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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ursued to obtain media education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reducing youth’s 

immersion in adult media, along with the balanced use of smartphone, by identifying the impact of 

youth’s negative emotions (i.e., aggression, depression) on their immersion in adult media and by 

examining whether smartphone dependence would mediate those relationships. For this analysis, this 

research used the data of 5th-year version (2014) about 4th-grade elementary students in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Research (KCYPS) 2010’. The 2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n = 2,378) in 

the above data were used for testing multiple hypotheses. To test proposed hypotheses, this study 

mainly used multipl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In order to check the mediated effects, the 

process macro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youth’s aggressi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immersion in adult media. Second, youth’s aggressi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had positive effects on youth’s smartphone dependence. Third, 

youth’s smartphone dependence had positive effect on their immersion in adult media. Fourth, the 

result indicated that youth’s aggression and dep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dependence and the immersion in adult media. That is, youth’s aggression and 

depression directly influence their immersion in adult media, while their smartphone dependence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gative emotions and their immersion in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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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Based on these findings and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youth’s negative emotions and their smartphone dependence could be considered for media 

education intervention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youth’s immersion in adult media. Theoretically, 

considering that there had been little empirical research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youth’s negative emotions, smartphone dependence, and immersion in adult media, this research’s 

main findings contribute to developing comprehensive models of explaining relationships among 

those main variables. In terms of practical implications, considering that youth can easily access  adult 

media contents through smartphones,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media education 

programs that help youth judge and screen out harmful messages from adult media contents. Second, 

in order to prevent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this study recommends adopting media 

education mainly about the major characteristics smartphones as well as their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on the youth's daily life. Third, according to this research’s findings about youth's negative 

emotions, media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not only for students but also for parents and 

teachers. Media education with parents and teachers  can contribute to the desirable media content 

consumption and production culture among young population.

Keywords: Smartphone Dependence, Youth’s Immersion in Adult Media, Aggression,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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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문화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상생활, 커뮤니 이션, 학습, 놀이, 래 

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개인 매체이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있어 순기능 인 측면

과 함께 역기능 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늘 ‘상시 인 연결’ 상태가 자연스러운 세 인 청소년

은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앱과 콘텐츠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인 요소

를 린다. 특히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소통하는 것을 면 면 보다 더 편하게 느끼며, 우

정을 더 돈독하게 해주기 때문에 래와의 소통과 계 유지․발 을 진하는 역할도 한다(Ha, 

Chin, Park, Ryu, & Yu, 2008). 그러나 정체성과 가치 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스마

트폰에 한 과한 몰입이나 지나친 의존은 정신 ․신체 인 건강 뿐 아니라 윤리  문제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환경이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는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이 이

용하는 인터넷 콘텐츠나 사이트에 성인물을 이용한 고와 웹사이트 게시물들이 방송통신심의

원회에 신고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노출 가능성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 다(정일주, 2015, 6, 15). 정보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화는 인터넷과 PC의 결합보다 청소년이 성인용매체나 음란물에 쉽게 

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그   이용 가능성을 높 다

(김유정, 2010; 통계청, 2015; Young, 2001). 여기서 성인용매체란 성인들 상으로 만들어

진 매체로 음란물이나 유해매체  성인매체로 도서, 문서, 상, 사진이나 이미지 뿐 아니라 

상 등을 통한 성 행 에 한 노골 인 표 물들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를 이용할 수 없

다(김문녕, 2013; 성․이주실․김동욱, 2017). 성인용매체는 음란물이라는 용어로도 사용

될 수 있는데, 성 인 흥분 혹은 자극을 유발하고 사회문화 으로 성 인 도덕 념에 배되는 

행 를 담은 내용물과 물건을 통칭하기도 한다(김미선․박성수, 2019). 한 미디어에 한 ‘몰

입’이란, 행동 차원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동기  상태나 어떤 특정한 일이나 상황에 완 히 

빠져있는 느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인매체 몰입’은 성인매체에 완 히 빠져있는 느낌이나 그러

한 상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김은정․이세용․오승근, 2003). 몰입이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특

정 역에 집 되어 다른 역에서의 정상 인 통제를 방해하고 비정상 으로 빠져든 상태(나은

, 2010)라는 에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immersion in adult 

media)은 특정 유해매체로 분류될 수 있는 상, 이미지  게임 등에 해 빠져듬으로써 일상

에서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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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용 상물의 연간 이용률이 등학생 5-6학년 

16.1%, 학생 42.4%, 고등학생 58.0%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황여정․김지

경․이윤주, 2016), 성인매체 몰입에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 보다 인터넷 포르노 몰입과 독의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형진․이정

기, 2012). 특히 등학생에서 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성인용 상물의 이용률이 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리고 감수성이 민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성

인 내용이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AAP, 2001; Gruber & 

Gurube, 2000). 미디어에는 성 인 화와 행동, 선정성이 강조된 내용 그리고 성에 한 많은 

부정확한 정보가 가득한데(Sutton, Brown, Wilson, & Klein, 2002),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도 으로 혹은 의도여부에 상 없이 성인용매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증가하

고 있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실제로 간단한 인증 차로 혹은 인증 과정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인용매체에 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SNS, 어 리 이션 

등을 통해 쉽게 근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 ‘야동’, ‘성인물’ 등의 검색어만 입력해도 근

가능한 동 상과 사진이 넘쳐난다.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은 성에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에서 

일정부분 정 인 면도 있으나, 부정 인 측면에 한 우려가 더 많다.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수퍼친구(super-peer)’로서 성경험을 갖도록 추동함으로(Strasburger, 1997) 

청소년에게 성에 한 잘못된 환상과 충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 안

에 재 된 성에 한 메시지는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성 인 행동에 한 스크립트

를 제공하는데(Gagnon & Simon, 1987), 성인용매체 이용은 여성을 성 으로 상화하는 방

식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성에 한 함을 갖게 하고(김유정, 2010), 청소년에게 성에 한 왜

곡된 가치 과 편향 인 성 태도(남 옥, 2005; 최명일, 2009)와 부정 인 성 의식에 향을 

주며(이해경, 2002), 이는 성추행․성폭행의 충동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행정안 부, 2012). 

다시말해 청소년들이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지식과 왜곡된 성 련 정보를 무비 으로 수용하

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폭력과 연 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김진성, 2018)는 에서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서 뿐 아니라 사회 으로도 요하게 다 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 의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의 화는 청소년들이 쉽게 성인용매체에 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넓혔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인용매체에 한 몰입과 독이 사회

으로 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인터넷과 컴퓨터의 확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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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kenburg, 2008). 스마트폰은 청소년이 성인용매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은 하고 

사 인 도구와 통로가 된 것이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성 인 호기심과 욕망을 사

이버 공간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신을 감추면서 성인용매체 

이용에 편의성을 더하 다(최정임․정동훈, 2016; Young, 2007). 이는 스마트폰에 한 높은 

수 의 의존이 문제  행동과 연 될 수 있으며(심 진․이희명․이 실, 2016),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이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김경호, 2016; 방해순, 2017; 성 외,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용매체 이용과 몰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스마트

폰 의존(smartphone dependence)의 향에 해 주목하 다. 스마트폰을 배제하고서는 일상

을 생각할 수 없는 시 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요한 이슈이다.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일생에서 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가족, 래, 지역사회 등에서 발달과업들을 성취해야하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행  발생하는 스트 스를 정 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심리  문

제나 문제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유라․노충래, 2014). 한 청소년기는 정서발달에 있어서 

심리․사회  부 응을 많이 경험하면서 기성세 나 사회에 해 자신만의 논리로 비 하거나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학교폭력, 학업 단, 성폭력,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 뿐 아니라 성인기의 폭력과 사회부 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경애․김혜원․

주 아,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정서는 청소년들의 문제행

동에 주요한 개인  맥락이 될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우울․사회  의존

(aggression․depression․social withdrawal)과 같은 부정정서(negative emotions)가 청

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과 같은 문제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 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주는 다양한 맥락 가

운데 이러한 공격성, 우울  사회  축과 같은 부정 인 정서요인은 스마트폰 의존이 매개될 

때 성인용매체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부정 인 

정서와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정서라는 

개인발달의 측면과 청소년을 둘러싼 매체환경과 련된 환경발달 측면에서 요한 요인들의 인

과 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개인 인 맥락과 환경  맥락을 고려한 미디어교육에 시

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성에 한 태도를 학습

하게 되고(최명일, 2009), 특히 청소년기에 성인용매체 이용과 몰입의 향은 성인기로도 이어

져 반사회 인 성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보화․이정윤, 2010; 최정임․정동훈, 20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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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청소년 가치  형성과 련된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용매체에 한 노출과 근 자체가 쉬워진 청소년 미디어 환경과 개인의 정서  맥락을 고려

한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미디어교육 차원에서 실 인 안에 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 이론  배경

1)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성인용매체 몰입

청소년들이 성인용매체에 몰입하게 되는 원인과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인용매

체 이용과 몰입의 행동은 기분조 (mood adjustment)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크노블록 웨

스터 (Knobloch-Westerwick, 2006)에 따르면 기분조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

분을 개선해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찾으며, 불쾌함이나 스트 스를 미

디어 콘텐츠의 선택․이용을 통해 자신의 기분을 조 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특정 기분은 개인의 상황 혹은 상황 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특정 미디어 콘텐츠에 의

해서 부정 인 기분이 일시 으로 바뀔 수 있으나 다시 부정 인 기분으로 돌아가며, 이러한 기

분조  략의 과정은 합리 인 사고에 의해서가 아닌 무엇을 보면 기분이 환되고 좋아지는지

에 해 명확하지 않은 기 감으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무의식 으로 조건화되어 습 인 행동

으로 나타날 수 있다(Knobloch-Westerwick, 2006). 이는 청소년들의 부정정서가 성인용매체

라는 특정 콘텐츠에 몰입으로 진입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특정 콘텐츠에 한 이 습 이고 반복된 이용 행태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우울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성인매체 이용에 한 동기를 기분조  략(mood regulation 

strategy)으로 설명한 연구(Wéry & Billieux, 2017)에서 청소년은 싫어하거나 오하는 생

각, 감정, 기분을 낮추어 조 하기 해 성인매체를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성과 련된 

콘텐츠를 반복 으로 보는 것은 결혼이나 성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특정 콘텐츠 

이용이 야기하는 효과는 이용자가 의도한 것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것, 즉 콘텐츠가 주는 보

다 넓은 차원의 향까지 포함한다(Zillmann & Vorderer, 2000).

청소년의 공격성․우울․사회  축과 문제행동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부정정

서가 성인용매체 몰입이나 음란물에 한 독을 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

다(김옥수․김솔휘․이지 , 2016; 남 옥, 2005; 진혜민․배성우, 2012). 이러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정 인 정서가 성인용매체라는 특정 콘텐츠 이용과 몰입을 통해 기분의 변화라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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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뿐 아니라 성과 련된 태도와 가치 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에 한 

노출의 효과는 범 할 수 있음을 언 한다. 특히 청소년의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부정

정서는 주요한 개인  맥락이 될 수 있다는 에서, 본 논문에서 청소년이 성인용매체를 이용하

는 동기로서 청소년의 부정정서  공격성, 우울, 사회  축에 주목하 다.

공격성(aggression)이란, 의도 인 행 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직 인 행동 뿐 아니

라 그러한 성향  분노를 포함한 신체 이고 심리 인 측면을 포 하는 개념으로(서미정, 

2014; Bandura, 1973), 공격 인 성향이 높은 청소년에게 공격 인 행동유형이 나타나며 이

는 청소년기 뿐 아니라 생애 반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범죄와 폭력을 야기하기도 한

다(신성철․백석기, 2013). 호주와 미국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성은 사이버 비행

과 같은 문제행동을 측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Hemphill et al., 2012). 

김옥수 등(2016)은 공격성이 높을수록 성인용매체 몰입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학

생을 상으로 한 성인용매체 몰입에 한 연구를 진행한 남 옥(2005) 역시 청소년들의 공격성

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이나 게임 독 뿐 아니라 성인용매체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게다가 공격성은 성인용매체 독이 가해 인 성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Hunter, Figueredo, Malamuth, & 

Becker, 2004)는 공격성이 성인용매체 몰입 그 이상의 문제로서 성과 련된 폭력 혹은 성범죄

와 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공격  성향이 성인용매체 몰입 뿐 아니라 타인

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에서 더 주목해야할 정서  하나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격성과 성인용매체 몰입 간의 계를 연구한 결과들에서 두 변인간의 인과  계가 일

이지 않기 때문에(김경호, 2016) 지속 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변인이다.

우울(depression)이란, 유 ․생물학 ․사회 인 요인의 복합되어 나타나는 심리  

문제로 기쁨이나 심  집 력의 감소, 흥분, 불안감, 체 과 식욕 감소 등의 보편 인 증상을 

동반하는 심리이다(우채 ․정 희, 2013). 우울 역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 인 

감정으로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성인용매체 몰입을 증가시킨다(심 진 외, 2016; Griffiths, 

2012). 한편 성인용매체 독으로 우울이 심화된다는 연구결과(Nelson, Padilla-Walker, & 

Carroll, 2010; Schneider, 2000; Weaver et al., 2011)는 우울과 성인용매체 몰입이라는 

두 변인 사이에 상보  인과 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이버섹스 독에 있어서 인터넷

의 과한 사용과 기혼여부  성학  경험  높은 수 의 우울 경험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Griffiths, 2012),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이 직간 으로 성인용매체 몰입을 

증가시키는 변인임이 검증되기도 하 다(심 진 외, 2016). 이와 함께 공격성․우울과 청소년 



청소년의 부정정서가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향 93

비행에 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통해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과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이고 폭력 인 행동을 측하는 요인이며, 우울감은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진혜민․배성우, 2012). 한 우울 성향이 증가할수록 타인과의 갈등과 립을 일으키는 

공격성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이경님, 2003; 이익섭․최정아, 2008; Wolff & Ollendick, 

2006)를 통해 우울은 공격성과 한 연 성을 가지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할 수 있는 변

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성인용매체 몰입

에 미치는 주요 향요인 될 수 있음에 주목하 다.

사회  축(social withdrawal)의 정의는 주로 사회성의 결핍과 연 되어 기술되고 있

다. 사회  축은 상황과 시간에 계없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행동 형태로 자신을 고립시

키는 행동과 련되고(김재경․이덕 , 2018), 주변 사람과 환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한 계 맺기나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축되는 것이며, 수 음과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며 다

른 사람에게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특성을 갖는다(안귀여루, 2010; 이종원 외, 2013). 

이 게 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해 자신을 무능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의 외로

움’(Kurdek & Krile, 1982), 혹은 새로운 환경과 사람 사이에서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

을 포함하기도 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이와 같이 사회  축은 인 계

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으며 자아존 감의 하  다양한 정신  병리와 련될 수 있다

( 유라․노충래, 2014). 즉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  축은 자신에 한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  계에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정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사회  축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우울과 같이 개인 으로 내재화된 

특성으로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문제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스스로를 사회 으로 능력이 없

다고 생각하거나 사회  성공에 한 기 감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은 우울 성향도 높게 나타난

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이러한 특징을 갖는 청소년의 경우 불

안감도 높고 회피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Vosk, Forehand, Parker, & Rickard, 1982). 

축된 청소년 집단은 공격 인 성향보다 인 계에서 불안수 이 높고 소심하게 되며, 사회  상

호작용에 한 어려움으로 심리 인 불안이나 우울 수 이 평범한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Cantrell & Prinz, 1985; French & Waas, 1985). 게다가 축된 청소년들은 래와의 

계에서 외면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  축이 더 심화될 수 있는데(Coie & 

Koeppl, 1990), 친구 계에서 지지가 낮고 소외감과 외로움을 겪는 청소년일수록 성인용매체

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이정윤․이명화, 2003). 결과 으로 개인의 사회  불안 수 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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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사회  활동을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우려를 낳는다는 에서 사회  축은 성인용매체 몰

입의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축과 성인용매체 몰입의 직간 인 연 성을 밝

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축과 같은 청소년의 부정정서는 다른 부

정 정서의 수 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경님, 2003; 이익섭․최정아, 2008)을 감안할 때 

사회  축 역시 성인용매체 몰입과 같은 청소년의 외 화된 문제행동과 련될 가능성이 있음

을 가정하 다.

2)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에 한 ‘지나친 의존’의 개념은 그 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스마트폰 독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몰입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의 장애 뿐 아니라, 의존성

이 강해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실보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가상에서의 인 계를 더 지향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박성복․황하성, 2014). 박미진과 김

웅(2015) 역시 ‘ 독’의 용어를 사용해 스마트폰 과도한 몰입에 해 언 한다. 이들에 따르면 

스마트폰 독은 스마트폰 의존 행동이 일상화되고 내성이 생겨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기야 불

안함을 넘어 강박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에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상태로 설명한다. 

한편 ‘과의존’은 지 의 미디어 기술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문제  행동에 해 포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념화한 것으로 단, 내성, 일상생활장애를 핵심 인 요인으로 하여 

정신병리 으로 근했던 기존의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독’을 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엄나래, 2018).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일상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두드러지고 가

장 주요한 활동이 되는 측면을 설명하며 성(salience)의 증가, 이용자의 주 ․자율  조

능력이 떨어지는 조 실패(self-control failure),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신체 ․심리 ․

사회 으로 부정 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문제  결과

(serious consequences)까지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

원, 2019;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다시말해 스마트폰 과의존은 일상에서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부정 인 결과를 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를 단할 수 없는 의존 수 을 포함

한다. 이러한 에서 스마트폰 ‘ 독’은 ‘과의존’에 비해 상 으로 스마트폰에 한 과한 의존에 

병리 인 시각을 포함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술된 스마트폰 독’의 개념과 ‘과의존’을 

규정한 내용들 모두 공통 으로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

정  결과가 내포되어 있고, 청소년들 구나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일상화된 삶을 산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은 ‘과의존’의 의미로 사용하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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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험수 을 학령별로 비교했을 때 학생(34.7%)이 고등

학생(29.5%), 등학생(23.4%)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이 고 험군․잠재

 험군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이들은 

일상에서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행동

을 보인다(윤주  외, 2011). 특히 인 계와 의사소통에서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스마트

폰을 통해 불안감을 낮추는 경험을 통해 실 세계보다 가상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는 

더욱 스마트폰에 한 과도한 의존을 야기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한 인터넷 과의존 역시 부정정서와 련이 있는데, 청소년의 인터

넷 사용정도가 충동 인 성향, 우울, 불안, 공격성과 깊은 연 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정서가 

증가할수록 인터넷 독 수 이 증가하 다(김윤희, 2006; 김혜정․조복희, 2003; 윤 민, 

2005; 한정선․김세 , 2006). 실제로 스마트폰은 상시 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에서 부정정서와 스마트폰 의존 간의 긴 성을 추측할 수 있다. 

공격성과 충동성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경호, 2016; Elhai, Dvorak, 

Levine, & Hall, 2017; Yang, Yen, Ko, Cheng, & Yen, 2010)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성이 스마트폰 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김 순․김

은미, 2015; 류경희․홍혜 , 2014), 이는 공격  성향이 스마트폰의 의존과 연 되고 있음을 

보여 다. 특히 다른 정서에 비해 우울은 스마트폰 독과 강한 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우울 수 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곽민

주․이희숙, 2009; 김병년, 2013; 박상규․조혜선, 2018; 안주아, 2016; 이선종․이민규, 

2016; 이성철 외, 2014; 장성화․조경덕, 2010). 최근 청소년들 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우

울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아짐을 밝  청소년의 부정정서가 스

마트폰 과의존이나 독의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Kim, 2019). 스마트폰 독에 

행복보다 우울이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연구에서도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를 감소

시킴으로써 스마트폰 독을 방할 수 있다고 하 다(박상규․조혜선, 2018). 이러한 논의는 

스마트폰에 한 과한 의존은 정정서보다 부정정서와 연 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다. 특히 청

소년에게 있어서 스마트폰 독과 의존에 우울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이어리․이강이, 2012),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뿐 아니라 

고를 상으로 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정서 인 요인들  우울이 스마트폰 독과 의존에 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성식․강은 ․최수형, 2015; 혜숙․ 종설, 

2017). 한 우울의 증감에 따른 스마트폰 독의 회복 수  정도를 연구한 임숙희와 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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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에 따르면 우울한 개인이 스마트폰 독률이 높으며, 우울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독을 

완화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검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사회  축 역시 스마트폰 의존과 상당부분 연 성이 있다. 개인의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

는 사회  축은 비행 피해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고(정하은․ 종설, 2012; Rubin et al., 

2009), 사회  축을 경험하는 이들은 고립감, 사회성 결핍, 부끄러움 등으로 특히 면 면의 

상황에서의 소통을 어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해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 있다(송인한․권세원․김성은, 2014). 사회  축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 이 높아질 수 있으며(김 순․김은미, 2015; 이 주․박주 , 2014), 지속되는 사회

 축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기 때문에 사회 으로 축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

치게 된다(강방 ․신혜정, 2014; 장성화․조경덕, 2011). 이러한 에서 공격성, 우울, 사회

 축은 스마트폰 의존을 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3) 스마트폰 의존과 성인용매체 몰입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을 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성인

용매체를 처음 하는 시기는 사춘기 입인 학교 시기가 가장 많았고, 실제로 학교 1,2학년 

때 성인용매체를 한 학생들은 학교 3학년 때 처음 한 학생보다 많았으며(김수진․문승태․

강희순, 2011),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이 크게 증가하 다(통계청, 2016). 이

러한 사실은 기 청소년에게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용매체 근․이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이 선정 이고 음란한 상물에 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진

석․김재엽․황선익, 2018; 홍성희, 2016). 미시체계  에서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심 진 등(2016)은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매체에 한 근과 

이용 자체가 쉬워진 미디어환경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청소년의 스

마트폰 의존과 성인용매체 간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성인용매체 몰입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방행순, 2017; 이창문․문진

․박주원, 2019; 성 외, 2017; Choi, Choi, & Kim, 2017), 이는 스마트폰 의존이 성인

용매체 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김옥수․최하 , 2017). 

한 청소년의 부정정서가 스마트폰 의존에 향을 미침으로써 성인용매체 몰입과 같은 문

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김 순과 김은미(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감  

사회  축과 같은 정서 인 맥락이 스마트폰 의존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문제행동에 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사이에 스마트폰 의존이 매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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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컴퓨터(26.0%)보다 스마트폰(52.6%)을 통해 성인

용매체를 이용한다는 사실(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안지선, 2014)은 ‘인터넷+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에 한 높은 의존 수 이 성인용매체의 노출․이용․몰입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진석 등(2018)은 내재된 청소년의 

공격성이 환경 인 요인인 스마트폰을 통해 성인용매체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을 언 한다. 나아가 공격성은 성폭력 가해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에서 성인용매체 이

용에 선행되는 스마트폰 독에 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이진석 외, 2018). 이는 

실제로 공격성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스마트폰 의존이 주요한 매개변인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심 진 등(2016)과 차은진과 김경호(2018)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 스마트폰 의존이 완 매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우울이라는 부정정

서가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성인용매체 몰입에 간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성식 등(2015)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낮은 자기 통제력과 같은 개인의 정서  요인의 향이 정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청소년들의 우울 외에 공격성  사회  축 등과 같은 정서  맥락과 성인용매체 몰입 간에 

스마트폰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축의 경우, 우울과 공격성에 비해 스마

트폰 의존을 매개로 한 성인용매체 몰입과의 련성을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으나 계 속에서 

외로움의 정서와 연 된 사회  축 역시 스마트폰 의존과 연 될 수 있다는 에서 청소년들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주요 매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술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단선 으로 청소년의 부정정서나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성

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으며, 변인 간의 구조 인 련성 즉 공격

성, 우울, 사회  축이라는 부정정서와 스마트폰 의존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 련성을 

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으로 성인용매체 몰입은 요한 청소년 

미디어 이슈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성인물에 한 충동이나 독  련 범죄행동 상이 공통

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의 험을 구분하고 리하는 방법에 해 잘 

알지 못한다(Owens, Behun, Manning, & Reid,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을 상으로 공격성, 우울, 사회  축에 미치는 향과 함께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mediation effect)를 검증함으로써 실제로 청소년들

의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과 성인용매체 몰입 방  감소를 한 미디어교육  시사 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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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술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우울이나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 인 심리  요인과 미디어 

독과의 인과 계에 한 주장이 양립하나 우울과 공격성  사회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의 수

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 이 높아지고(곽민주․이희숙, 2009; 류경희․홍혜 , 2014; 

박상규․조혜선, 2018; 이선종․이민규, 2016; 장성화․조경덕, 2010), 최근의 종단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이나 독이 부정정서를 증가시키기보다 부정정서 수 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과 독 험이 높아진다는 인과 계를 밝히고 있다(Kim, 2019). 한 스마트폰 의존이 과할수

록 성인용매체 몰입의 수 이 높아질 수 있다(방해순, 2017; 신성철․백석기, 2013; 심 진 외, 

2016; 성 외, 2017; Choi et al., 2017). 이에 따라 청소년 집단을 상으로 이러한 인과

계가 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으며, 주요 변인인 

우울, 공격성, 사회  축, 스마트폰 의존, 성인용매체 몰입의 계를 명확히 악하기 해서 

이 변인들에 향을  수 있는 성별, 경제수 , 종교, 부모구성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다.

Figure 1. Research model.

이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a> 청소년의 공격성은 스마트폰 의존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1b> 청소년의 우울은 스마트폰 의존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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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c> 청소년의 사회  축은 스마트폰 의존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a> 청소년의 공격성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b>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c> 청소년의 사회  축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스마트폰 의존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a>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H4b>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우울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H4c>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사회  축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할 것이다.

2) 분석자료  연구 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성인용매체에 한 몰입에 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에 

해 지속 으로 자료를 수집해 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 다.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등학교 4학년 패 의 5차년도 데이터(2014년, 학교 2학년)를 활용하 다. 연

구의 모집단 체 2,378명 , 응답한 학생들 2,070명을 연구의 상으로 분석에 활용하 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해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리커트(Likert) 형식의 4  척도(‘매우 그 다’(1 )에

서 ‘  그 지 않다’(4 ))를 활용하여 측정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은 복수의 설문항목들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로도 분석을 통해 항목들 간의 내  신뢰도를 검증했다. 모든 요인들에 

한 신뢰도 계수는 통계 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수 이었다. 

청소년 공격성의 척도는 조 환과 임경희(2003)에 의해 개발된 척도  복된 문항을 제

외하고 수정하여 사용하 다. 각 문항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성의 각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여 수가 높

을수록 공격성의 수 이 높은 것으로 정서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 다. 공격성의 신뢰도는 

통계 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수 이었다(α = .816).

청소년 우울의 척도는 김 일, 김재환, 그리고 원호택(1984)에 의해 개발된 간이정신진단

검사를 수정․보완하여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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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 이 높은 것으로 정서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 다. 우울의 

신뢰도 계수(α = .905)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사회  축을 측정하기 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에 의해 개발된 ‘아동  청소년의 행

동문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은 “주 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 7문항을 구성되어 있다. 역

코딩된 설문 항목들 간의 신뢰도 수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α = .887).

스마트폰 의존을 측정하기 해 이시형 등(2002)에 의해 개발된 문항을 척도로 사용하

다. 각 문항은 “  더 많은 시간을 휴 화를 사용하며 보게 된다”, “휴 화를 가지고 나가

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여 수가 높을수

록 그 의존 수 이 높은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 다. 스마트폰 의존의 신뢰도 계수 한 통계 으

로 받아들여질 만한 수 이었다(α = .884).

성인용매체 몰입은 김은정 외(2003)의 인터넷 독 척도 문항을 수정․보완한 설문 문항

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으며, 측정 항목들은 “성인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평소에도 성인매체에 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성인매체를 이용하는 것

이 더 좋다”,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용매체 몰입에 해 역코딩 처리하여 수가 높을수록 몰입 

수 이 높은 정도를 나타내도록 했으며, 성인용매체 몰입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의 신뢰도

(α = .881)를 보 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의 향력을 명확히 확인하기 해 설정된 통제변인는 인구사회학  요

인 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과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것으로 상되는 성별, 부모구

성, 경제수 , 종교를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이와같은 부모구성, 경제수 , 종교는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나, 분석단계에서 종교는 종교의 유무로, 부모구성은 양쪽부모의 유무로, 경제수 은 상

하로 리코딩한 후 더미변수로 처리하 다. 실제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과 독의 경향은 남

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높았으며(강방 ․신혜정, 2014; 김도연․양혜정, 2014; 장성

화․박 진, 2009), 성인용매체 이용과 몰입에 있어서 남녀가 몰입하는 콘텐츠 종류가 달랐으나 성

인용매체 이용과 련해 남자 혹은 남자 학생이 더 몰입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옥수 외, 

2016; 김유정, 2010; 심 진 외, 2010; 우형진․이정기, 2012; 차은진․김경호, 2013). 이에 성

별은 더미변수(남자 = 1, 여자 = 0)로 처리하 다. 부모구성의 형태는 성인용매체 이용과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노충래․김소연, 2016; 최정임․정동훈, 2014). 이에 부모구

성을 더미변수(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1, 그 외의 경우 = 0)로 처리하여 통제변인으로 사



청소년의 부정정서가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향 101

용하 다. 경제수 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독과 성인용매체 몰입(김옥수․최하 , 2017; 

조옥선․백진아, 2015)에 있어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수 은 세 수

으로 리코딩 한 후, 더미변수(상 = 1, 나머지 = 0)로 처리하 다. 종교 역시 성인용 콘텐츠 이용과 

련한 연구에서 종교의 유무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최정임․정동훈, 2014)에 따라, 종교

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 해 더미변수(종교가 있다 = 1, 없다 = 0)로 처리하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Version 23.0 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4번 모형)를 사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 다. 먼 , 주요변인에 한 기 통계와 변인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두 번째,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사회  축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스마트폰 의존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해 바론과 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차에 따라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 다. 매개모델

이 성립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측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향을 주어야 한다. 두 번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주어야 한다. 세 번

째, 측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주어야 하고, 네 번째, 측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을 추가하 을 때, 측변인의 효과(B)가 어져야 한다. 이때 측변인의 효과(B)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 매개효과’라고 하며, 측변인의 효과(B)가 유의하면 ‘부분매개’라고 한다

(이일 , 2014; Baron & Kenny, 1986). 최종 으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헤이스(Hayes, 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통한 bootstrapping 방식(10,000회 

실시)으로 검증하 다. 

4 . 분석결과

1) 기술  통계  상 계 분석

(1)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분석 자료의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070명  남

학생의 비율은 1,089명으로 체의 52.6%에 해당하 고, 여학생은 981명으로 47.4%로 나타

나 남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743명(38.6%), 졸이 8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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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으로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문  졸업

(10.8%), 학원 졸업(5.8%), 졸이하(2.8%)순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 920명(46.9%)이고, 졸이 660명(33.7%) 순으로 가장 많았고, 문  졸업(14.4%), 

학원 졸업(2.9%), 졸 이하(2.0%) 순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의 연간소득은 통계청의 2013년 

가계동향 조사 기 으로 소득을 5분 로 나 어 분류하 고,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869명(43.6%)로 가장 많았으며, 2,836～4,999만 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72명

(38.8%), 2,162～2,835만 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명(6.2%)순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기술통계분석은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값, 첨도값을 제시하 다. 변인의 집  

경향성과 분산성을 살펴보기 해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를, 변인의 분포를 통해 정상

성 악을 해 왜도값과 첨도값을 제시하 다. 왜도는 값이 3.0보다 크면 극단 이라고 규

정하고, 첨도는 값이 10.0보다 클 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황해익․송연숙․최혜진․손

원경, 2011).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005～.772의 범  

안에 포함되며, 첨도는 -.546～.701의 범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

Division Frequency Percent

Sex Male 1,089 52.6

N = 2070 Female  981 47.4

Father's education

N = 1925

middle school 53 2.8

high school 743 38.6

vocational colleges 207 10.8

university graduation 810 42.1

master's graduation 112 5.8

Mother's education

N = 1960

middle school 40 2.0

high school 920 46.9

vocational colleges 283 14.4

university graduation 660 33.7

master's graduation 57 2.9

Annual income

N = 1991

~6.86 million won 12 .6

6.87~15.06 million won 107 5.4

15.07~21.61 million won 107 5.4

21.62~28.35 million won 124 6.2

28.36~49.99 million won 772 38.8

50.00 million won~ 869 43.6

Total 2,378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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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고 볼 수 있다. 

(3) 주요 변인 간 상 계

청소년의 부정  정서인 공격성, 우울, 사회  축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향과 스마트

폰 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Pearson의 상 계수를 산출하여 확인하 으며,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이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으로 변인들의 상 계수 값이 .80이상이 되는 경우 각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황해익 외, 201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변인 간 상 계를 살펴보면 상 계수가 .580이하로 보

통수  이하의 상 계를 보 으며, 다 공선성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인인 공격성, 우울, 사회  축과 종속변인인 성인용매체 몰입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유의

미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의존과 종속변인인 성인매체 

몰입 간 상 계 역시 유의미한 정  상 계가 있으며, 통제변인과 종속변인 간에도 일부 유

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Aggression 1.00 4.00 1.95 .56  .148 -.130

1.00 4.00 1.78 .58  .466 -.244Depression
1.00 4.00 2.22 .73 -.005 -.546Social Withdrawal
1.00 4.00 2.23 .67  .307  .036Smartphone Dependence

1.00 4.00 1.61 .54  .772  .701Immersion in Adult Media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Sex 1

2 Economic Level  .077** 1

3 Parent Configuration -.010  .129** 1

4 Religion -.046* -.010 -.033 1

5 Aggression -.026 -.095** -.064**  .029 1

6 Depression -.131** -.141** -.064**  .018  .539** 1

7 Social Withdrawal -.053* -.141** -.059** -.047*  .336**  .580** 1

8 Smartphone Dependence -.155** -.012  .035  .004  .303**  .327**  .196** 1

9 Immersion in Adult media  .200**  .025  .021 -.018  .239**  .212**  .129*  .351** 1

*p ＜ .05. **p ＜ .01.

Table 3. Correlation among Main Stud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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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부정  정서(공격성, 우울, 사회  축)와 성인용매체 몰입 간의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 효과

청소년의 정서에 향을  것이라 상되는 성별, 경제수 , 부모구성, 종교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부정  정서(공격성, 우울, 사회  축)와 성인용매체 몰입 간의 계에서 스마트폰 의

존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해 바론과 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방법으로 계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다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종속변인의 자기상 과 

독립변인 간 다 공선성을 검토하 다. 변인들의 Durbin-Watson 지수는 1.967～2.039의 범

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 이 없이 독립 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지수는 1.101～1.964로 모두 10보다 작아 독립변인 간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에서 성별의 β값은 .468(p ＜ .001)로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으로 가장 

향력 있었으며, 그 외에 부모구성, 경제수   종교는 성인용매체 몰입에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일수록 성인용매체 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스마트폰 

의존의 해 성별의 β값이 .370(p ＜ .001)으로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다른 통제변인

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분석에 사용된 통제변인들 가운데 성별을 

제외한 부모구성, 경제수   종교유무는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 청소년의 공격성과 성인용매체 몰입과의 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β t
R2

adj(R2) 

[Step1]

Aggression
Smartphone 

Dependence
.305 14.022***

.117

(.115)

[Step2]

Aggression
Immersion

in Adult media
.264 4.708***

.108

(.093)

[Step3]

Aggression
Immersion

in Adult media

.193 3.615*** .229

Smartphone 

Dependence
.365 6.773***

(.213)

Indirect effects
Effectness

factor

Boot

S.E.

95%

Boot LLCI
Boot

ULCI

Aggression → Smartphone Dependence

→ Immersion in Adult media
.0754 .0253 .0303 .1300

*p ＜ .05. **p ＜ .01. ***p ＜ .001.

Table 4. The Mediation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Aggression 
and Adult Media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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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가 보여주듯이, [Step1]에서 독립변인인 공격성이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

는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β = .305, p ＜ .001), [Step2]에서 독립변인인 공격성이 

종속변인인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향 한 통계 으로 유의하 다(β = .264, p ＜ 

.001). [Step3]에서 독립변인인 공격성과 스마트폰 의존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공격성과 스마트폰 의존의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의 

회귀계수가 ‘.264’에서 ‘.193’으로 감소하여 부분매개의 조건을 충족하 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

존이 공격성과 성인용매체 몰입의 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

효과 검증을 해 bootstrapping 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이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하여 성인용

매체 몰입에 미치는 간 효과 크기는 .0754이며, 95% 신뢰구간에서 경로계수의 하한값과 상한

값은 .0303～.1300으로 0보다 큰 값을 보 다. 이는 통계 으로 공격성과 성인용매체 몰입 사

이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며, 공격성은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하여 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우울과 성인용매체 몰입과의 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β t
R2

adj(R2) 

[Step1]

Depression
Smartphone 

Dependence
.322 14.684***

.125

(.123)

[Step2]

Depression
Immersion

in Adult media
.247 4.329***

.099

(.083)

[Step3]

Depression
Immersion

in Adult media

.200 3.772*** .232

Smartphone 

Dependence
.379 7.133***

(.216)

Indirect effects
Effectness

factor

Boot

S.E.

95%

Boot LLCI
Boot

ULCI

Depression → Smartphone Dependence

→ Immersion in Adult media
.0479 .0264 .0005 .1034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Mediation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Depression 
and Adult Media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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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 보여주듯이, [Step1]에서 독립변인인 우울이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

는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β = .322, p ＜ .001), [Step2]에서 독립변인인 우울은 

종속변인인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향 한 통계 으로 유의하 다(β = .247, p ＜ 

.001). [Step3]에서 독립변인인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을 동시에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의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회귀계수

가 ‘.247’에서 ‘.200’로 감소하여 부분매개의 조건을 충족하 기 때문에 스마트폰 의존이 우울과 

성인용매체 몰입의 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정을 진행한 결과, 우울이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하여 성인용매체 몰

입에 미치는 간 효과 크기는 .0479이며, 95% 신뢰구간에서 경로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0005～.1034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통계 으로 우울과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서 스마

트폰 의존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며, 우울은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하여 간 으로 유의한 향

을 다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사회  축과 성인용매체 몰입과의 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Table 6>에서 나타나듯이, [Step1]에서 독립변인인 사회  축이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의존

에 미치는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β = .190, p ＜ .001). 그러나 [Step2]에서 독립

변인인 사회  축은 종속변인인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기(β = .095, p ＞ .05) 때문에 매개효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β t
R2

adj(R2) 

[Step1]

Social 

Withdrawal

Smartphone 

Dependence
.190 8.400***

.060

(.058)

[Step2]

Social 

Withdrawal

Immersion 

in Adult media
.095 1.640

.050

(.043)

[Step3]

Social Withdrawal Immersion 

in Adult media

.035 .640 .196

Smartphone Dependence .399 7.293*** (.179)

*p ＜ .05. **p ＜ .01. ***p ＜ .001.

Table 6. The Mediation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Social 
Withdrawal and Adult Media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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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성인용매체 몰입 간에 스마트폰 의존이 매개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사회  축은 스마트폰 의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a, H1b, H1c는 지지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은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축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2a, H2b은 지지되었으나 H2c는 기각되었다. 셋째, 

스마트폰 의존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H3은 지지되었다. 넷째,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과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어 

H4a, H4b는 지지되었다. 반면 사회  축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H4c는 

기각되었다. 

5. 논의  결론

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사회  축, 스마트폰 의존, 성인용매체 몰입 간의 련

성과 함께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사회  축과 성인매체 몰입 사이에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변인간의 련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사회  축과 성인용매체 몰입은 정 인 상 계를 보 고, 상

으로 공격과 우울은 사회  축보다 높은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경험

하는 공격성, 우울, 사회  축과 같은 부정 인 정서가 성인용매체의 이용과 몰입을 증가시키

며(김 순․김은미, 2015), 그  공격성과 우울은 성인용매체 몰입을 강하게 측하는 변인임

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김옥수 외, 2016; 남 옥, 2005; 심 진 외, 2016; 진혜민․배성우, 

2012; Griffiths, 2012)와 일치한다. 2012; 진혜민․배성우, 2012)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

들이 신체 ․심리 ․사회 인 발달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의 혼란  정서 인 어려움 등을 겪

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 스로 인한 부정정서를 해소 혹은 해결하기 해 특정 콘텐츠인 성

인용매체에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격성과 우울  사회  축은 스마트폰 의존에 해서 정 인 상 계를 보 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공격성과 우울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류경희․

홍혜 , 2014; 박상규․조혜선, 2018; 이선종․이민규, 2016; Kim, 2019)과 같은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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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사회  고립감과 련된 사회  축 역시 스마트폰 의존을 측하는 요인이 됨을 

보여  연구결과(강방 ․신혜정, 2014; 김 순․김은미, 2015; 이 주․박주 , 2014; 장성

화․조경덕, 2011)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을 측하는 정서요인  

공격성․우울․사회  축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에 한 의존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부정 인 정서나 스트 스 상황에 해 변화를 주기 

한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계 맺기나 특정 콘텐츠를 추구하게 되는데,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더욱 스마트폰에 한 과한 의존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직 인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마트폰에 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성인용매체에 한 이용  

노출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의 결과(방행순, 2017; 심 진 외, 2016; 

성 외, 2017; Choi et al., 2017)를 지지한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있어서 개인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사회  계 안에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함으로 인지 ․정

서 인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최근 늘어나

는 선정 인 이미지나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에 더 은 하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주

요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성 인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성인용매체에 

한 ‘우연한 노출’이나 ‘단발 인 이용’이 ‘몰입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에서 스마트폰 의존은 

성 인 욕구와 충동을 해소하기 한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넷째, 공격성과 우울은 성인용매체 몰입의 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스마트폰 의존이 이들 사이의 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과 우울

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매개변인을 통

해 성인용매체 몰입에 간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청소년의 부정정서  공격

성과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의존이 강할수록 성인용매체 몰입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우울과 성인매체 몰입 사이에서 부분매개하고 있

음을 확인한 연구결과(심 진 외, 2016; Griffiths, 2012)와 같았으나, 완 매개효과(차은진․

김경호, 2018)를 보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

소년들의 공격성과 우울과 같은 부정 인 정서가 성인용매체 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공격성과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정 인 정서로 인해 스마트폰을 더 의존

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결과 으로 성인용매체의 이용 가능성을 높여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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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궁극 으로 부정 인 정서를 인지하고 리하는데 미숙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스트 스나 부정 인 감정을 해결하는 가장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스마트폰에 의존할수록 그들의 심과 흥미가 성인용매체와 같은 성 으로 자극 인 

콘텐츠에 쉽게 근․몰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2) 함 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세 변인의 구조  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  함의를 얻

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정정서가 성인용매체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과 함

께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성인용매체 몰입 간의 계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

하 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이 다른 연령에 비해 청소년에게 가장 하게 나타나며 성인용매체

의 향에 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상으로 한 부정정서, 스마트폰 의존, 성인용매체 

몰입 간의 계를 규명하는 경험 인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청소년을 상으로 이들 변인들의 

련성 연구를 통해 그 메커니즘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

의 부정정서와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정정서와 스마

트폰 의존 그리고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의 련성을 강화하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부정정서가 성인용매체 몰입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직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서’가 성

인용매체 이용과 몰입이라는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에서 청소년의 정서  맥락은 청소년의 스

마트폰 의존  유해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과 강한 련성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정정서나 스트 스를 알게 모르게 성인용매체 몰입을 통해 일시 으로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리할 수 있음을 보여  것으로 미디어 이용의 기분조  략의 

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의 성인용매체 몰입을 사 에 차단하거나 

이기 해서는 스마트폰 의존과 함께 청소년의 정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부정

정서에 해 잘 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부정정서와 성인용매체 몰입 간의 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는 에서 청소년 개인의 맥락으로서 ‘정서’, 주요 미디어로서 ‘스

마트폰’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로서 ‘성인용매체’ 이용과 몰입에 해 보다 더 근원 인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에 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통 으로 미디어리터러시를 한 교육

은 미디어에 한 근, 분석, 평가, 창조 역량에 주목하고 이를 강조한다(정 선 외, 2016). 이

는 미디어교육이 미디어 자체에 한 다양한 지식 뿐 아니라, 미디어 생산물인 콘텐츠에 한 

단과 사고 역량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다. 실제로 성인용매체 몰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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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이유  하나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 가치 과 성인지 감수성1)에 향을 미칠 것에 한 

우려 때문이며,  다른 측면은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있어 성인용매체 몰입이 충동 인 성

행동으로 외 화됨으로써  다른 문제행동이나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과 성인용매체 몰입의 감소와 방을 한 실천  함의는 청소

년들의 일상 안에서 지속 이면서도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할 미디어교육에 한 제안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첫째, 성인용매체는 스마트폰을 통해 근하거나 이용 가능한 다양한 유해 ‘콘텐츠’  하나

로 청소년들 스스로 성 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의 메시지를 단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돕는 미

디어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차 매체와 기술 심의 능력이 아닌 콘텐츠에 을 두

고 사회와 일상생활에 용시키는 능력으로서의 리터러시 능력이 강조된다(홍유진․김양은, 

2013)는 에서 미디어 생산물로서 성인용매체와 같은 유해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스스로 차단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즉 ‘ 극 인 거부’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교

육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한 방차원에서 요하다. 이는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계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울 뿐 아니라 가치  형성에 향을 받기 때문에 성과 련된 표 이 

담긴 콘텐츠의 메시지에 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다루는 방식의 미디어교육이 체계 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인용매체에는 청소년들로 하여  여성을 성  상화하는 

습  표 을 사회 인 통념처럼 받아들이게 하고(김성  외, 2019; Walsh-Childers & 

Brown, 1993), 비정상 인 성행 를 실 인 것으로 믿게 할 가능성이 높다(Greenberg & 

Smith, 2002). 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유해 콘텐츠 이용에 한 충동이나 독  

련된 범죄가 세계 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그 험성이나 응 방법에 모르거나 

미숙하다는 이다(Owens et al., 2012)2). 따라서 미디어교육 안에서 ‘콘텐츠’ 즉, 청소년들에

게 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재 된 ‘성’에 한 내용을 청소년의 높이에서 실  이슈와 함께 

1)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일상에서 만들어진 젠더 이슈, 다시 말해 남녀 간의 성차별 인 성역할에 

한 고정 념과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에 한 실질 인 향을 이해하며, 불합리한 상황을 비 인 시각을 가지고 개

선하기 한 행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의미한다(하경해, 2018). 

2) SBS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채 앱에서 생긴 일-은 하게 험하게”>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은 유해 콘텐츠 뿐 

아니라 “랜덤 채 앱”과 같은 유해 어 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지 한다. 련 문가들은 랜덤 채 앱이 겉으로는 아동청

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듯 보이나 등학생과 학생조차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은 ‘호기

심’이나 일종의 ‘놀이’로서 이러한 유해 채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착취와 같은 성 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그 험성에 해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박상욱, 2020). 이러한 에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는 소

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의 특성과 그들의 커뮤니 이션 문화와 련하여 더 폭넓게 실 으로 다

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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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미디어교육 로그램 개발  용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요한 매개변인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의존

을 방하기 해 스마트폰이 갖는 미디어로서의 특징과 그 향력에 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일상과 련된’ 미디어교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의

존과 독에 해 이루지고 있는 다양한 치유 인 근방식과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이용에 한 

규제는 미디어 이용 행 에 재 인 주체가 개입되는 방식이다( 혜숙․ 종설, 2017). 그러나 

실상 청소년들에게 일상화된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유해사이트 차단 어  는 부

모의 재 등으로 일일이 근과 이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 인 안이 될 수 없다(이창

호․이숙정, 2016).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의존’과 ‘ 독’ 인 징후에 집 하기보다 미디

어 이용에 한 총체 인 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도우며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 방식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Buckingham, 2019/2019). 다시

말해 미디어교육은 일상에서 ‘미디어 이용’이 자신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향력을 단하고 추

론할 수 있도록 사고역량의 함양에 주목하여 그 커리큘럼이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이라

는 미디어와 콘텐츠를 스스로 이용․ 리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에 선한 향력을 추동하는 방향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 이고 체계 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심으로 한 미디어의 특성 그리고 미디어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한 이해와 함

께 청소년 개인과 연 된 신체 ․심리 ․사회 인 향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뿐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정 인 혹은 부정 인 측면이라는 이분법 인 을 넘어 미디어와 콘텐츠 이용행 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단․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

디어교육 커리큘럼의 지속 인 개발․ 용은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한 개인의 일

상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향력에 한 인식과 함께 스마트폰과 콘텐츠를 일상에서 능

동 으로 리․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정 인 향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부정정서는 성인용매체 몰입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나, 스마트

폰 의존을 통해 성인용매체 몰입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다양한 맥락  

정서가 요함을 보여 다. 실제로 기분조  략으로서 부정정서를 바꾸기 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 인 정서를 스스로 리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

인 정서에 변화를 다고 해서 사실상 그 콘텐츠를 “참된 콘텐츠”3)라 할 수 없다(나은 ․나은

3) 나은 과 나은경(2019)에 따르면,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 에 흥미나 오락  측면을 과장하는 것을 넘어선 ‘왜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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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9). 이러한 에서 미디어 교육은 실제로 청소년에게 유익한․무익한․유해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시에 부정 인 정서가 특정 콘텐츠의 이용으로 일시 으로 해

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다시 실의 부정 인 정서로 돌아온다는 

(Knobloch-Westerwick, 2006)에서 특정 콘텐츠의 이용을 강조하거나, 성인용매체 이용․몰

입 자체에 한 경고에 방 을 두는 교육 방식은 사실상 부정정서의 해결에 궁극 인 안이 될 

수 없음을 염두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세 번째 실천  함의는 청소년의 정서  필요를 일상에서 돌보는 부모와 교

사의 심과 역할에 한 요성과 련된다. 스마트폰에 한 과한 의존과 그로 인한 부정 인 

결과로 이끌 수 있는 특정 정서는 청소년의 반 인 일상과 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에서 가

정에서의 부모와 학교에서의 교사는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김도연․양혜정, 2014; 김옥수․

최하 , 2017; 우채 ․정 희, 2013; 이진석 외, 2018; 성 외, 2017). 사회  계 속에

서 형성되고 성숙해가는 청소년의 정서는 생각과 함께 혹은 생각보다 앞서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

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나은 , 2010)에서 청소년의 정서가 정 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것

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으로도 요하다. 따라서 학교나 련 기 을 통해 청소년들의 

부정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직간 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최은미․김명식, 2016). 나아가 이와 함께 부모와 교사를 한 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

년들의 스마트폰에 한 과한 의존과 성인용매체의 근․이용으로 이끄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

서 ․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미디어를 바람직한 방향에

서 향유하고, 특히 성이 표 된 다양한 미디어에 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

화를 만들어 가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부모와 교사 상의 미디어교육 로그램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미디어교육 로그램은 실질 인 청소년 미디어 문화와 이슈를 고민하고 

이를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한 이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성인용매체 몰입을 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궁극 으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생산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3) 한계  제언

본 연구의 한계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윤리 인 문제를 야기하고, ‘조작’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나 콘텐츠 생산자이며 이용자로서 참된 콘텐츠를 

구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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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 과 련된 것으로, 연구 상을 학생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기 청소년들 체를 표하는 집단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일 수밖에 없다. 따라

서 타 학령기나 다른 연령의 집단에게 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에서 연령별 기 청소년

들에 한 종단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청소년 상의 변인 간의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용매체 몰입과 련하여 남녀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요한 지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 데이터에 성인용매체 몰입을 측청하는 문항

의 응답에 결측치가 많았다.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는 체의 13.8%(328명)로, 그  남학생

이 84.1%(276명)이며, 여학생이 15.9%(52명)으로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성비차가 심하 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주제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상할 수 있으나, 성

별의 차이를 검증하는 분석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한 응답에

서의 결측치와 응답자의 남녀 차이로 인한 편 은 ‘성인용매체 이용과 몰입’에 해 정확한 응답

을 얻기 어렵다는 것과 실제로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 다. 

이는 연구 결과의 타당도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는 

성별의 차이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응답률을 높이고 성비 차이를 고려한 데이

터 수집으로 성별 간의 차이를 통계 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기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공격성, 우울, 사회  축이라는 각각의 부정정서가 스마트폰을 매개하

여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행하 다. 한편 공격성과 우울이 

다른 부정정서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언 한 선행연구들은 부정정서 간의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여러 감정이 연계되어 매체 이용 행 와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부정정서가 어떻게 결합될 

때 스마트폰의 의존과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정정서 간에 연 이 성인용

매체 몰입에 한 증감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살펴 으로써 부정정서 간의 향력 역시 실증

으로 검증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상했던 통제

변인들  성별 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사회 ․개인  맥락

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성인용매체 몰입과 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련될 수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성인용매체와 련된 청소년 미디어교육에 반 할 수 있는 구체 이고 실질 인 

시사 이 지속 으로 연구․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과 몰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  요인들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인용매체 몰입을 측하는 다양한 개인 인 요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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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 요인들이 미치는 향에 한 정량 인 연구에서 드러날 수 없는 미시  차원의 내용은 

심층인터뷰와 같은 질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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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

(서강 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조재희

(서강 학교 커뮤니 이션학부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정정서인 공격성, 우울, 사회  의존이 성인용매체 몰입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두 변인 간의 계에서 스마트폰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 으로써 청소년들이 균형잡힌 스마트폰 이용

과 함께 성인매체 몰입을 방하고 감소시키기 한 미디어교육  함의를 얻고자하 다. 이에 따라 한국

아동·청소년패 조사(KCYPS)2010’ 등학교 4학년 패 의 5차년도(2014년)자료를 사용하 다. 이 

자료의 학교 2학년(2,378명)을 분석 상으로 하 으며, 자료분석은 SPSS 23.0 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 계분석, 계  다 회귀분석을 실행하 고, Process macro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

증하 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  사회  축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격성과 우울  사회  축은 스마트폰 의존에 해 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성인용매체 몰입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은 성인용 매체 몰입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부정정서인 공격성과 우울은 직 으로 성인용매체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은 공격성·우울과 성인용매체 몰입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스마트폰 의존을 고려한 청소년의 성인

용매체 몰입에 한 방  감소를 한 이론 ·실천  함의를 통해 미디어교육  개입과 고려가 필요

함을 제안하 다.

핵심어: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 공격성, 우울, 사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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