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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스마트폰 중독위험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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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So-Yeon Gil, Min-Sun Kim, Kwan-Woo Park, Hea-Jin Lee, Woo-Joo Park, Mi-Kyeong Oh*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Gangneung Asan hospital, Gangneung, Korea

Background: Smartphone usage tim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causing smartphone addiction, also known as cell phone dependency.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on adolescent smartphone use.
Methods: The subjects were 908 middle school students in Gangneung whose legal guardians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 investigated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smartphone usage time of family members, using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K-SAPS),
Family APGAR, and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 III).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scores of the SAPS: addiction proneness, addiction tendency group, and normal user.
Results: The prevalence of the addiction proneness group was 47 (5.2%). The K-SAPS scores were higher in the following categories: female (P<0.001);
more monthly allowance (P<0.05); lower academic performance (P<0.001); fewer hours of exercise (P<0.001); longer smartphone usage time
(P<0.001); and younger owners of smartphones (P<0.05). In family characteristics, the K-SAPS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ingle parent
families (P<0.05), longer smartphone usage time of mother and siblings (P<0.05), less time spent watching TV with family members (P<0.05), more
exposure to smartphones in childhood (P<0.05), and less time spent with mother (P<0.05). The K-SAPS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when family
APGAR,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ores were lower (P<0.001).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is closely related to smartphone usage of family members
and family functions. Therefore, family behavior that can be corrected should be considered for counseling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Keywords: Smartphone Addiction; Family Function; Middle School Students; Family APGAR;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서론

폰 사용시간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017년 기준 2시간 가량으로, 전 연령대 스마

200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급격한 증가세를

트폰 사용자의 평균 이용 시간(1시간 43분)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는 연령층 역시 낮아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확대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부터 크게 상승하

손가락, 손목, 목의 근골격계 문제,2,3) 안구 건조4) 등의 신체적 문제

기 시작하여, 2017년 기준 초등학교 저학년생 37.2%, 초등학교 고학

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5) 수면장애, 공격성6) 등 정신적 문제와도 관

년생 74.2%, 중학생 92.0%, 고등학생 93.5%로 확인되었다.1) 스마트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등7)은 대학생 755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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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 불안, 강박 증상, 충동성과 유

조사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 내용과 각각의 사용 시간을 기재하도

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록 하였다.

전통적인 중독은 물질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의존을 의미했으나,
점차 행동에 대한 중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스마트
폰 중독 역시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양상을 포함하여 내성, 금단증
8)

2) 가족 특성

가족 특성에서는 가족의 수,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 학생이 생각

상, 일상생활의 제한과 같이 중독의 특성이 있다고 밝혀졌다. 한국

하는 가정의 경제수준 및 부모님의 근로 시간을 조사하였다. 학생이

정보화진흥원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2018 스마트폰 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균 시간, 부모와 함께 시청하는 여부를 포함한

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과

TV 시청 시간 등을 설문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정도를 조

의존 위험군은 19.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전 연령 중 청소년이

사하였다. 또한, 유년시절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한 경

29.3%로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는

험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중학생이 34.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
다.9) Kim 등10)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3) 가족기능

행동 억제 및 활성화 시스템과 자기통제능력을 꼽았으며, 중국의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Family APGAR score, 가족 적응력-응

Lian 등11)은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방식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

집력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

고하였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스마트폰 중독과 가족기능과의 연관

III)를 이용하였다. Smilkstein 등12)이 고안하고 Kang 등13)이 표준화한

에 대한 국내의 연구보고 없었다. 이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의

Family APGAR score 는 가족기능의 정도를 예측하는 간단한 선별

형태 및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가족에 의한 스마트폰 노출 시

질문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기, 가족기능점수 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건강함을 나타낸다. FACES III는 1985년 Olson 등14)이 고안하고 Lee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등15)이 표준화한 가족 상호 관계 모델 평가도구로, 적응력에 관한

10문항과 결속력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결속력은 가족
간의 감정적인 유대를 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이탈되고 분리된 가

방법

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결되고 결합된 가족임을 의미한다. 적
1. 연구 대상

강릉시의 4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1일부터 18

응력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가족의 유연함 정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직된 가족을 뜻한다.

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담임교사 협조로 학생들
이 직접 설문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함께 연

4) 스마트폰 중독 위험도 평가

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서면 동의서를 배부하였으며 연구 대상자가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도 평가는 한국 정보화진흥원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았다. 총 1,200명에

서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 자가진단척도(Korean Smart

게 배부하여, 93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작성

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K-SAPS)를 사용하였다. K-SAPS는

이 충실하지 않은 22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908명을 연구 대상으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요인으로는 일상생활장애 5

삼았다. 설문조사는 수거 시 본문과 동의서를 분리하여 익명 처리

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하였다. 본 연구는 강릉아산병원 윤리 심의위원회(IRB No.2019-06-

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이 표준화하여 42점 이상을 스마트폰 위험

026)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 군으로 정의하고 있다.16)

2. 연구 내용

3. 자료분석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K-SAPS 42점 이상을 중독위험군(addiction prone

연구 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성별, 학년, 한 달 용돈, 본인이 생각

ness group)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일반 사용자 군 중에서

하는 학업 성적, 운동 정도, 주말과 주중의 TV 및 컴퓨터 사용시간,

K-SAPS 점수가 상위 1/4인 경우를 중독성향 일반 사용자 군(addic

스마트폰을 처음 소유한 나이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스마트

tion tendency normal user group), 나머지 3/4인 경우를 일반 사용자

폰 사용실태는 1일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군(normal user group)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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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교차분석(χ2 검정, linear by linear

계 결과의 유의성은 P<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trend)으로 관련성 검증을 하였다. 가족의 기능 정도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위험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y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group
Normal user group

Addiction tendency
normal user group

Addiction proneness
group

Male

383 (79.1)

89 (18.4)

12 (2.5)

Female

275 (66.3)

105 (25.3)

35 (8.4)

1st

183 (78.5)

41 (17.6)

9 (3.9)

2nd

103 (71.0)

33 (22.8)

9 (6.2)

3rd

372 (71.4)

120 (23.0)

29 (5.6)

485 (75.1)

131 (20.3)

30 (4.6)

172 (68.3)

63 (25.0)

17 (6.7)

Poor

116 (61.1)

50 (26.3)

24 (12.6)

Fair

405 (75.4)

113 (21.0)

19 (3.5)

Good

135 (79.4)

31 (18.2)

4 (2.4)

Never

149 (62.3)

68 (28.5)

22 (9.2)

1–2 times

195 (71.4)

67 (24.5)

11 (4.0)

≥3 times

314 (81.3)

58 (15.0)

14 (3.6)

424 (71.9)

135 (22.9)

31 (5.3)

174 (79.5)

38 (17.4)

7 (3.2)

58 (66.7)

20 (23.0)

9 (10.3)

309 (73.2)

93 (22.0)

194 (75.2)

55 (21.3)

9 (3.5)

153 (70.8)

45 (20.8)

18 (8.3)

Never

296 (73.1)

86 (21.2)

23 (5.7)

<2
≥2

243 (73.6)

69 (20.9)

18 (5.5)

116 (72.5)

38 (23.8)

6 (3.8)

Never

215 (71.0)

67 (22.1)

21 (6.9)

<2
≥2

202 (74.3)

55 (20.2)

15 (5.5)

240 (74.3)

72 (22.3)

11 (3.4)

Variable

<0.001

Gender

Academic year (grade)

0.067

Monthly allowance (×10,000 won)
<5
≥5

0.034

<0.001

Academic performance

<0.001

Physical activity/ week

Time spent on watching TV (h/weekday)
<1
1–2
>2
Time spent on watching TV (h/weekend)
<1
1–2
>2
Computer usage time (h/weekday)

0.851

0.311
20 (4.7)

0.787

Computer usage time (h/weekend)

0.132

Age that he/she owned smartphone (y)

0.037

<8
8–13

34 (65.4)

14 (26.9)

4 (7.7)

586 (73.1)

173 (21.6)

43 (5.4)

≥14

34 (82.9)

7 (17.1)

0 (0.0)

<2
2–4

158 (86.3)

22 (12.0)

3 (1.6)

271 (77.0)

72 (20.5)

9 (2.6)

4–6

136 (63.8)

62 (29.1)

15 (7.0)

92 (61.7)

37 (24.8)

20 (13.4)

<0.001

Smartphone usage time (h/weekday)

>6
Smartphone usage time (h/weekend)

P-value

<0.001

<2
2–4

67 (90.5)

6 (8.1)

1 (1.4)

156 (81.7)

33 (17.3)

2 (1.0)

4–6

208 (75.4)

60 (21.7)

8 (2.9)

>6

223 (63.2)

94 (26.6)

36 (10.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 by χ2, linear by linea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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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1.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 척도와의 관계

2. 가족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 척도와의 관계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484명(53.8%), 여학생은 415명(46.2%)이

가족 특성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

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33명(25.9%), 2학년 145명(16.1%), 3학년

과, 편부모 가정에서(P<0.05),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수

521명(58.0 %)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스마트폰 중 독 위험 척도

록(P<0.05),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적을수록(P<0.001), 유년

(K-SAPS)는 30.66±6.794점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 척도에 따라

기에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여 준 경험이 많을수록

일반 사용자 군, 중독성향 일반 사용자 군(21.6%), 중독위험군

(P<0.05)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과 함께 TV

(5.2%) 세 개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여성에서(P<0.001), 한 달

를 보는 시간이 많은 군에서는 중독 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0.6%로,

용돈 5만 원 이상에서(P<0.05),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P<0.001), 운

가족과 함께 TV를 보지 않는 군에서 중독군에 해당하는 경우(7.8%)

동을 하는 횟수가 적을수록(P<0.001), 스마트폰 소유 연령이 어릴수

보다 적었다(P<0.001). 그러나 부모님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세

록(P<0.05) 스마트폰 중독 위험점수가 높았다. 또한 주말과 주중의

개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중독위험 점수가 높았다(P<0.001). 그

스마트폰 중독 위험 척도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평균 스마트폰 사

러나 주말과 주중의 TV 시청시간, 컴퓨터 사용시간에서는 세 개 군

용 시간을 비교하였다. 어머니의 주중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Table 2. Family characteristics by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group
Variable

Normal user group

Addiction tendency
normal user group

Addiction proneness
group

Family type

0.030

Single-parent

103 (66.0)

42 (26.9)

11 (7.1)

Two-parents

522 (74.6)

145 (20.7)

33 (4.7)

Poor

33 (76.7)

7 (16.3)

3 (7.0)

Fair

534 (72.4)

163 (22.1)

41 (5.6)

90 (76.9)

24 (20.5)

3 (2.6)

60 (70.6)

19 (22.4)

6 (7.1)

<8

408 (74.5)

118 (21.5)

22 (4.0)

≥8

190 (72.0)

55 (20.8)

19 (7.2)

37 (62.7)

17 (28.8)

5 (8.5)

Family income

Good

0.340

Working hours of mother /day
Not living with mother (h)

0.271

Working hours of father /day
Not living with father (h)

P-value

0.066

<8

269 (74.1)

76 (20.9)

18 (5.0)

≥8

348 (73.7)

100 (21.2)

24 (5.1)

<2

226 (69.1)

79 (24.2)

22 (6.7)

≥2

429 (75.7)

114 (20.1)

24 (4.2)

<2

356 (71.6)

108 (21.7)

33 (6.6)

≥2

299 (75.1)

86 (21.6)

13 (3.3)

Slightly

281 (68.5)

97 (23.7)

32 (7.8)

Often

235 (74.6)

67 (21.3)

13 (4.1)

Always

141 (82.0)

30 (17.4)

1 (0.6)

Time with mother /day (h)

0.021

Time with father/day (h)

0.071

<0.001

When you watch TV, do you watch with your family?

Have you ever watched videos on your parent’s smartphone,
when you were younger?

0.002

Never

188 (79.3)

36 (15.2)

13 (5.5)

Slightly

361 (72.8)

117 (23.6)

18 (3.6)

Often

108 (65.5)

41 (24.8)

16 (9.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 by χ2, linear by linea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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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 군에서 2.29±1.89시간, 중독 성향 일반 사용자 군에서

(P<0.001). 가족기능을 평가하는 다른 척도인 FACES III (결속력 및

2.33±1.94시간, 중독위험군에서 3.12±2.46시간으로 어머니의 주중

적응력 항목) 역시 세 개 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컸다(P<0.05).

족과 이탈하여 소외되어 있을수록, 가족의 적응력이 낮고 경직되어

어머니의 주말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서도 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였

있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 및

다(P<0.05). 형제자매의 주말 및 주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 역시 그룹

형제자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청소년 자녀의 중독 위험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0.05). 그러나 아버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본 연구에서 가족의 경제력이나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거나(P<0.05), 가족의 형태가 양부모 가정인 경우(P<0.05)

3. 가족기능 점수와 스마트폰 중독 위험 척도와의 관계

스마트폰 중독 위험 척도와 가족기능 척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

TV를 볼 때 가족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을수록(P<0.001) 스마트폰

다. Family APGAR score 는 중독위험군이 5.80±3.25점으로 중등도

중독이 적었다. 이는 가족의 경제력이나 부모의 근무 상태와는 상

의 가족기능장애에 해당했고, 중독성향 일반 사용자 군이 7.15±

관없이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 자체가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2.51점, 일반 사용자 군은 7.62±2.43점으로 건강한 가족기능 상태에

도움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 달 용돈 5만 원 이상에서

해당하였다(P<0.001).

(P<0.05), 스마트폰을 소유한 나이가 어릴수록(P<0.05), 어렸을 때 부

가족 간 결속력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중독위험군은 32.44±7.84

모가 보여주는 스마트폰 동영상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P<0.05)

점, 중독성향 일반 사용자 군은 35.63±6.09점, 일반 사용자 군은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컸다. 이 결과는 변화 가능한 가족 요인으로

37.13±6.45로, 중독 위험이 클수록 이탈된 가정의 성향을 보였다

서의 의미가 있는데,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쉽게 주기보다는 자녀와

(P<0.001). 가족 간 적응력은 중독위험군이 27.49±6.80점, 중독성향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독 예방에 있어서 바람직한 교육

일반 사용자 군이 30.06±6.22점, 일반 사용자 군이 30.94±6.62로 경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직된 가족형태일수록 중독 위험이 컸다(P<0.001) (Table 4).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강릉이라는 단일 도
시에서 표본을 수집한 점이다. 전국 단위의 조사가 아니라 농촌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소도시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결과

고찰

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의 중독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 척도에 따라 세 개 군(일반 사

험군은 설문 응답자의 5.2%로 대도시를 포함한 ‘한국 정보화진흥

용자 군, 중독성향 일반 사용자 군[21.6%], 중독위험군[5.2%])으로

원의 SAPS 개발 표준화 연구’에서 중독위험군의 비율인 11.5%보다

분류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가족특성, 가족기능을 분석하였

낮았다. SAPS 척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평가한 선행 연구

다. 중독위험군에서는 Family APGAR score가 5.80±3.25점으로 타

들을 살펴보면, 경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m 등 17)의 연구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 중등도의 가족기능 장애에 해당하였다

(2017)에서는 중독군이 8%, 청주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Table 3. Smartphone usage time of family member by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group
Variable

Normal user
group (h)

Addiction tendency
normal user
group (h)

Addiction
proneness
group (h)

P-value

대상으로 한 Kim 등18)의 연구(2017)에서는 2.7%로 본 연구와 비슷하
Table 4. Family function by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group
Variable

Mother

Addiction
Normal user
tendency normal
group
user group

Addiction
proneness
group

P-value

Weekday

2.29±1.89

2.33±1.94

3.12±2.46

0.027

Weekend

2.70±2.08

2.60±2.01

3.53±2.81

0.029

Cohesion
(FACES III)

37.13±6.45

35.63±6.09

32.44±7.84

<0.001

Weekday

2.30±1.82

2.50±2.05

2.61±2.12

0.320

30.06±6.22

27.49±6.80

0.001

2.64±2.41

2.87±2.31

3.18±2.10

0.165

Adaptability
(FACES III)

30.94±6.62

Weekend

7.62±2.43

7.15±2.51

5.80±3.25

<0.001

Father

Siblings
Weekday

4.04±2.51

4.25±2.69

5.47±3.08

0.005

Weekend

5.09±2.73

5.21±2.87

6.67±3.07

0.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SE).
P-value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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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PGAR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SE).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Cohesion (FACES III): 10–50, Adaptability (FACES III): 10–50, Family APGAR:
0–10.
P-value by ANOVA.

www.kjfp.or.kr

107

KJFP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So-Yeon Gil, et al. Associ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게 보고되었다.

일찍 스마트폰을 가질수록(P<0.05), 본인의 사용 시간이 길수록

둘째는 대상자에 선택 비뚤림(selection bias)이 있다는 점이다. 연

(P<0.001) 높았다.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편부모가정일 때(P<0.05), 어

구 대상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정 보호자 동의가 선행되어야 했

머니와 형제자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P<0.05), 어머니와

는데, 가족기능이 극단적으로 낮은 대상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을수록(P<0.05),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 시간

기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정도 이상 성실하

이 적을수록(P<0.05), 유년기에 스마트폰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면서, 최소한의 가족기능을 갖춘 연구 대상자들이 설문조사에 응했

(P<0.05) 스마트폰 중독 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기능과의관

다(75.6%)고 볼 수 있다. 비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 완료 시의

계에서는 가족기능이 낮고, 가족과 이탈하여 소외되어 있을수록,

보상을 준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가족의 적응력이 낮고 경직되어 있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점수가 유

셋째로, K-SAPS의 중독 기준은 총점 42점 이상 또는 세부항목 중

의하게 높았다(P<0.001).

일상생활 장애 14점 이상, 금단 12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이다. 그러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성향은 가족의 스마

나 본 연구에서는 중독의 세부요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총점 기

트폰 사용 및 가족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준만을 적용하였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의 이환율이 더 낮게 평가

향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 시 가족의 영향을 고려 할 것

되었을 수 있으며, 가족기능과의 연관성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을 제언한다.

있다.
본 연구는 가족기능 및 구조와 스마트폰 중독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술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중심단어: 스마트폰 중독; 가족기능; 중학생; Family APGAR; 가족
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척도; 스마트폰 중독위험척도

통해 가족과 이탈하여 소외되어 있을수록, 가족의 적응력이 낮고
경직되어 있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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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중학생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Hea-Jin Lee, https://orcid.org/0000-0003-2314-1861

가장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습관적 의존

Woo-Joo Park, https://orcid.org/0000-0002-6081-7325

으로 대표되는 중독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

Mi-Kyeong Oh, https://orcid.org/0000-0003-3602-9588

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강릉 지역의 4개 중학교 전교생 중 학생과 법적 보호자가 본
연구에 동의한 9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가족의 구조적 특성, 스마트폰 사용 시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 자가진단척도, 가족기능점수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분석은 스
마트폰 중독 위험 자가진단척도에따라 중독위험군, 중독성향 일반
사용자 군, 일반 사용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 자가진단척도에 따른 중독위험군은 47명
(5.2%) 중독 성향 일반 사용자 군은 194명(21.6%)이었다. K-SAPS점수
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P<0.001), 학업성적이 낮을수록(P<0.001),
운동 횟수가 적을수록(P<0.001), 용돈액수 5만 원 이상에서(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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