중독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Lapierre와 Zhao(2021)는 타인의 무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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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 편안함을 느끼는 소속감적 지지,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이나 정보를 얻는 평

가적 지지, 돈이나 물건 등 눈에 보이는 도움을 얻는 물질적 지지를 받을 때 스마트

폰 중독률이 낮았다고 하였다. 김지아, 김춘경, 성정혜(2018)는 대학생 527명을 대상으

로 성인애착과 사회적 지지,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다사용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사회적 지지 및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스마

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을 통해 사

회적 지지 및 자기통제력을 높임으로써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의미있는 가족, 친구, 타인의 지지는 중독적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김지아, 김춘경, 성정혜, 2018),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현안나, 양준이, 조인주, 2019).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일 뿐 아니라 불안 및 FoMO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불안감이 높은 대학생은 스마트폰 중독률도 높았으나 사

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불안감의 부정적 영향이 줄었으며

(정영님, 2016), 대학생의 FoMO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함을 보고하였다(배찬욱, 2020).

반면에 SNS나 메신저 등 온라인 지지를 다룬 Brailovskaia, Rohmann, Bierhoff,

Schillack, & Margraf(2019)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facebook 중독률이 높아지고, facebook의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온라인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facebook 중독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사회적 지지

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 지지가 높은 사람이 feedback 사

용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오프라인 사회적

지지를 보호요인으로 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대한 조절효과를 탐색하였다.

2.3.4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ㆍ심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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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동

양식으로 개개인의 행동ㆍ심리ㆍ행동적 경향을 의미한다(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Harry, 1988).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사회적ㆍ심리적으로 중

요한 대인관계를 맺게 하는 요인으로 PBT의 심리사회적 보호요인인 모델요인과 통제

요인으로 작용하여 스마트폰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이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 타인과 심리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스마트폰 과다사

용에 대해 통제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모습

이 모델이 되므로 수정된 PBT의 보호요인 중 통제와 모델에 해당한다. 대학생의 인

간관계는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중·고등학교의 인간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 대

학생은 중·고등학교처럼 한 공간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대학에 들어오면 갑자기 달라진 주변 환경, 넓어진 인간관계, 생활패턴 등에 의

해 대인관계능력이 생활적응 및 학습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정혜선, 금정화, 2019).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Kwon,

2021; Lin et al., 2021; Topal & Çolak, 2021; 이미영, 강희양, 2019; 장성화, 지명원,

이주연, 2021). Kwon(2021)은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중독률을 낮추었고, 스트레스

는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opal &

Çolak(2021)은 터키 대학생 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 텔레비전이 포함되며, 이 중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대인 간 문제해결능력이 좋을수록 디지털 중독 경향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대

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낮추는 요인이기도하나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률을 낮추는 조절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우울감이 높은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률도 높았는데 타인과의 신뢰감이 잘 형성된 경우에는 우울감이 높다하더라도 우울이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Li, Liu, & Dong,

2019).

반면 Hong 등(2019)은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만 사이버 상의 친구와 관계가 좋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음을 보고하여 대인관계능력이 좋은 것과 온라인 상에서

친구관계가 좋은 것에 차이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대인관계능력과 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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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측정항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다양한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

람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데 발휘되는 능력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보호요인으로 하여 스

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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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개념 기틀

3.1 이론 기틀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은 대학생들의 위험행동을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수정된

PBT(Costa, Jessor, & Turbin, 2007)를 토대로 구축하였다. 수정된 PBT는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있으며, 두 요인 중 특히 보호요인은 위험요인

을 조절하여 위험행위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림 2). 보호요

인은 위험행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의미하며 심리사회적 요인과 행동적 요

인으로 나뉜다. 심리사회적 보호요인에는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모델

(또래의 규칙적 운동)’, 규범 위반 행동에 대한 개인적 및 사회적 ‘통제(일탈행동에 대

한 비허용적 태도나 또래의 제재)’, 가족 친밀감이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 등에 해

당하는 ‘지지(가족 지지)’가 있고, 행동적 보호요인은 위험행위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행위인 ‘관습적 행위(학업 추구, 종교 활동)’가 있다. 반면, 위험요인은 위험행위를 하

그림 2. 수정된 문제행동이론(출처: Costa, Jessor, & Turb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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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끔 부추기는 요인을 의미하는데 심리사회적 위험요인과 행동적 위험요인으로 나뉜

다.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은 위험행위를 하는 주변인의 행위인 ‘모델(또래의 흡연)’, 위

험행동에 연루될 수 있는 ‘기회(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취약(낮은 자아존중감, 또래의 흡연 압력, 우울)’이 있으며, 위험행

위를 유발시키는 다른 행동적 위험요인인 ‘관습적 행위(과다한 음주, 불법 약물 사용

등)’가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부록 1) 수정된 PBT를 기반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요인들 간의

직ㆍ간접 관계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문헌고찰을 근거로 위험요인(자아존중

감, FoMO)과 보호요인(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을 선정하여 위험요인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고, 보호요인(사회적 지지, 대인관

계능력)은 위험요인(자아존중감, FoMO)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그림 3).

그림 3. 본 연구의 수정된 문제행동이론에 근거한 개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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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아존중감(낮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침

을 보고한 연구(Dhamija et al. 2021; Mohamed & Mostafa, 2020; Pundir et

al., 2016; Servidio, 2021; Thatkar et al., 2021; 김성식, 이정순, 2020; 양경미,

2016; 장선희, 하영미, 2019; 전영후 등, 2020)를 근거로 하였다.

둘째,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

(Çatker, Büyüksoy, & Özdi ̇l, 2021; Li et al., 2020; Lin et al., 2021; Servidio
et al., 2021; Wolniewicz, Rozgonjuk, & Elhai, 2019; Yuan, Elhai, & Hall,

2021; 이홍숙, 2019)를 근거로 하였다.

셋째, FoMO는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

하는 연구결과(이국화, 2019)를 근거로 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

(Akturk & Budak, 2019; Lapierre & Zhao, 2021; Zhao et al., 2021, 김지아,

김춘경, 성정혜, 2018)를 근거로 하였다.

다섯째, 대인관계능력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Kwon, 2021; Lin et al., 2021; Topal & Çolak, 2021; 이미영, 강희양,

2019; 장성화, 지명원, 이주연, 2021)를 근거로 하였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나 대인관계능력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위험요인을 조절한 연구(Li, Liu, & Dong, 2019; 배찬욱, 2020; 정영님,

2016)를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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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연구의 가설 모형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구성된 통계적 가설 모형은 문헌고찰의 이론적 근거로 외생변

수 7개, 내생변수 2개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의 개념에 해당하며 다른 변

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자

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과의 상호항,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상호항, FoMO과 대

인관계능력과의 상호항, FoMO과 사회적 지지 상호항 등 7개이다. 내생변수는 종속변

수의 개념에 해당하며,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

로 본 연구에서는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가 해당된다.

외생변수의 측정변수인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등 2개,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 등 3개, 대인관계능력은 자신감, 타인지

향, 자기표현, 상호작용관리, 신뢰감 형성 등 5개였다.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과의

상호항은 10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상호항은 6개, FoMO과 대인관계능력과의

상호항은 15개, FoMO과 사회적 지지 상호항은 9개로 외생변수의 측정변수는 총 50개

였다. 내생변수의 측정변수인 FoMO는 소속욕구, 외적동기, 상대적 박탈감 등 3개, 스

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는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등 3개로 내생변수의 측정

변수는 총 6개였다. 외생변수의 측정변수 50개와 내생변수의 측정변수 60개로 측정변

수는 총 56개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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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아존중감

  v1: 긍정적

  v2: 부정적

ㆍ FoMO

  v3 : 소속욕구

  v4 : 외적동기

  v5 : 상대적 박탈감

ㆍ사회적 지지

  v11 : 가족 

  v12 : 친구

  v13 : 타인

ㆍ대인관계능력

  v7 : 타인지향

  v8 : 자기표현

ㆍ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v14 : 조절실패

  v15 : 현저성

  v16 : 문제적 결과

그림 4. 본 연구의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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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1(H1).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설 2(H2). FoMO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설 3(H3). 자아존중감은 FoMO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가설 4(H4). 자아존중감은 FoMO를 통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가설 5(H5).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가설 6(H6).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가설 7(H7).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8. 가설 8(H8). 사회적 지지는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에서 조

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9. 가설 9(H9). 대인관계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10. 가설 10(H10). 대인관계능력은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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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4.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수정된 PBT 이론과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

험행위를 설명하는 가설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수집된 자료로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

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4.2 연구 대상

4.2.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충청도 D대학, S대학,

강원도 Y대학, K대학, KY대학, H대학, 경상북도 A대학, 경기도 Y대학 총 8개 대학의

재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부합한 대상자에게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표본크기 산출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보편적으로 추천되는 최우도추정법을

이용할 경우 추천되는 표본 크기는 150～400명(이학식, 임지훈, 2008)과 측정변수 당

15배의 표본수가 필요하다(우종필, 2018)는 기준에 따라 정하였다. 본 연구는 최우도

추정법 분석과 외생변수의 측정변수 50개, 내생변수의 측정변수 6개 등 측정변수는

총 56개로 840명이 필요하나 총 813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그

중 내용이 완전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의 22명을 제외하고 총 79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각 대학별 선정된 대상자 수는 충청도 D대학 489명, S대학 58명과 강원도 Y대학 55

명, K대학 35명, KY대학 20명, H대학 43명, 경상북도 A대학 62명, 경기도 Y대학 29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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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본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자, 설문지를 읽

고 작성이 가능한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20 대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20 대(20-29 세) 대학생으로 한정한 이유는 대학생이지만 연령에

따라 발달기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면서 발달기적으로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

학생은 다른 발달기에 비해 자유로운 시간이 많고, 스마트폰 사용의 자율성을 지니며,

스마트폰의 기능과 최신 기술에 더 민감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자 제외기준은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을 받았거나 우

울증 진단을 받은 학생이었다.

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FoMO,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행위,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였다(표 3). 연구에 사용된 도구 중 자아존중감 도구와 스

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도구는 인터넷에 오픈되어 사용이 허락되어 있었고, FoMO

도구, 사회적 지지 도구, 대인관계능력 도구는 원저자 및 번역자에게 메일로 도구 사용

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4.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

설 행동과학연구소(2000)가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형 4

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총점은 1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값 .89이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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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FoMO

FoMO 측정도구는 Przybylski 등(2013)이 개발한 FoMO 척도를 주은선, 전소연, 심

솔지(2018)가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소속욕구 2문항, 외적동기 4문항,

상대적 박탈감 2문항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총점은 8점에서 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FoMO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79였다.

4.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가족지지 4문항, 친구지지 4문항, 타인지지 4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

다)으로 총점은 12점에서 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값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4.3.4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는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2017)이 개발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감 7문항, 타인지향 6문항, 자기표현 6문

항, 상호작용관리 9문항, 신뢰감 형성 3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를 가지고 일 개 대학 대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의 31문항 중 요인적재치가 .50이하(.12-.28)인 7문항(타

인지향 2문항, 상호작용관리 4문항, 신뢰감형성 1문항)을 삭제하였다. 삭제 후 탐색적 요

인분석 실시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50(.50-.85)이상으로 향상되었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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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자신감 7문항, 타인지향 4문항, 자기표현 6

문항, 상호작용관리 5문항, 신뢰감 형성 2문항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총점은 24점에

서 1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값은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4.3.5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측정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이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조절실패 3문항, 현저성 3문항, 문제적 결

과 4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형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총점은 10점에서 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값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4.3.6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 전공, 경제수준, 직전 학기 성적, 음주 빈도 총 7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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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 도구의 구성

잠재변수 측정변수 문항수 출처

자아존중감 긍정적 5 Rosenberg(1965)의 도구를
고려대학교 부설행동과학
연구소(2000) 번안

부정적 5

계 10

FoMO 소속욕구 8
Przybylski 등(2013)의
도구를 주은선, 전소연,
심솔지(2018) 번안

외적동기 2

상대적박탈감 4

계 2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4

Zimet 등(1988)의 도구를
신준섭, 이영분(1999) 번안

친구지지 4

타인지지 4

계 12

대인관계능력 자신감 7

박선우, 설정희, 천성문(2017)
개발

타인지향 4

자기표현 6

상호작용관리 5

신뢰감형성 2

계 2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조절실패 3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개발
현저성 3

문제적 결과 4

계 10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학년, 전공,
경제 수준, 성적, 음주
빈도

7 -

총 문항 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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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21 년 5월 27 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충청도 D대학, S대학, 강원도

Y대학, K대학, KY대학, H대학, 경상북도 A대학, 경기도 Y대학 총 8개 대학의 재

학생에게 코비드 19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네이버를 이용하여 질문

지를 조사하였다.

충청도 D 대학에서의 자료수집은 설문 조사 당시 부분적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연구보조원이 학과로 직접 방문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설문작성 시 주의사

항 및 소요시간,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후 연구원이 직접 학생들에게 온

라인 설문지를 발송하려하였으나 학생들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연구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과대표를 통한 설문지를 학생들의 카톡으로 보내는 것에 허락을 받

은 후 과대표가 학과 전체 카톡방에 네이버 폼으로 만들어진 설문 싸이트를 올리고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 외 7개 대학에서의 자료수집은 설문 조사 당시 비대면수업을 진행하여 연구자가

각 대학의 각 학과별로 자료수집에 대해 학과 교수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조

사 허락을 받은 후 학과 대표에게 연락하여 연구목적과 설문 조사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원이 학생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원했으나 학과 대표가 학생들의 이름

이 연구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학과 대표에게 네이버 폼으로 만들어진 설

문 보내주었고, 학과 대표가 학생들 단체 카톡방에 설문 싸이트를 올리고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카톡방은 대학마다 각 과의 학과 대표가 만들었고, S대학 3 개,

Y대학 1개, K대학 1개, KY대학 1개과, H대학 1개, A대학 1개, Y대학 1개 등

총 9개의 카톡방을 만들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면접원 없이 진행되는 자기기입 방

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불성실 응답으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질 가능성이 있으며 짧은 시간 동안 응답한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응답

경향을 보이는 등 불성실 응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이윤석, 이지영, 이경

택, 2008) 제한점이 있지만 코비드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온라

인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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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8 개 대학의 각 과 학생 대표가 카톡방에 질문지를 올렸기 때문에

근접 모집단 학생 수 총 3,025명 중 813명에게 응답(응답율 26.8%)을 받아 그 중 불

성실하게 응답한 22 부를 제외하고 791 부를 사용하였다. 이 중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2,000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DUC-2021-02-003-01). 또한 해당 학과 교수로부터 연

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온라인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

를 진행하였다. 충청도 D 대학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과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음을 직접 설명한 후 온라인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외 7개 대학은

연구의 목적 및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과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숙지하고 온라인 동의서

를 작성한 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및 설문 내용의 유출 방지

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수집된 동의서와 설문지는 이동 USB에 별도로 저장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박스에 넣어 연구자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수집 3년 후에 삭제할 예정이다



- 33 -

4.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기술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post test는 scf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측정변수들의 정규분포 검증은 왜도와 첨도를 사용하였고, 측정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하였다.

4.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5. 모형적합도 평가는 절대적합지수 χ²,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 증

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NNFI(non normal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6.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오차, CR(critical

ratio)을 사용하였다.

7. 위험요인 간 관계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5,000회)과 95%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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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여성 544명(68.8%)이었

고, 남성 247명(31.2%)이었다. 평균 연령은 22.03(±1.86)세이며, 2 학년 274명(34.6%),

1 학년 209명(26.4%), 3학년 165명(20.9%), 4학년 143명(18.1%) 순이었다. 전공은 자

연과학계열 475명(60.0%), 인문사회계열 245명(31.0%), 공학계열 71명(9.0%) 순이었고,

경제수준은 중류층 436명(55.1%), 중하류층/하류층 259명(32.7%), 상류층/중상류층 96

명(12.2%) 순이었다. 직전 학기 성적은 평점 3점대 404명(51.1%), 평점 2점대 152명

(19.1%), 평점 4점대 142명(18.0%) 순이었으며, 음주 빈도는 한 달에 2～4회 257명

(32.5%), 안 마신다는 222명(28.1%), 한 달에 1회 212명(26.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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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91)

구분 변수 빈도(%) 평균±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성 247(31.2)

여성 544(68.8)

나이 - - 22.03±1.86 19～29

학년
1학년 209(26.4)

2학년 274(34.6)

3학년 165(20.9)

4학년 143(18.1)

전공
공학계열 71(9.0)

자연과학계열 475(60.0)

인문사회계열 245(31.0)

경제수준
상류층/중상류층 96(12.2)

중류층 436(55.1)

중하류층/하류층 259(32.7)

직전 학기 성적
평점 2.0 미만 93(11.8)

평점 2.0-2.9 152(19.1)

평점 3.0-3.9 404(51.1)

평점 4.0 이상 142(18.0)

음주 빈도

안 마심 222(28.1)

한달에 1회 212(26.8)

한달에 2-4회 257(32.5)

일주일에 2-3회 84(10.6)

일주일에 4회 이상 16(2.0)



- 36 -

5.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가 유의하게 높았고(t=-5.00,

p<.001). 3,4학년이 1,2 학년 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가 유의하게 높았다(t=-5.24,

p<.001). 음주빈도가 일주일에 2-3 회 이상인 학생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한 달에 1회

마시는 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가 유의하게 높았다(t=6.68, p<.001). 그 외

에 대상자의 전공, 경제수준, 직전 학기 성적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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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차이 (N=791)

구분 변수 빈도 평균±표준편차 t/F p

성별 남성 247 19.24±6.08 -5.00 <.001

여성 544 21.43±5.68

학년 1, 2학년 483 19.90±6.21 -5.24 <.001

3, 4학년 308 22.03±5.11

전공 공학계열 71 20.15±6.06
.93 .393자연과학계열 475 20.96±5.66

인문사회계열 245 20.47±6.30

경제 수준 상류층/중상류층 96 20.19±5.68
1.38 .251중류층 436 20.57±5.70

중하류층/하류층 259 21.20±6.28

직전 학기

성적
평점 2.0 미만 93 20.82±6.11

.66 .575평점 2.0～2.9 152 20.14±5.97

평점 3.0～3.9 404 20.93±5.86

평점 4.0 이상 142 20.76±5.80

음주 빈도 안 마심ᵃ 222 19.93±5.78

6.68

ᵃᵇ<ᵈ
<.001

한 달에 1회ᵇ 212 20.08±5.63

한 달에 2-4회ᶜ 257 21.00±6.06

일주일에 2-3회ᵈ 84 23.01±5.69

일주일에 4회 이상ᵉ 16 24.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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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설 모형 검증

5.3.1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 모형 분석을 위해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

증한 결과 <표 6>과 같다.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와의 일치 정도를 보는

것으로 표준적재치가 .50 이상, 내적일관성(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이 .7 이상, 평

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5 이상인 경우 집중타당성을 확

보했다고 판단한다(김계수, 2019; 우종필, 2018).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은 측정변수 16 개 중 13 개는 표준적재치가

.50 이상(.52～.97), 내적일관성 .70 이상(.74～.94)이었고, 분산추출지수 .50 이상(.5

6～.86)으로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자신감, 상호작용관리, 신뢰감형성 3 개는 요

인적재치가 .50 이하로 측정도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최종 대인관계능력의 측정변수 자신감, 상호작용관리,

신뢰감 형성 3 개를 제외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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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 검증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적재치 오차 내적일관성 분산추출지수

자아존중감 긍정적 .97 .81
.74 .61

부정적 .52 .40

FoMO 소속욕구 .73 .14

.84 .64외적동기 .96 .43

상대적 박탈감 .69 .12

사회적 지지 가족 .97 .09

.94 .86친구 .90 .15

타인 .90 .11

대인관계능력 자신감 .10 .66

.81 .56

타인지향 .82 .21

자기표현 .89 .50

상호작용관리 .13 .90

신뢰감형성 .41 .11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조절실패 .76 .17

.89 .78현저성 .92 .14

문제적 결과 .6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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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수정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 검증

자신감, 상호작용관리, 신뢰감 형성 3 개의 측정변수를 제외한 13 개의 측정변수에 대

한 집중타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13 개 측정변수의 표준적재치 .50 이상(.52～.98), 내적일

관성 .70 이상(.75～.94)이었고, 분산추출지수 .50 이상(.62～.86)으로 모든 측정변수는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7. 수정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 검증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적재치 오차 내적일관성 분산추출지수

자아존중감 긍정적 .98 .09
.75 .62

부정적 .52 .04

FoMO 소속욕구 .73 .02

.84 .64외적동기 .96 .03

상대적 박탈감 .69 .03

사회적 지지 가족 .97 .00

.94 .86친구 .90 .01

타인 .90 .01

대인관계능력 타인지향 .79 .03
.86 .76

자기표현 .94 .0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조절실패 .76 .03

.89 .78현저성 .92 .03

문제적 결과 .6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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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수정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 검증

측정도구 수정 후 판별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판별타당성은 연구

에 사용된 두 개의 잠재변수가 비슷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두 잠재변수의 분산

추출지수의 제곱근값이 상관계수 보다 클 때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해석한다(김

계수, 2019).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분산추출지수 제곱근 값은 .78로 FoMO r=-.25,

사회적 지지 r=.32, 대인관계능력 r=.37,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r=-.19로 상관계수

들의 값이 .78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이 있으며, FoMO의 분산추출지수 제곱근 값은

.80 으로 사회적 지지 r=-.25, 대인관계능력 r=-.15,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r=.34로

상관계수들의 값이 .80 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의 분산추출지수

제곱근 값은 .92 로 대인관계능력 r=.3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r=-.21 로 상관계수

들의 값이 .92 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이 있었고, 대인관계능력의 분산추출지수 제곱근

값은 .87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r=-.18로 상관계수들의 값이 .87보다 낮아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은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수정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 검증

잠재변수
자아존중감 FoMO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자아존중감 .78 †

FoMO
-.25 .80

사회적지지 .32 -.25 .92

대인관계능력 .37
-.15 .32 .87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19 .34 -.21 -.18 .88

†대각선의 는 분산추출지수 제곱근 값임



- 42 -

5.3.4 수정 측정도구의 정규성 검증

본 연구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사용하여 왜도와 첨도가

–2～+2 사이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박한종, 이주영, 이선희 & 김정희, 2021)을 기

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는 왜도 값 –0.70～0.62 이고, 첨도 값

-0.84～1.56으로 왜도와 첨도가 –2 - +2 사이에 있으므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표 9).

표 9. 수정 측정도구의 정규성 검증 (N=791)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자아존중감 29.35±5.25 12～40 0.08 0.17

긍정적 15.67±3.02 5～20 -0.48 0.31

부정적 13.68±3.01 5～20 -0.27 -0.06

FoMO 18.85±6.99 8～40 0.19 -0.53

소속욕구 5.39±2.21 2～10 0.01 -0.84

외적동기 9.40±3.76 4～20 0.30 -0.46

상대적 박탈감 4.07±1.99 2～10 0.62 -0.44

사회적 지지 47.30±9.33 12～60 -0.46 0.10

가족 15.94±3.19 4～20 -0.57 0.15

친구 15.24±3.55 4～20 -0.41 -0.17

타인 16.13±3.05 4～20 -0.61 0.30

대인관계능력 40.06±6.21 10～50 -0.70 1.56

타인지향 15.99±2.65 4～20 -0.71 1.44

자기표현 24.07±3.96 5～25 -0.57 0.88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20.74±5.90 10～40 0.06 0.03

조절실패 7.26±2.40 3～12 -0.14 -0.58

현저성 6.53±2.13 3～12 0.16 -0.20

문제적 결과 6.93±2.36 4～16 0.61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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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수정 측정변수의 다중공선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와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으로 판단하였다(표 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상관계수는 절대

값이 .04～.88의 분포를 보여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가 있어 VIF를 구

했고, VIF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나(허준, 2019) 본 연구의 VIF는 1.4

4～7.25로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10. 수정 측정변수의 다중공선성 검증 (N=791)

　 VIF v1 v2 v3 v4 v5 v7 v8 v11 v12

자아
존중감

v1 1.73
　 　 　 　 　 　 　 　

v2 1.44 .51** 　 　 　 　 　 　 　

FoMO v3 2.06 -.15** -.22** 　 　 　 　 　 　

v4 2.85 -.15** -.23** .71** 　 　 　 　 　

v5 1.93 -.15** -.25** .46** .66** 　 　 　 　

대인관계
능력

v7 2.35 .38** .15** -.04 -.12** -.19** 　 　 　

v8 2.57 .45** .19** -.05 -.12** -.22** .75** 　 　

사회적
지지

v11 7.25 .32** .22** -.15** -.21** -.27** .26** .31** 　

v12 4.75 .32** .21** -.17** -.21** -.24** .22** .29** .88**

v13 4.82 .33** .20** -.15** -.23** -.29** .28** .32** .88** .81**

** p<.01

ㆍ자아존중감
v1: 긍정적
v2: 부정적

ㆍ FoMO
v3 : 소속욕구
v4 : 외적동기
v5 :상대적 박탈감

ㆍ대인관계능력
v7 : 타인지향
v8 : 자기표현

ㆍ사회적 지지
v11 : 가족 
v12 : 친구
v13 :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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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수정된 가설 모형 구축

본 연구는 수정된 PBT(Costa, Jessor, & Turbin, 2007)를 토대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경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측정도

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모형을 구축하였다(그림 5). 본 연구의

수정된 모형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모형 분석에서 측정변수의 수는 모델의 복잡성과 연관되어 적합도 및 경

로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 모델 내에서 측정변수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

만 2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8).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상

호작용 항의 투입변수는 독립변수의 측정변수와 조절변수의 측정변수의 곱을 통해 생

성되므로 독립변수의 측정변수와 조절변수의 측정변수가 많으면 상호작용의 투입변수

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루어도 상호작용 투

입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에서 벗어나게 되어 상호작용 투입변수의 수가 많을수록 정

상성의 위배문제는 심각해진다(홍세희, 정송,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7 개의 외생변수(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상호항,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상호항, FoMO

와 대인관계능력 상호항, FoMO와 사회적 지지 상호항)와 2개의 내생변수(FoMO, 스

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 10개의 경로를 갖는 모형으로 구성되어 측정변수는 자

아존중감 2개, FoMO 3 개, 사회적 지지 3 개, 대인관계능력 2개, 자아존중감(2개)과

사회적 지지(3 개) 상호항 6개, 자아존중감(2개)과 대인관계능력(2개)과의 상호항 4

개, FoMO(3 개)와 사회적 지지(3 개) 상호항 9개, FoMO(3 개)와 대인관계능력(2개)

과의 상호항 6개, 일반적 변수인 성별, 학년, 음주빈도를 포함하여 총 38 개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한 개의 구조모형에서 측정변수가 20개가 적당하나(우종필, 2018)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38 개로 너무 많아 상호작용항 투입변수들

의 정규분포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어 상호작용항의 투입변수를 줄이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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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측정변수의 상호작용항 수를 줄이기 위하여

변수의 쌍별결합 방법(matched-pair strategy)을 사용하였다(배병렬, 2018; 홍세희, 정

송, 2014).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지표변수가 (x1, x2, x3),(z1, z2, z3) 일 때, 상

호작용 지표변수는 3x3인 총 9개가 생성된다. 쌍별결합 방법은 연구자가 임으로 측

정변수를 쌍으로 측정변수를 결합하여 결합하는 방법으로 지표변수가 각각 3개씩일

때 x1z1, x2z2, x3z3 혹은 x1z3, x2z2, x3z1 등과 같이 상호작용항을 만들 수 있다.

쌍별결합 방법은 연구자가 임의로 만들기 편하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속한 모든

지표 변수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방법과 비교해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Jackman, Leite, & Cochrane, 2011). 쌍별결합 방법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측정변수

의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편리하나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측정변수의 개수가 다를

때는 측정변수의 수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측정변수를 결합한다(배병렬, 2018).

셋째, 따라서 본 연구는 쌍별결합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상호

작용항의 투입변수의 감소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자아존중감(v1, v2)과 사회적 지

지(v11, v12, v13)의 측정변수 개수가 달라 측정변수가 적은 자아존중감의 2개를 기

준으로 사회적 지지의 측정변수 v11(.976), v12(.904), v13(.905) 중 표준적재치가 높은

v11 과 v13을 선정하여 상호작용항 v1v11, v2v13으로 쌍별결합을 하였다. 2) 자아존

중감(v1, v2)과 대인관계능력의 측정변수(v7, v8)의 상호작용항 투입변수는 v1v7,

v2v8로 상호작용항 2개를 생성하였다. 3) FoMO(v3, v4, v5)와 사회적 지지의 측정

변수(v11, v12, v13)의 상호작용항 투입변수는 v3v11, v4v12, v5v13 상호작용항 3개

를 생성하였다. 4) FoMO(v3, v4, v5)와 대인관계능력(v7, v8)의 측정변수 개수가 달라

측정변수가 적은 대인관계능력 2개를 기준으로 FoMO의 측정변수 v3(.735), v4(.962),

v5(.691) 중 표준적재치가 높은 v3과 v4를 선정하여 상호작용항 v3v7, v4v8으로 쌍

별결합을 하였다.

넷째,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개념 기틀을 기반으로 측정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쌍별

결합법을 통한 축소 과정을 거쳐 외생변수 7 개, 내생변수 2개에 대한 측정변수 22개

와 일반적 특성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성별, 학년,

음주 빈도를 포함한 연구의 수정 가설 모형을 <그림 5>와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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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아존중감
v1: 긍정적
v2: 부정적

ㆍFoMO
v3 : 소속욕구
v4 : 외적동기
v5 : 상대적 박탈감

ㆍ사회적 지지
v11 : 가족
v12 : 친구
v13 : 타인

ㆍ대인관계능력
v7 : 타인지향
v8 : 자기표현

ㆍ스마트폰과의존위험행위
v14 : 조절실패
v15 : 현저성
v16 : 문제적 결과

그림 5. 본 연구의 수정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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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정 가설 모형 검증

5.4.1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수정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김계수,

2019: 허준, 2019)로 확인하였다. 절대적합지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χ² 검정,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며 χ²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평가지표로 p값이 .05보다 클 때, RMSEA는 .05～.08사이 값

을 가질 때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 증분적합지수는 모형과 실제 데이터 간의 괴리를

파악하는 지표로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NNFI(Non Normal Fit Index)를 사용하며, NFI, CFI, TLI/NNFI 모두 .90 이상

이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χ²=813.47, 자유도=245(p<.001), RMSEA=.05, NFI=.92,

CFI=.94, TLI/NNFI=.93으로 χ²를 제외한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는 권장수준에 도달

하였다. χ²는 실제 모형이 매우 복잡한 경우나 표본수가 많은 경우에서는 χ²가 유용하

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허준, 2019), χ²의 p값이 .050 보다 작다 하더라도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어 다른 지표들의 적합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김계수, 2019: 배병

렬, 2008; 우종필, 2018; 이학식, 임지훈, 2008). 따라서 본 모형은 표본수가 791 명임을

고려할 때 수정 가설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수정 가설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

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1).

표 11. 수정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

χ²(df) p RMSEA NFI CFI TLI/NNFI

813.48
(245)

<.001 .05 .92 .94 .93

-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NNFI(Non Normal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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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수정 가설 모형 검증

본 연구의 수정 가설 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의 차이를 보인 성별, 학년, 음주 빈도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총 10

개의 경로 중 5 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그림 6).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FoMO,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

능력과 FoMO의 상호작용항, 성별, 학년, 음주 빈도였고, 이들의 설명력은 21.2%였으

며 추정값의 유의성(CR)은 절대값 1.96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 1(H1).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존중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β=.02, p=.640) 가설 1 은 기각되었다.

가설 2(H2). FoMO 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oMO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여(β=.28,

p<.001) FoMO가 클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설

명되어 가설 2 는 채택되었다.

가설 3(H3). 자아존중감은 FoMO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존중감에서 FoMO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여(β=-.22, p<.00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FoMO가 큰 것으로 설명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4(H4). 자아존중감은 FoMO 를 통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FoMO를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로 가는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β=.02, p=.640) 가설

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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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H5).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지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여(β=-.10,

p=.009),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적게 하

는 것으로 설명되어 가설 5는 채택되었다.

가설 6(H6).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여

(β=-.12, p=.011), 대인관계능력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적

게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가설 6은 채택되었다.

가설 7(H7).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에

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에 미치는 조절효

과가 유의하지 않아(β=-.05, p=.138) 가설 7은 기각되었다.

가설 8(H8). 사회적 지지는 FoMO 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아(β=-.03, p=.492) 가설 8은 기각되었다.

가설 9(H9). 대인관계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에

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이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에 미치는 조절효

과가 유의하지 않아(β=-.02, p=.559) 가설 9는 기각되었다.

가설 10(H10). 대인관계능력은 FoMO 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에

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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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능력이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조절효과 유

의하여(β=.10, p=.027) 대인관계능력은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가설 10 은 채택되었다.

표 12. 수정 가설 모형의 검증

내생변수 외생변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오차 CR p R²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H1. 자아존중감 .02 .04 .09 0.46 .640

21.2

H2. FoMO .28 .62 .09 6.97 <.001

H5. 사회적 지지 -.10 -.16 .06 -2.62 .009

H6. 대인관계능력 -.12 -.20 .08 -2.47 .013

H7.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05 -.08 .05 -1.48 .138

H8. 사회적 지지
*FoMO

-.03 -.06 .09 -0.68 .492

H9.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

-.02 -.02 .05 -0.58 .559

H10. 대인관계능력
*FoMO

.10 .19 .08 2.21 .027

성별+ .14 .46 .11 4.06 <.001

학년† .19 .60 .11 5.46 <.001

음주‡ .14 .20 .05 4.05 <.001

FoMO H3. 자아존중감 -.22 -.17 .03 -5.29 .000 5.2

CR: Critical Ratio
+성별: 0)남자, 1)여자. †학년: 0)1,2 학년, 1)3,4학년
‡음주: 0)안함, 1)한달에 1회, 2)한달에 2-4회, 3)일주일에 2-3회, 4)일주일에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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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아존중감
v1: 긍정적
v2: 부정적

ㆍFoMO
v3 : 소속욕구
v4 : 외적동기
v5 : 상대적 박탈감

ㆍ사회적 지지
v11 : 가족
v12 : 친구
v13 : 타인

ㆍ대인관계능력
v7 : 타인지향
v8 : 자기표현

ㆍ스마트폰과의존위험행위
v14 : 조절실패
v15 : 현저성
v16 : 문제적 결과

그림 6. 본 연구 수정 가설 모형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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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자아존중감, FoMO 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검증

자아존중감,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변수 간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직접효과는 변수 ‘A’가 변수

‘C’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간접효과는 변수 ‘A’가 매개변수 ‘B’를 통해

변수 ‘C’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고, ‘A→B’ 경로계수와 ‘B→C’ 경로계수를 곱

해서 산출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하면 총효과가 된다(우종필, 2018). 간접효과

는 두 변수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우종필, 2018)

Bootstraping(5,000회)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13).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의 경로의 직접효과(β=.02, p=.640)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FoMO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6, p=.076)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3. 자아존중감, FoMO 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검증

효과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 p
95% 신뢰구간

하한선 상한선

총효과 -.04 .07 .562 -.176 .055

직접효과 .02 .09 .640 -.081 .115

간접효과 -.06 .03 .076 -.11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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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FoMO 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 분석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보여 대인관계능력의 평균값(40.06 점)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인 집단과 평균 미만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FoMO와 스마트폰 위험행위 관계를 살펴보았다(그림 7).

대인관계능력이 평균 이상인 집단은 대인관계능력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FoMO

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대인관계능력 수준에 따른 FoMO 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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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본 연구는 Costa, Jessor, & Turbin(2007)의 수정된 PBT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대학

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수정된 PBT 이론에 근거하여 구축된 가설 모형은 대학생

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모형 적합도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

으나 변수들의 설명력이 21.2%로 높지 않았다.

6.1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구조모형 적합성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모형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χ²,

RMSEA와 증분적합지수 NFI, CFI, TLI/NNFI에서 χ² 를 제외한 모든 적합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모형

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가 21.2%로 설명되었는데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이유를 모형설정, 추정, 모형 재설정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모형설정(model specification) 단계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잠재변수 사이를 도

식화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단계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으로 나뉜다. 측정모형은 서로

연관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를 배치시켜 놓은 모형이고, 구조모형은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이론과 연구 가설들의 관계를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사이의 경로로 결합한

모형이다. 측정모형 부분에서 설명력이 높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수정된 PBT를

근거로 하여 위험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FoMO,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

계능력 변수를 선정하였으나 원래 수정된 PBT 이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FoMO

와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된 PBT 이론의 위험요인에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제시되어 있으나 FoMO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문헌고찰을 통해

FoMO를 위험요인의 ‘모델’, ‘기회’를 포함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보호요인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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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는 있으나 대인관계능력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행연구를 통해 대인관계능

력을 보호요인의 ‘모델’, ‘통제’를 포함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구조모형 부분

에서 설명력이 높지 않은 이유는, PBT에서 위험요인은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와 같이 중단할 수 없고 조절해야하는 행

위의 개념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PBT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틀만을 사용한 것이 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연구모형에 대한 추정(estimation)은 연구모형이 가지는 모수추정을 위해 검정

통계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의 정규성 분

포를 반드시 기본으로 하고, 자료의 이상치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올바

른 모수의 추정이 가능하다(박한종 외, 2021; 우종필, 2018). 본 연구의 잠재변수와 측

정변수의 왜도와 첨도 값은 -2～+2 사이의 값을 가져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구조모

형 검증을 위한 기본적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이상치(outlier)를 9문항 이상을 동일한 번호로 응답한 자료의 값으로

판단하였으며 813명 중 22명의 답변이 이상치로 판정되어 22명을 제외한 791명의 자

료만 사용하여 이상치 응답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자료가 정규분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답이나 응답자의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추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모형재설정(respecification)은 측정모형의 개선이나 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

은 경로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6개의 측정변수 중 표준적

재치가 .50 이하인 측정변수 3개 문항을 삭제하여 측정모형에서 측정도구의 집중타당

성을 높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이 2개의 조절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독립변수

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가설 모형의 측정변수가 35개로 많아 한 개의 구

조모형에서 측정변수가 20개가 넘을 경우에 정규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우종필,

2018)는 근거 하에 쌍별결합 방법을 통해 측정변수를 22개로 줄였다. 따라서 쌍별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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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투입변수의 감소로 모든 변수를 투입했을

때와 결과에서 차이가 없다고는 하나(Jackman, Leite, & Cochrane, 2011) 상호작용항을

줄여서 투입하였기 때문에 설명력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2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FoMO가 위험요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은 보호요인으

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직접 효과를 보였으나 대인관계능력만이 조절효과가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위험요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군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군 간

에 스마트폰 중독률에는 차이가 없는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다(김종임, 2019).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과의존 행위나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키는 요

인으로 보고되고 있다(Dhamija et al., 2021; Mohamed & Mostafa, 2020; Pundir et

al., 2016; Servidio, 2021; Thatkar et al., 2021; 김성식, 이정순, 2020; 장선희, 하영미,

2019; 전영후 등, 2020). 수정된 PBT이론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위험행동을 일으

키는 위험요인 중 ‘취약’에 해당되는 요인이었는데, 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40점 만점(평점 2.94 점)에 29.38 점으로 동일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Dhamija 등

(2021) 남학생 자아존중감 20.56 점, 여학생 자아존중감 21.27 점보다 높고, Thatkar 등

(2021)의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16.76 점보다 높았으며 또한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

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이용한 것은 동일하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한 도구에서 본 연구

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로 측정한 것에 비해 Mohamed와 Mostafa(2020), Thatkar 등(2021)은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일상생활방해, 스마트폰 이용의 긍정적 측면, 금단, 사이버 상의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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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과다사용, 내성 등 6개 요인으로 측정하여 본 연구와 달리 스마트폰 이용의 긍정

적 측면, 사이버 상의 인간관계와 내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측정 시 낮은 자아존중감 혹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

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사용이 필

요하다.

둘째, FoMO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위험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FoMO가 클수록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Çatker, Büyüksoy, &

Özdi ̇l, 2021; Li et al., 2020; Lin et al., 2021; Servidio et al., 2021; Wolniewicz,
Rozgonjuk, & Elhai, 2019; Yuan, Elhai, & Hall, 2021; 이홍숙, 2019) 결과와 일치한

다. FoMO는 스마트폰 중독률을 높이며,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적 경향은 FoMO를 매

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률을 높인다는 연구(Servidio et al., 2021), FoMO가 SNS 중

독경향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이홍숙,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이와 같이 FoMO가 스마트폰 위험행위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집단에 속하여 구

성원끼리 경험을 공유하며 집단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대학생의 특

성(주은선, 전소연, 심솔지, 2018)이 반영된 것으로, 대학생들은 타인의 정보를 공유하

지 않으면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강박적으로 걱정에 빠져들고(Li

et al., 2020),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어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Lin et al., 2021). 국내 대학생의 스마트

폰의 이용의 주된 동기가 ‘타인과의 관계 맺기’이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정도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카카오톡을 포함한 SNS를 이용(서석진, 2019)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FoMO는 스마트폰 위험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FoMO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자아존중감은 FoMO를 통

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유의한 간접효과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국화(201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데, 이국화(2019)의 연구에서 건강하지

하지 않은 자기애성향으로 생긴 낮은 자아존중감이 FoMO를 높이고 FoMO는 SNS

중독경향성을 높여, FoMO가 낮은 자아존중감과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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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성향은 끊임없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

구와 자존감의 결핍이라는 특성을 낳게 되어 FoMO를 더 크게 만들고 두려움을 해

결하기 위해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FoMO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이유

는 앞에서 언급한 자아존중감의 측정요인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의 측정요인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

트폰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로 일반화하여 조사하여 FoMO의 매개효과가 없었

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측정 시 조절실패, 과다사용,

문제적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지만 코비드 19 상황의 비대면 온라인의 시대적 상

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Akturk & Budak, 2019; Lapierre & Zhao,

2021; Zhao et al., 2021; 김지아, 김춘경, 성정혜, 2018).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이나

친구, 중요한 타인에게 지지를 받을 때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든다고 한 Akturk과

Budak(2019)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이다. 가족, 친구, 타인에게 받은 지지는 중독적 행

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김지아, 김춘경, 성정혜, 2018)하며, 사회적 지지는 심리

적 안녕감을 높이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

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 환경을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통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안나, 양준이, 조인주, 2019).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

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와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

위 간을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영님(2016)의 대학생의 스트

레스, 소외감, 대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인데, 성인으로서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정영님, 2016). 또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가 유의했던 연구들을 보면, 취업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

지로 조절(김주섭, 2020)되었고, 학업소진을 경험한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심리적 안정감(손강숙, 정소미, 2017)을 느꼈으며, SNS의 중독 경향성이 외로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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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김진숙, 문현주, 최은, 2019)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

을 볼 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보호요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위험행위를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가 스마트폰 중독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한 연구(Kwon, 2021; Lin et al., 2021; Topal & Çolak, 2021; 이미영, 강희양,

2019; 장성화, 지명원, 이주연, 2021) 결과와 일치된다. 타인에 대한 만족감, 나에 대한

타인의 시선의 만족감, 타인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대인관계가 원만할 때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낮게 나타난 Kwon(2021)의 연구결과와 같다. 또한 내적 성향인

분리불안, 소심증, 연약한 내적 자아 등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민감성이 떨어진 경우에

스마트폰 중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Lin 등(2021)의 연구에 비추어볼 때 대인관

계능력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줄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대인관계능력은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조절하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대인관계능력이 평균 이상인 집단은 대

인관계능력이 평균 이하인 집단보다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FoMO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정도가 더 높아지는 관계를 보였

는데,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이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타인의 이야기

에 집중을 잘하는 타인지향 대인관계능력과 타인에게 긍정적이고 고마움을 자주 표현

하는 자기표현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였기에 타인 지향적이고 자기표현적인 대인관계

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FoMO가 커질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높아지는 것으

로 사료된다. 이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도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높인다고 한 Hong

등(2019)과 한승수와 오경수(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다. 즉 Hong 등(2019)은

사이버 친구와 관계가 좋을수록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한승수와 오

경수(2006)는 사교적이고 활달하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교/쾌활’한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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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과 다른 이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많은 ‘온화/친절’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 Liu, & Dong(2019)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인데 Li, Liu,

& Dong(2019)은 자아존중감과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간에 대인간의 신뢰성이 조절효

과를 보였다. 대인관계능력은 초기 관계 형성, 자기표현, 타인에 대한 불쾌감 표현, 정

서적지지 혹은 조언, 대인 간 갈등 다루기 등이 포함된 능력으로 우울이나 낮은 자아

존중감 등이 부정적인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조절효과(정계현, 박민향, 2018)

를 보이며, 자존감이 낮더라도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신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Buhrmester et al., 1988).

본 연구는 대인관계능력을 타인지향과 자기표현으로만 측정하여 대인관계능력의 속성

인 대인간의 신뢰성, 타인과의 관계 형성, 타인에 대한 불편감 표현, 정서적지지 혹은

조언, 대인갈등 해결 등을 포함하지 못하여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관계를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앞서 본 연구에서 설명하였듯이 자아존

중감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

각한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행

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2 학년 보다 3,4학년이, 음주를 하지 않

거나 음주빈도가 낮은 학생보다 음주 빈도가 높은 학생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행위

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행

위 정도가 심한 것은 Dhamija et al.(2021), Servidio(2021), 김종임(2019), 장선희, 하

영미(2019)의 연구 결과와 같다. 이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장선희, 하영미, 2019). 남학생은 정보검색이나 문제해

결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수시로 메

신저나 SNS를 사용하므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높은 것

으로 사료된다. 1,2 학년 보다 3,4학년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정도가 높은 것은

Kil et al.(2019)과 Kwon(2021)의 연구와 같은 결과인데, 고학년들은 취업준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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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병원임상의 대체실습, 국가고시나 자격증 준비를 위한 온라인 강의 시청 등

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률이 저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

과 음주를 안 했거나 적게 한 학생 보다 음주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현주(2021), 조선희, 전경숙(2016)의 연

구 결과와 같은 것으로 조선희와 전경숙(2016)의 연구에서 음주행동점수가 1점 높아

짐(음주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1.09배(95% CI: 1.02∼1.15)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문제음주 행동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관련성이 있는 이유

는 술이나 스마트폰 이용 등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절력 상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조선희, 전경숙, 2016).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설명한 가설 모형 검

증에서 FoMO는 위험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증가영향을 미치고, 사회

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은 보호요인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감소영향을 미

치나 대인관계능력은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와의 관계를 증가시키는 조

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1.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을 편의표집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기에 표본오차와 설문응답 시의 오차를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

의가 필요하다.

2. 본 연구 가설 모형 검증에서 측정변수의 수가 20개 이상이 되어 연구자 임으로 쌍

별결합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변수의 수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파악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는 스마트폰의 기능 즉 SNS, 게

임, 쇼핑, 카톡, 정보 검색, 동영상 시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결

과 해석에 제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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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6.3.1 간호연구 측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

여 과의존 위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요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6.3.2 간호실무 측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는 대학생의 심리ㆍ사회ㆍ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행동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예방을

위한 중재 구축의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6.3.3 간호교육 측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공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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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7.1 결론

본 연구는 수정된 PBT 이론에 기반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와 경

기도 지역 소재 8개 대학의 20대 대학생 791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FoMO는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행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보호요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은 FoMO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마

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는 여성이 남성보다(t=-5.00, p<.001), 3,4학년이 1,2학년 보다

(t=-5.24, p<.001), 음주빈도가 일주일에 2～3회 이상인 학생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한 달에 1회 마시는 학생보다(t=6.68, p<.001)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2. 측정한 변수의 수준은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29.35점, FoMO는 40점 만점에

18.85점, 사회적 지지는 60점 만점에 47.30점, 대인관계능력은 50점 만점에 40.06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는 40점 만점에 20.74점으로 나타났다.

3. 적합도는 χ²를 제외한 RMSEA, NFI, CFI, TLI/NNFI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권장수준

에 도달하였고, FoMO,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FoMO와 대인관계능력 상호항, 성

별, 학년, 음주 빈도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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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결과 FoMO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β=.28,

p<.001), 사회적 지지(β=-.10, p=.009)와 대인관계능력(β=-.12, p=.011)은 스마트폰 과의

존 위험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FoMO는 커졌고(β=-.22,

p<.001), 대인관계능력은 FoMO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조절효과(β=.10, p=.027)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에는 위험요인과 보호요

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보호요인은 위험행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위험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려한 중재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대학생에게 드

물게 적용된 수정된 PBT 이론을 대학생에게 적용한 것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파

악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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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낮은 자아중감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높이는 요인이므로 낮은 자아존중감

혹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 FoMO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높이는 요인이므로 FoMO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제안한다.

3.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낮추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지지 제공

대상 및 방법을 구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4. 대인관계능력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낮추는 요인이므로 대인간의 신뢰성,

타인과의 관계 형성, 타인에 대한 불편감 표현,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제안한다.

5. 스마트폰의 기능은 SNS, 게임, 쇼핑, 카톡, 정보 검색,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하므로

다양한 행위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측정할 수 있

는 도구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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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가설 모형 구축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관련 문헌 분석

1.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저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결과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과의존

Dhamija 등(2021) 의과대학생 500명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Smartphone Addiction

Scale(Kwon et al., 2013)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률은 높아짐

Mohamed &

Mostafa(2020)
간호대학생 320명

Self-esteem scale
(Smith,1981)

Smartphone Addiction
Scale(Kwon et al., 2013)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관계

Pundir 등(2016) 대학생 1108명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scale(연구자 개발)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중간정도인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보다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2.44배 높음

Servidio(2021) 대학생 277명

Italian version of Rosenberg
self-esteem scale

(Prezza, Trombaccia, &

Armento, 1997)

Problematic Smartphone

Use scale(De Pasquale,
Sciacca, & Hichy, 2017)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률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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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계속)

저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결과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과의존

Thatkar 등(2021) 대학생 464명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Smartphone Addiction

Scale(Kwon et al., 2013)

낮은 자아존중감은 문제적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김성식, 이정순(2020) 대학생 195명 자아존중감(Rosenberg, 1965)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과다사용 자가진단 척도

(김동일 외, 2012)

낮은 자아존중감은 문제적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김종임(2019) 대학생 231명 자아존중감(Rosenberg, 1965)
성인 스마트폰 자가진단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중독은

상관관계가 없음

장선희, 하영미(2019) 대학생 263명 자아존중감(Rosenberg,1965)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 상관관계

전영후 등(2020) 대학생 469명 자아존중감(Rosenberg, 1965)
스마트폰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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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MO 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저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결과
FoMO 스마트폰 과의존

Li 등(2020)
17-25세(평균 20.1세)

1,164명

Chinese Trait-State FoMO

Scale(Wegmann et al., 2017)

Mobile Phone Addiction Index

(Leung L, 2008)

FoMO과 스마트폰 중독은 정적상관
관계이며, 부정적인 성격은 FoMO를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Lin 등(2021) 대학생 881명
FoMO Scale

(Przybylski et al., 2013)

smartphone addiction scale

(Su et al., 2014)

FoMO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Servidio 등(2021) 대학생 474명
FoMO Scale

(Przybylski et al., 2013)

Smartphone Addiction Scale

Short Version
(Kwon et al., 2013)

FoMO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비교 경향은 FoMO를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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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MO 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계속)

저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결과
FoMO 스마트폰 과의존

Yuan, Elhai, Hall,

(2021)
대학생 341명

FoMO Scale

(Przybylski et al., 2013)

smartphone addiction scale

(Kwon et al., 2013)

FoMO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FoMO를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Wolniewicz,

Rozgonjuk, Elhai
(2019)

대학생 297명
FoMO Scale

(Przybylski et al., 2013)

smartphone addiction scale

(Kwon et al., 2013)

FoMO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권태로운 성향은 FoMO를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이홍숙(2019) 대학생 304명
FoMO Scale

(Przybylski et al., 2013)

SNS중독경향성

(김종남, 2014)

FoMO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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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저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결과
사회적 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Akturk & Budak
(2019)

간호대학생 1,049명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Eker, Arkar, Yaldiz, 2001)

Smartphone Addiction Scale

(Kwon et al., 2013)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사람의 사회적
지지와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관계임

Brailovskaia 등
(2019)

페이스북 이용자 309명
(연령 18-56세)

- online social support

(Brailovskaia et al., 2019)
- Offline social support

(Fydrich et al., 2009)

Facebook Addiction Disorder

(Andreassen et al., 2012) 온라인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facebook 중독률이 높아짐

Lapierre & Zhao

(2021)
대학생 221명

Social support

(Cohen et al., 1985)

Problematic Smartphone Use

(Kim et al., 2014)

소속감적 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

지지와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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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계속)

저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결과
사회적 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Zhao 등(2021) 대학생 1,123명

Onlin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Liang, Wei,

2008)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Zimet et al. 1988)

Mobile Phone Addiction

(Leung, 2008, Huang et al.,
2014)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가족, 친구,
타인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스마트폰 중독률을

낮춤

김지아, 김춘경, 성정혜

(2018)
대학생 527명

사회적지지 척도

(박지원, 1985)

스마트폰 과다사용

(박용민, 2011)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배찬욱(2020) 대학생 251명
사회적지지 척도

(박지원, 1985)

SNS중독경향성 척도

(정소영 외, 2014)

FoMO 높고,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았을 때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짐

정영님(22016) 대학생 437명
사회적지지 척도
(장성화 외, 2009)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불안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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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인관계능력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저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결과
대인관계능력 스마트폰 과의존

Hong 등(2019) 대학생 220명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연구자 개발)

smartphone addiction

(Hong, Chiu, Huang, 2012)

사이버 상의 친구 관계가 좋을수록

스마트폰 중독률 높아짐

Kwon(2021) 간호대학생 261명
Relationship Change Scale

(Schleinand Guerney, 1971)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대인관계능력이 좋으면 스마트폰

중독률이 낮아짐

Lin 등(2021) 대학생 881명

Interpersonal Sensitivity

Measure
(Boyce, Parker, 1989)

smartphone addiction scale

(Su et al.,2014)

대인관계민감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Li, Liu & Dong

(2019)
중학생 637명

Inclusive General Trust Scale

(Yamagishi et al., 2015)

Problematic smartphone use

(Xie et al., 2018)

대인간의 신뢰는 자아존중감과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간과 우울과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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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인관계능력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계속)

저자(연도) 연구 대상
측정도구

결과
대인관계능력 스마트폰 과의존

Topal & Çolak(2021) 대학생 521명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cale

(Sahin, Sahin, Heppner, 1993)

Digital Addiction Scale
(Kesici, Tunç, 2018)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낮으면 스마트폰
중독률 높아짐

이미영, 강희양(2019) 대학생 1,016명
대인관계 문제
(Buhrmester et al.,1988)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대인관계문제가 많으면 스마트폰 중독률

높아지며, 우울은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장성화, 지명원,
이주연(2021)

대학생 250명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Mattick, Clark, 1988)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적 관계이며, 사회적 상호
작용 불안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정혜선, 금정화(2019) 간호대학생 435명

대인관계 유능성

(Buhrmester, Fueman, &

Wittenberg, 1988)

성인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타인과의 갈등관리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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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항 목 요인
삭제전

요인
삭제후

자신감

나는다른사람이나와함께있으면즐겁지않은것같아불안한마음이든다. .75 .75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가가기가 두렵다. .68 .67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상대에게 다
가가기가 어렵다.

.76 .80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 .86 .85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불행하다고 느껴진다. .76 .78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분위기를 파악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52 .54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 할 때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부담스럽다. .53 .55

타인지향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22
나는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잘 지킨다. .62 .65
나는 다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한다. .50 .51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잘 집중한다. .67 .70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67 .68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면 중재해서 개선하고자 한다. .28

자기표현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수용하
려고 노력한다. .68 .70

나는 상대방의 지닌 가치와 태도가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70 .7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한다. .50 .50
나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57 .58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50 .52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최대한 타인을 배려하려고 한다. .53 .54

상호작용
관리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 지가 신경 쓰인다. .68 .7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충고일지라도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주저
하게 된다. .70 .74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6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 나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에 대하
여 의식을 많이 한다. .78 .79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63 .64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아
무 말하지 못한다. .74 .7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실망할까봐 나의 속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 .27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12
나는 다른 사람이 무리한 요청을 하면 부담스럽고 막막하기만 하다. .14

신뢰감
형성

나는 내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을 잘한다. .24
나는 다른 사람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하여 유머를 잘 사용한다. .78 .78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다. .8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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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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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설문지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제목 : 수정된 문제행동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 구조모형

다음 사항이 사실일 때 앞의 □에 체크(V)하시고, 하단에 서명해주십시오.

□ 본 연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인쇄물을 제공받았으며, 그 내용을 충

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본 연구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가 있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 본 연구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시기에 상관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사

후의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의 서면동의서와 기타 기록들이 시험의뢰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공인된 회사직원에 의해 검토될 수 있으나, 이들 모든 기

록은 절대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연구대상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형

태로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인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연구대상자의 권리가 유보되거나 제

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서명된 본 동의서의 사본 한 부를 받았습니다.

연구대상자(직접기재)  

   날짜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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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된문제행동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스마트폰과의존 위험행위구조모형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행위를 예측하기 위

한 연구입니다.

귀하가 작성해 주신 설문조사의 내용과 연구결과는 코드화하

여 연구자만 개인정보를 식별 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자료 분석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발생되지

않으며,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참여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여 여

부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해주신 귀중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 될 것 입

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E-mail : kimyh@dae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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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은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작업,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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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즐겁지 않은 것 같아 불
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가
가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상대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불행하다
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분위기를 파악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 할 때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잘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타인에게 피해
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상대방의 지닌 가치와 태도가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하
고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최대한 타인을 배려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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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 지가 
신경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충고일지라도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주저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 나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에 대하여 의식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면 속
상해하고 아무말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하여 유머를 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이
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가족이나 친구 제

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가족이나 친구 제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정서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를 위로해 줄 사람(가족이나 친구 제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문제에 대해 가족과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가족이나 친구 제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 가족은 내가 결정을 내리도록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친구들과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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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소외에 대하 두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렇
다

매
우

그렇
다

약속된 모임에 빠지게 되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들과 갑자기 잡힌 약속에 가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지 못할 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내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주변을 신경 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휴일에도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한다. 
(예: 친구들의 SNS상태 업데이트)

① ② ③ ④ ⑤

친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친구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경험을 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개인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의 출생년도는? 년

4. 귀하의 전공은? □① 공학계열 □② 보건계열 □③ 인문사회계열 □④ 기타

5. 귀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① 상류층 □② 중상류층 □③ 중류층 □④ 중하류층 □⑤ 하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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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2020년 2학기 성적은? (1학년은 고3 때 성적으로)

□① 평균 2.0 미만(평균 69점 미만) □② 평균 2.0-2.9점(평균 70-79점)

□③ 평균 3.0-3.9점(평균 80-89점) □④ 평균 4.0 이상(평균 90점 이상)

7.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 용도는?(한 가지만 응답)

□① SNS □② 게임 □③ 음악감상 □④ 검색 □⑤ 문자 □⑥ 기타

8. 귀하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강의 듣기 제외) 시간

9. 귀하의 음주 빈도는?

□① 안마심 □② 한 달에 1번 □③ 한 달에 2-4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번 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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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smartphone overdependence risk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modified problem behavior theory

Kim, Youn H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sed on the revised PBT theor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isk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t was conducted

by using an online self-report questionnaire for 791 students in 8 colleges

in Chungcheong-do, Gangwon-do, Gyeongsang-do and Gyeonggi-do from

May 27 to September 30, 2021. As a result of this study, FoMO had an

effect on the increase in risk behavior for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the decrease in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ability. The interpersonal

ability as a protective factor showed a moderating effect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MO and risk behavior for smartphone

overdependen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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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risky behaviors with

smartphone overdepend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risk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t=-5.00, p<.001), 3rd and 4th graders

than 1st and 2nd graders(t=-5.24, p<.001), students who drink alcohol

more than 2-3 times a week than students who do not drink or drink

once a month(t=6.68, p<.001).

2. The level of the measured variables was found to be 29.35 out of 40 for

self-esteem, 18.85 out of 40 for FoMO, 47.30 out of 60 for social

support, 40.06 out of 50 for interpersonal ability, and 20.74 out of 40 for

the risk behavior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3. All goodness-of-fit index of RMSEA, NFI, CFI, and TLI/NNFI, except

for χ², reached the recommended level.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explaining risky behavior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FoMO, social

support, gender, grade, and drinking frequency, interpersonal ability and

FoMO with interpersonal mutual ability terms was 21.2%.

4.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FoMO had an effect on the increase

in risk behavior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β=.28, p<.001), social

support (β=-.10, p=.009) and interpersonal ability (β =-.12, p=.011) had

an effect on the reduction of risky behaviors related to smartphone

dependence, and the lower the self-esteem, the greater the FoMO (β

=-.22, p<.001), and the interpersonal ability of the FoMO. There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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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 (β=.10, p=.027) to control the risky behavior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s a result of the abov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isky behavior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college students affect directly not only

the risk factors and the protective factors but also the protective factors

control the risk behaviors. Through this, it is required for the risk factors

and the protective factors and the protective factor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martphone risk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nd for

arbitration strategy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apply the modified PBT theory, which was

rarely applied to college students in previous studies, and to grasp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and to presen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isk behavior of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of college

students as a comprehensive section.


Key words : modified problem behavior theory, smartphone overdependence

risk behavior, college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