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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lationships and smartphone dependence are two essential featur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ships can be protective factors for smartphone dependence because adolescents can
choose smartphone usage activities when their need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not fulfilled.
Then, how are the effects different for positive and negative peer relationships to smartphone
dependency? Are positive and negative peer relationships' effects on the sub-factors of smartphone
dependency different? Further, what mediates and which moderator factors differentiate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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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er relationships on smartphone dependency's sub-facto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ositive and negative peer relationships on smartphone dependency
(tolerance and withdrawal) with the mediation of social withdrawal. We also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social use groups. We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nalyzed data from 2,371 respondents in the 2018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nd-year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positive peer relationships lowered withdrawal. Negative peer relationships tended to
increase both withdrawal and tolerance. The effect size of negative peer relationships toward
withdrawal was substantial. Social withdrawal was increased by negative peer relationships and
decreased b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but negative peer relationships had a stronger effect on
social withdrawal. Social withdrawal experienced by middle school students increased both
withdrawal and tolerance sub-factors of smartphone dependence, but social withdrawal influenced
tolerance relatively mor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positive peer relationships on the
withdrawal of smartphone dependence were significant only in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social
use. The effects of negative peer relationships on social withdrawal and smartphone dependence
withdrawal were stronger in the group with a low level of social use. In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social use, the influence of positive peer relationships strengthened toward the sub-factors of
smartphone dependence, while that of negative peer relationships was alleviated. Social withdrawal is
a mediating factor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tolerance regardless of positive and negative peer
relationships or a level of social use. However, social withdrawal is consistently a mediator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tolerance because social withdrawal does not affect the withdrawal of
smartphone dependency in a low level of social use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wo
strategies for media literacy programs for adolesc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positive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hip experiences using smartphones in media literacy programs. Second,
forced social use to decrease smartphone dependency may cause unintended adverse effects on
adolescents who experience social withdrawal.
Keywords: smartphone dependence, adolescent, peer relationship, social withdrawal, soci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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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 이용 범위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SNS·정보검색·게임을 비롯한 엔터테
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 청소년
의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 가운데 35.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며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이 가장 높았다(통계청, 2021). 경기
도교육연구원의 중학생 대상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음악·웹툰·드라마와 같은 여
가생활 목적의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친목 활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함께 증가하였다(이수광, 2021). 하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
존은 단순한 심각성 지적에 그치기보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청소년 가운데
스마트폰 과의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중학생은 SNS를 많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
으며(통계청, 2021), SNS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발달한 새로운 대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다(이지은·성동규, 2013). 중학생은 또래 친구와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류소영·선우현, 2019),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관한 보호 요인으로 작
용한다(Kim, Min, Min, Lee, & Yoo, 2018).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친밀함이나 갈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서,
긍정적 또래관계(positive peer relationship)와 부정적 또래관계(negative peer relationship)
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배성만·홍지영·현명호, 2015). 선행연구는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를 하
나의 변인으로 통합한 뒤 일부 청소년에게는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나(김대웅·이강이, 2020), 또래관계를 긍정적·부정적 측면으로 분리한
결과 긍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영, 2020). 하지만 해
당 결과 역시,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
다고 단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스마트폰 의존도(smartphone dependence)는 일상생활장애·내
성(tolerance)·금단(withdrawal)·가상세계 지향성이라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인터넷에 관한 선행연구는 각각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김성수·조도근, 2004), 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할 때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 중 내성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배영, 2016). 하지만 중학생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
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하위요인에 주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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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국내 중학생의 30~40%가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도 스마트폰 의존
도의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김현순·최영준, 2015; 신윤임·강태석, 2020). 사회적 위축은 개인
의 내재화 문제로도 논의되지만,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괴롭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Schwartz, Farver, Chang, & Lee, 2002).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면 상호작용
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획득하기 어렵고, 새로운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할 수 있다
(Bowker, Rubin, & Coplan, 2012; Rubin, Coplan & Bowker, 2009). 하지만 인간은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대안을 선택하기도 한다(Glasser, 1998).
즉, 또래관계는 사회적 위축의 초기값에 영향력을 발휘하며(이봉주·민원홍·김정은, 2014) 사회
적 위축은 스마트폰의 문제적 이용과 관련이 있다(Kwak, Kim, & Yoon, 2018).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적 위
축의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생 대상 연구 결과, 게임이나 유튜브 등 다른 이용 목적은 비슷한 수준일지라도 가족
및 친구와 소통할 목적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높다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최정원·전현희·오현정·홍세희, 2020).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미디어 이용은 사회적
이용(social use)에 해당하며(Deursen, Bolle, Hegner & Kommers, 2015; Elihai,
Levine, Dvorak & Hall, 2017), 대인관계에서의 미디어 이용은 목적에 따라 화해의 도구 혹
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배진아·조연하, 2010). 갈등 상황에서 정서적 소통을 위한 미디어 이용
은 화해의 경험을 제공하지만(배진아·조연하, 2010), 게임 중심의 친교집단에서 패배로 인한 갈
등은 또래 관계의 손상이나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전경란·임소혜, 2012).
미디어가 대인관계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려면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Kircaburun, Alhabash, Tosuntas & Griffiths, 2018; Papacharissi & Rubin, 2000).
따라서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적 위축의 매개효과 역시, 사회적 이용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논의할 때 또래관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 미디어 이용 목적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
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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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중학생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
또래관계는 연령이나 성장 수준이 비슷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Perry & Bussey,
1984). 선행연구는 중학생을 포함한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으로 분리해서 설명하였다(Berndt, 1982). 첫째, 신체적 변화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는 초
기 청소년에게 또래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초기 청소년은 부모
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린이 혹은 성인 어느 쪽으로도 인정받기 어
려운 시기이다. 사회적 위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초기 청소
년에게 수평적 대인관계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초기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과 타인을 더 정교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학습하는 등 인지 능력을 개발한다. 이러
한 시기에 초기 청소년은 부모가 아닌 또래 친구에게 자신을 의존하고 지지받기를 기대하며(홍
주영·도현심, 2002), 또래 친구를 향한 동조가 증가할 수 있다(윤혜경·이지연, 2010).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관한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이기도 하다
(Kim et al., 2018). 스마트폰 의존도는 스마트폰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스마트폰과
떨어지면 불안을 느끼는 심리적 의존”(권예지·나은영, 2017, 83쪽)을 의미하며, 또래관계가 스
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다(Bae, 2015). 선행연
구(Bae, 2015; Jahng, 2019)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대인관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보완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다. 특히 청소년은 또래 친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친구와의 갈등과 같은 부
정적 또래관계 수준이 높다면 면대면 상호작용의 대체재인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 있다(Jahng,
2019). 반면,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원·안정감·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제공
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도에 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et al., 2018).
또래관계 척도 연구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
적 또래관계로 보았고,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화해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
또래관계로 보았다(배성만 외, 2015). 중학생의 또래관계는 친밀함이나 갈등처럼 긍정적·부정적
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Berndt, 2002), 즐거움 추구·갈등·관계 재정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안정과 불안정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정옥신·이재용, 2017),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
정적인 측면을 낮추는 관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배성만 외, 2015). 하지만 긍정적·부정적 측
면을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하면 두 가지 요인을 이항대립적 개념으로 단정하게 되므로,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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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또래관
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한 결과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가
일부 집단에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논의되었다(김대웅·이강이, 2020). 해당 연구는 통제 변
인의 영향력을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두 요인을 분리한 결과 긍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
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영, 2020). 최은영(2020)의 연구에서
보고된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의 상관관계는 -.37로,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분리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긍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선행연구(최은영,
2020)의 주요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을 분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래
관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의존도 역시 일상생활
장애·금단·내성·가상세계 지향성이라는 4개의 하위요인1)(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가운데 의사소통 관련 서비스
는 금단·내성·가상적 대인관계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김성수·조도근, 2004). 청소
년은 성인보다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 중 내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배영, 2016). 또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 가운데 내성과 금단 간에 발생한 상관관계는 두
요인을 통합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김동일 외, 2012; 김재윤·한희수·박은영·강민주,
2020). 앞서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를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하였을 때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
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울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 역시, 선행연구
(최은영, 2020)에서 긍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
인을 구분한다면 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학
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
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1. 중학생의 긍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에 부적(-) 영향력을 발휘
할 것이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 따르면, 일상생활 장애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정·학교·직장 등의 일상생활에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단은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한 현상을 의미하며, 내성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현실 속 대인관계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계 형성
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상세계 지향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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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2. 중학생의 부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
할 것이다.

2) 중학생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역할
사회적 위축은 수줍음·두려움·고독 등 감정의 영역을 포함하는 관찰된 단독 활동의 생산을 의미
한다(Rubin, Hymel, & Mills, 1989).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면 낯선 상황을 마주하거나 새로
운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경계심을 갖기 쉽고(Rubin et al., 2009),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회피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발달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Bowker et al., 2012). 사회
적 위축은 개인의 성격 기질이나 행동 문제, 정서 문제,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는
상태로도 설명되어왔다(김금순·김은미, 2015; 남은정·배희분, 2019). 하지만 사회적 위축은 비
자발적인 사회적 고립이나 또래로부터의 거부와 구분해야 하고(Rubin et al., 2009),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괴롭힘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Schwartz et al., 2002). 불안이
높고 사회적으로 말을 아끼는 아이들이나, 도발 당하더라도 보복하지 않으리라 예상되거나, 집단
전체의 일관성·조화·진화에 관한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괴롭힘의 희생자가
되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한국에서 진행된 중학생 대상 종단연구는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의 선행변인임을 비교적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민원홍·김다은, 2016; 이봉주 외, 2014; 최정아, 2014). 특히 이봉주
와 동료들(2014)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논의할 때 개인의 능동적인 발달이나 사회적 맥락과
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또래관계 같은 환경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서적 문제나 내재화된 문제로 단정한다면 환경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의 변화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봉주와 동료
들(2014)이 종단연구를 통해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분석한 결과, 거부나 왕따 같은 또래관
계의 부정적 경험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초기값을 결정하는 주요 선행변인이었다. 또 다른 선
행연구 역시 사회적 위축의 발생 원인으로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같은 환경요인을 지목하였으며
(민원홍·손선옥, 2017), 청소년 패널 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
지 추적조사한 결과 또래 괴롭힘은 사회적 위축과 같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인이었다(민원홍·김다은, 2016).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
관계가 사회적 위축의 선행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유의미한 선행변인으로(김현순·최영
준, 2015),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애경·김성봉, 2018; 최은영, 2020;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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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Lin, & Cheng, 2014)는 한국 연구자 중심으로 발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
은 국내 중학생 가운데 30~40%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며(신윤임·강태석, 2020) 2018년 이
후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넘어섰을 만큼 활발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김윤
화, 2018) 국내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는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되는데, 먼저 대인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
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축이 발생하면 주변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래들이 있더라도
이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Coplan & Armer, 2007). 하지만 능동적 존재인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다(김현순, 2014;
Glasser, 1998). 특히 스마트폰은 타인과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으므로(이경
남·김희화, 2019),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싶은 욕구를 보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Fischer,
1992). 예를 들면, 또래 친구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초기 청소년은 현실에서 겪는 외로움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 있다(박지영·김귀애·홍창희, 2012).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호작용이 면대면 상호작용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김애경·김성봉, 2018). 단순히 대인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이 아
니라, 면대면 상호작용이 부담스러워서 스마트폰 상호작용을 대안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는 사회불안과 사회적 위축의 관련성을 논의해왔는데(Leary, 1983), 사회불안은 면대면 상
호작용보다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더 약한 수준으로 발생하며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러
한 차이를 강하게 경험한다(Yen et al., 2012). 따라서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
이 온라인 상호작용을 대안으로 활용함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Lee et al.,
2014). 이러한 논의는 상호작용 기반으로 이루어진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예를 들면, 괴롭힘과 같은
또래관계의 부정적 측면은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Rubin et al., 2006) 사회적 위
축은 스마트폰의 문제적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Kwak et al., 2018).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므로(Berndt, 1982), 사회적 위축을 낮춤으로써 스마트
폰 의존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
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1. 중학생의 긍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부적(-) 영향에
관하여 사회적 위축은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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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2. 중학생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정적(+) 영향에
관하여 사회적 위축은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 중학생의 또래관계,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의 관계에서 사회적 이용의 역할
스마트폰 사용유형에 주목한 연구들은 특정 앱이나 기능이 스마트폰 이용 동기 혹은 문제적 이용
과 관련 있다고 설명한다(Abbasi, Jagaveeran, Goh, & Tariq, 2021; Park & Park,
2021). 하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 집단과 게임 이용 집단을 분류하여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분석한 결과, SNS와 게임 이용 모두 다양한 동기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김
정모·류석상·김인혜, 2017). 예를 들면, SNS 이용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욕구만이 아니
라 조회수나 좋아요 숫자의 기록을 깨면서 재미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욕구와도 관련될 수 있다.
SNS에서의 성취욕구는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기표현과 관련되며, 주어
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게임 이용의 성취욕구에 해당한다.
엘리하이와 동료들(Elihai et al., 2017)은 미디어 이용 목적을 사회적 이용(social use)
과 비사회적 이용(process use)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은 사회적 이용에 해당하며, 사회적 이용과 관련이 없다면 비사회적
이용에 해당한다. 사회적 이용과 비사회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미디어 이용에 따른 만족을 세분
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던 과거 연구에서 시작된다. 송과 동료들(Song, LaRose, Eastin &
Lin., 2004)은 인터넷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프로세스(process)와 콘텐츠(contents)
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용과 충족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과 같은 매개된 세계(mediated
world)에서 이루어진다면 프로세스 만족과 관련이 있고, 실제 상황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의 획
득으로 이어지면 콘텐츠 만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 더슨과 동료들(Deursen et al.,
2015)은 미디어를 소비함으로써 획득하는 만족과 사회적 이용으로 인해 획득하는 만족을 구분
하였는데, 사회적 이용은 습관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의존적인 스마트폰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인관계,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도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이용으로 인해 변인
간의 영향력이 변화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페이스북
이용은 대학 신입생의 외로움을 낮출 수 있다(Yang & Brown, 2013). 결속형 사회자본에 해
당하는 사람들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비공식적 교류를 활성화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
으나, 유튜브 같은 사진·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면 오히려 고독감이 증가할 수 있다(금희
조, 2011). 게임·유튜브·정보검색 등 다른 목적은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소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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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높으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낮아진다(최정원 외, 2020).
사회적 이용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선행변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나(김지혜, 2012; Elihai et
al., 2017), 단일 시점의 분석 결과로 사회적 이용을 스마트폰 의존도의 선행변인이라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서미정, 2016). 김대웅과 이강이(2020)는 초기 청소년의 응답 자료를 스마트폰 이
용 목적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분리하였는데,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목적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메시지를 보
내기 위한 목적의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는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을 분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이용에
의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용과 충족 이론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은 특정 목표를 추구하거나 특정 목표에
관해 동기 부여되어있다(Katz, Blumler & Gurevitch., 1973). 이용자의 만족은 특정 미디어
를 이용함으로써 획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추구하는 만족과 미디어를 이용한 뒤에 충족되는 획득
한 만족으로 분리된다(Kircaburun, Alhabash, Tosuntas, & Griffiths, 2018; Palmgreen,
Wenner, & Rayburn, 1980). 즉, 대인관계에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기대하고 인터넷을 이용하
면 추구하는 목적에 해당하고,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친구들이 자신을 가치있게 여겨주는 느낌을
받았다면 획득한 만족에 해당한다(Papacharissi & Rubin, 2000). 시간이 흐를수록 두 변인
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는 어려우나, 접촉 동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 동기는 추구하는
목적과 획득한 목적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은혜정·나은영, 2002). 따라서 미디어가 대인관계
의 유용성을 위해 사용되려면 미디어를 사회적 접촉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적 관심과 의식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Kircaburun et al., 2018; Papacharissi & Rubin, 2000). 부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서적 교류를 위해 사용
한다면 갈등 상황의 화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배진아·조연하, 2010). 반면, 청소년 대상 인
터뷰에서는 게임 중심의 친교집단에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논의되었다(전경란·임소혜, 2012). 특히 이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친구일지라도 게임 결과
에 따라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터뷰 결과가 언급되었는데,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사
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이용에 의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이정화·김호영·강정석, 2017)는 대인관계로 인해 발생한 외로움이 SNS 과의존
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하며 대인관계를 향한 욕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외로
움과 대인관계를 향한 욕구가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외로움이 SNS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지향성이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관해 연구자들은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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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높다면 실제 생활에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리라 예상되므로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 역시
낮을 수 있으나, 대인관계를 향한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외로움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보완하
기 위해 SNS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위축 역시 또래관계의 부정적 경
험으로 인해 발생하므로(이봉주 외, 2014), 사회적 이용 수준이 높은 초기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
하여, 이 연구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가 사회적 이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 1-1. 중학생의 긍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는 사회적 이용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가?

연구문제 1-2. 중학생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는 사회적 이용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8’ 중1 패널 데이터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은 교육부의 학교통계 표집 틀에 근거한 다단층화집락표집을 실시하였으며(김애경·김성봉,
2018), 이 연구에서 사용한 2차년도 자료는 2019년 패널 대상 조사를 진행한 뒤 2020년 12월
에 공개되었다. 분석자료는 중학생 패널 2,438명의 답변을 수집하였으며, 유효패널 가운데 스마
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34명) 부모님 등 가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33부) 표본에서 제
거하였다. 이에 따라, 총 2,371명(97.3%)의 답변을 활용하였으며 표본의 성별은 남성 54.2%,
여성 45.8%였다. 주요 가설과 연구문제 분석에는 SPSS 27.0과 AMOS 26을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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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중학생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배성만과 동료들(배성만·
홍지영·현명호, 2015)이 연구한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부정적인 또래관계도 강하게 인식함을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문항 대상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측도는 .86(p < .001)
이었으며 적재값이 낮은 6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남은 7개 문항은 긍정적인 또래관계(4문항)와
부정적인 또래관계(3문항)로 분리되었으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긍정적 또래관계 .82, 부정적
또래관계 .78로 분석에 양호한 문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스마트폰 의존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선행연구(김동일·정여주·이윤희·김병관·전호정, 2016)에서 개
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일상생활 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
항)을 포함하는 15개 문항으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부정 문항은 분석 과정에서 역코딩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
였거나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9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하
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성이 제거되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6쪽)”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
을 모두 통합한 변인과 내성 간의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생하였으나(r = .69, p < .01) 금단은
전체 문항(r = .27, p < .01)과 내성(r = -.10, p < .01)과의 상관관계 모두 요인을 통합할 수준이
라고 보기 어려웠던 분석 결과를 참고하였다(김동일 외, 2012). 최종적으로 금단(3문항)과 내성
(3문항)이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금단 .80, 내성 .80이었다.

(3) 사회적 위축
김선희와 김경연(1998)은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해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불편해
하는 등의 ‘수줍음 행동’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해당 문항
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를 포함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정도도 높음을
의미한다.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한 5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8로 나타나 분석에 적
합한 문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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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이용
사회적 이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친구와 통화하기 위한 스마트폰 이용 빈도와 친구와 메시지
를 주고받기 위한 스마트폰 이용 빈도로 측정되었다(서미정, 2016; Elihai et al., 2017). 리
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한 2개 문항의 상관관계는 .56으로 통합하기 위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였
다고 볼 수 있었다(Pett et al., 2003). 2개의 측정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이용 수준
도 높음을 의미하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71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한 다집단 분석은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모집단을 정의할 수 있다(이순묵·김한조, 2011). 이 연구는 사회적 이용에 의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이용의 평균값에 따른 고저 집단을 분류하고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4.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상관관계 및 타당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으로 정규성과 독립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참고). 이
연구의 표본은 부정적 또래관계(M = 1.77)보다 긍정적 또래관계(M = 3.10)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별 평균값은 내성(M = 2.29), 금단(M =
1.80)의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1. The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구분

1

1. Positive peer relationship

2

3

4

5

1

-.33**

-.25**

-.20**

-.12**

2. Negative peer relationship

-.39(-.38)**

1

.26**

.22**

.16**

3. Social withdrawal

-.27(-.28)**

.34(.31)**

1

.18**

.30**

4. Smartphone dependence(withdrawal)

-.23(-.22)**

.37(.30)**

.22(.20)**

1

.48**

5. Smartphone dependence(tolerance)

-.15(-.12)**

.23(.19)**

.33(.31)**

.50(.49)**

1

M

3.10

1.78

2.14

1.80

2.29

S.D.

.50

.62

.72

.64

.70

skewness

.79

-.00

-.45

-.28

-.43

kurtosis

-.14

.55

.19

.49

-.06

AVE

.55

.54

.60

.58

.57

CR

.83

.78

.88

.80

.80

Note. The right-upper of the table is correlation of the smartphone social use high group(n = 1,144), left-bottom of
the table are correlation of the smartphone social use low group(n = 1,227) and in the bracket is total group's
correlation(n = 2,371).
** p ＜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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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모수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xtimation)을 이용하였
다. 집중타당도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영가설을 기각하였
다(χ2 = 613.45, df = 125, p < .001). 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카이제곱값을 자유
도로 나누었을 때 5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본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Mclver
& Carmines, 1981).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4.91이었으며, 이 외에 다른 적합도 지수는 .90
이상이었고(NFI =.96, TLI =.95, CFI =.96, IFI =.97) RMSEA는 .04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홍세희, 2000).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최소 .60에서 최대 .8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었다(노충래·김소연, 2016). 평균분산추
출지수는 최소 .54에서 최대 .60이었고, 개념 신뢰도는 최소 .78에서 최대 .88로 수용기준을 충
족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측정모형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인 내성과 금단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하게 발생하였으나 상관관계를 제곱한 값은
.35였으며, 표준오차를 활용한 상관계수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판별타당도가 인
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1-1, 1-2와 연구가설 2-1, 2-2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
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중학생의 긍정적·부
정적 또래관계,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내성, 금단) 간의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카이제곱값(χ2 = 1074.64, df = 17, p < .001)이 유의미하
여 영가설이 기각되었고 카이제곱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은 8.53으로 5를 초과하여 적합한 모형
이라고 보기 어려웠다(Mclver & Carmines, 1981).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인
내성과 금단의 구조오차 간에 가장 큰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발생하였다. 내성과 금
단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이므로 같은 변수가 두 요인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구조오차
간 상관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내성과 금단의 구조오차 간 상관
관계를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한 결과 카이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값은 4.91이었으며(χ2 =
613.45, df = 125, p < .001)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NFI =.97, TLI =.97, CFI =
.97, IFI =.97, RMSEA =.04).
경로계수 분석 결과는 아래의 Figure 1. 과 같으며 상대적 효과는 대응별 모수비교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로 분석하였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금단에만 유의미한 부
적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β = -.10, p < .001) 내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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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금단과 내성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연구가설 1-2 역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금단을 향한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금단: β = .30, p < .001, 내성: β = .13, p < .001).
긍정적 또래관계는 사회적 위축에 부적 영향을, 부정적 또래관계는 사회적 위축에 정적 영향을
발휘하였으며 부정적 또래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 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긍정:

β = -.10, p < .001, 부정: β = .29, p < .001). 사회적 위축은 내성과 금단 모두에 정적 영
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내성을 향한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금단: β = .10, p <
.001, 내성: β = .32, p < .001).

Figure 1.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in present study
Note. The numbers around path are presented estimate, standard error, C.R. in order.
*** p ＜ .001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간접효과와 유의도 측정을 위한 소벨테스트
(sobel-test)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중학생의 긍정적 또래관계가
금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부정적 또래관계가 금단과
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세 경로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였으므로, 긍정적 또래관계가 금단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또래관계가 금단과 내성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적 위축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분석에서 긍정적 또래
관계가 내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의 크기가 총효과의 크기보다 작으
면서 두 효과의 부호가 다를 경우 총효과와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비일관적 매개모형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김하형·김수영, 2020). 분석 결과, 간접효과와 소벨 테스트의 Z값이 각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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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여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연구가설 2-1과 2-2가 부분적으로 채
택되었다.

Table 2.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between peer relations and smartphone
dependence sub-factors
Total

path

Direct

Indirect

Standardized effects

Positive peer
relationship

→

Social withdrawal

→

→

Social withdrawal

→

Tolerance

Negative peer
relationship

→

Social withdrawal

→

Withdrawal

→

Social withdrawal

→

Tolerance

.24***

Withdrawal

-.17***

Sobel-test
Z

-.15***

-.02***

-3.21**

-.06

.02

-.08***

-5.41***

.34***

.31***

.03***

3.54***

.14***

.10***

7.67***

*** p < . 001, ** p < . 01

3) 사회적 이용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연구문제 1-1과 1-2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이용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이용의 평균값(M = 3.50, S.D. = .61) 기준으로 고·저 집단을
구분한 뒤 다집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용 고집단에는 1,144명(48.25%), 저집단에
는 1,227명(51.75%)이 포함되었다.
측정모형에 형태동일성 제약을 가했을 때 카이제곱값에서 자유도를 나눈 값이 5를 초과하
지 않았으며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χ2 = 1383.36, df = 375, p < .001, NFI=.96, TLI
=.97, CFI =.97, IFI =.97, RMSEA =.02).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사회적
이용 저집단이 최소 .56에서 최대 .82, 고집단은 최소 .61에서 최대 .85로 유의미함에 따라 수
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구조모형에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잔차동일성을 순차대로
제약하였을 때도 모형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뒤 비제약모형과의 카이제곱값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이용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2) = 58.23, p < .05).
Table 3. The results of fitness analysis to structural model subject to identity constraints
Model

χ2

df

p

NFI

TLI

CFI

IFI

RMSEA

△χ2

△CFI

16.91(n.s.)

-.001

Measurement weights

1424.68 401 < .001

.96

.97

.97

.97

.02

Structural weights

1441.59 417 < .001

.96

.97

.97

.97

.02

Structural covariances

1450.10 423 < .001

.96

.97

.97

.97

.02

25.42(n.s.)

.000

Structural residuals

1454.73 431 < .001

.96

.97

.97

.97

.02

30.06(n.s.)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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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용 고·저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대응별 모수비교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로 상대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이용 고·저집단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저집단의 효과 크기가 더 컸
으며 경로계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고: β = .23, p < .001, 저: β = .34, p
< .001). 사회적 위축(β = .12, p < .001)과 긍정적 또래관계(β = -.13, p < .01)가 금단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이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이용 저집
단의 경우, 부정적 또래관계가 금단(고: β = .19, p < .001, 저: β = .39, p < .001)과 내성
(고: β = .10, p < .01, 저: β = .3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results of path coefficients in multi-group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Social use of smartphone
Path

low (n = 1,227)
b

S.E.

high (n = 1,144)

C.R.

Positive peer → Social withdrawal

-.24

.07 -3.44***

b

S.E.

C.R.

-.26

.06

-4.64***

Negative peer → Social withdrawal

.40

.05

8.12***

>

.24

.04

5.90***

Social withdrawal → Dependence(withdrawal)

.06

.03

1.82

<

.12

.04

3.30***

Social withdrawal → Dependence(tolerance)

.29

.03

8.43***

.35

.04

8.43***

Positive peer → Dependence(withdrawal)

-.10

.07

-1.58

-.19

.06

-3.26**

Positive peer → Dependence(tolerance)

.02

.06

.30

-.02

.06

-.39

Negative peer → Dependence(withdrawal)

.43

.05

8.46***

.20

.04

4.58***

Negative peer → Dependence(tolerance)

.18

.05

3.72***

.12

.05

2.56*

<
>

Z

2.52

3.37

*** p < . 001, ** p < . 01, * p < . 05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이용 고·저 집단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는 전체
표본 분석 결과와 같았다. 즉, 사회적 이용 고·저 집단과 무관하게 긍정적 또래관계와 내성의 관
계에서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고, 부정적 또래
관계와 내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부분매개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이전 분석에서 사회적
이용 저집단은 금단을 향한 사회적 위축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가 발생하
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이용 고집단은 전체표본 대상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긍정적·부정적 또
래관계와 금단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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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social use

low (n =
1,227)

Total

path

Direct

Indirect

Sobel-test
Z

Estimates

Positive
peer

→

Withdrawal(s)

→

Tolerance

-.05

.02

-.07***

-3.0**

Negative
peer

→

Withdrawal(s)

→

Tolerance

.29***

.18***

.12***

5.9***

→

Withdrawal(s)

→ Withdrawal(d)

-.22***

-.19**

-.03***

-2.7**

→

Withdrawal(s)

→

-.12

-.02

-.09***

-3.8***

→

Withdrawal(s)

→ Withdrawal(d)

.20***

.12*

.08***

4.4***

→

Withdrawal(s)

→

.23***

.20***

.03**

2.9**

Positive
peer

high (n =
1,144)
Negative
peer

Tolerance
Tolerance

Note. Withdrawal(s) : social withdrawal, Withdrawal(d): withdrawal as the sub-factor of smartphone dependence
*** p ＜ . 001, ** p ＜ . 01, * p ＜ . 05

5. 결론
이 연구는 대인관계를 또래 친구로 확장하는 시기인 초기 청소년에 주목하여, 중학생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인 내성·금단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이용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인 금단과 내성에 다
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금단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부정적 또래관계는 내성과 금단을 모두 높이지만 금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는 결과(고은혜·김근영, 2017)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김대웅·이강이, 2020; 최
은영, 2020)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를 하나의 변인으로 단정할 경우, 긍정적 또
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가 마치 대척점에 놓여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사용한 또래관계의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친구들이 자신에게 속상하고 힘든 일을 털어놓
거나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면 긍정적 또래관계에 해당한다. 반면, 친구와 싸우고 잘 화
해하지 않거나 친구들이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관해 관심이 없다고 여기면 부정적 또래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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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일상적인 사례와 청소년 개인의 인식에 주목하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하위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안정과 불안정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정옥신·이재용, 2017), 또래관계 형성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또래관계와 긍정적인 또래관
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부정적 또래관계 경험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또래관계 경험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 가운데 금단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금단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며 스마트폰
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상태를 가리키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은 타인과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싶은 욕구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경남·김희화, 2019; Fischer, 1992). 즉,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부정적 또래관계 경험은 대인관계 형성 욕구를 보완하기 위한 스마트폰 의존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반면, 긍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하면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의 욕구가 충족되어 스마
트폰이 없어도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금단과 내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사회적
위축은 매개효과를 발휘하였다. 특히 긍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내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긍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의 선행변인이며(이봉주
외, 2014)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로 이어진다는 점은 꾸준히 논의되어왔다(김
애경·김성봉, 2018; 김현순·최영준, 2015; 최은영, 2020; Lee et al., 2014). 이 연구 역시,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단과 내성은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 중 금단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위축은 내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결과는 특기할 만하다.
청소년의 부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은 사회적 위축의 선행변인이므로(이봉주 외, 2014), 또래관계
의 부정적 경험이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면 청소년 스스로 주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Coplan & Armer, 2007). 하지만 거부·왕따·따돌림 같은 또래 괴롭힘으로 인
한 사회적 위축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부정적 또래관계로 인해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더 많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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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위축은 관점에 따라 개인의 성격 기질이나 행동 및 정서 문제로 논
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
의 선행변인이라고 본 청소년 대상 종단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민원홍·김다은, 2016; 이봉주
외, 2014; 최정아, 2014). 국내 중학생의 30~40%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며(신윤임·강태석,
2020) 청소년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 가운데 내성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배영,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향한 사회적 우려의 시선 역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내성
과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을 거쳐서 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또래 친구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여 사회적 위축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또래 친구와 더 많이 상호작용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는 사회적 이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였다. 다집단 분석결과, 사회적 이용 고집단에서는 긍정적
또래관계가 금단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었고 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금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화되었다. 반대로 사회적 이용 저집단은 금단을 향한 긍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약
화하고, 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금단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었다. 대인관계에서 미디
어 이용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상대와의 정서적 소통을 위해 사용하면 화해의 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다(배진아·조연하, 2010).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이용 고집단에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완화되었는데,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할 때 화해와 같은 소통 목적의 상호작용을 시도한다면 사회적 위축과 금단을 향한 영향력이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게임에서의 승리가 목적일 경우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보다
게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이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게임 중심의 친교집단에
패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은 화해를 시도하기보다 게임 실력을 유지 혹은 상승시키
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전경란·임소혜, 2012). 이 연구 역시, 사회적 이용 저집단에서
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금단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단을 향한 사회적 위축의 영향력이 사회적 이용 고집단에서 증가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더
강한 보상을 추구하므로 SNS 의존도가 증가할 수 있다(이정화 외, 2017). 스마트폰은 다른 사
람과 상호작용하고 싶은 욕구를 보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Fischer, 1992). 즉, 부정적인 또래
관계로 인해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또래 관계의 대안으로 선택
하였다면, 사회적 이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 관계의 대안인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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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조함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이 또래 친구
와 상호작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마
트폰 의존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김기태·이현주·문신일, 2016).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
인 가운데 금단은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한 현상을 의미하는데(한국정보화진
흥원, 2011), 청소년은 또래집단 내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연락이 지연될 때 소외감이나 불안
을 경험할 수 있다(강방글·신혜정, 2014). 즉,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친구와 소통하
려는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즉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금단이 발생할 가능성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스마트폰의 도구적 사용과 소통 목적 사용(김
수정·박승곤·문성호, 2015), SNS 이용의 긍정적·부정적 측면(Bae, 2017)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SNS 이용은 스마트폰의 문제적 이용으로 이
어질 수 있으나 기존에 형성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SNS 이용은 스마트폰의 문제적 이용
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Chen & Kim, 2013). 이 연구 역시, 사회적 이용 고집단에서
긍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를 넘어섰고(김윤화, 2018), 미디어는 청소년이 또래 친
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김기태 외, 2016; 김지혜, 2012). 미디어
가 대인관계 강화를 위해 사용되려면 의식적인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Kircaburun et al.,
2018; Papacharissi & Rubin, 2000). 따라서 미디어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강화를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역량 함양 및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가 지닌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이
나 미디어의 사회적 이용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메
시지, 게임 등 미디어를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프로그
램은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초등학생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는 코로나19
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자녀들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
었다(배상률·이창호·이정림, 2020).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중학생 대상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
과 비교할 때 ‘친목 활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이수
광, 2021, 5, 3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또래 친구와 소통하기 위한 스마트폰의 사회적 이용
보다 비사회적 이용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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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금단을 향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화되었
다. 반대로 사회적 이용 수준이 높은 집단은 긍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화하고 부정적 또래
관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프
로그램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 경험과 사회적 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관한 사회적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또래 친구와 소통하기 위한 미디
어 이용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SNS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cyberbullying)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참고하면, 사이
버 불링과 같은 부정적 또래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의
존도 가운데 내성과 금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또래 친
구와 소통하기 위한 목적의 스마트폰 사용을 강요하면, 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금단·내
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이 금단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역시, 미디어의 사회적 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긍정적
또래관계 경험을 먼저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을 최소화한 뒤에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예
상된다.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이용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보았다. 외적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의 학교통계 표집 틀에 근거해서 다단층화집락표집
을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결과를 스마트폰 의존도의 4가지 하위요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 가운데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인 가상세계지향성과 일상생활장애의 측정 문
항은 수용 가능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도 관련 선행연구(김
동일 외, 2012; 김재윤 외, 202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를 참고하여 내성·금단에 초점을 맞
추었으나, 추후 측정 문항을 보완하여 가상세계지향성과 일상생활장애까지 포함한 뒤 주요 결과
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수용 가능한 내적 타당도를 보인 내성·금단은 스마트
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거나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세계지향성 ·일상생활장애는 미디어를 통한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또래 친구와의 면대면 상호
작용보다 SNS와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작용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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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가상세계지향성 혹은 일상생활장애는 다른 양상
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작용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청소년의 가상세
계지향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비대면 수업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처럼 가상세계 안에서 현실
속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4가지 하위요인을
구분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연구이므로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학생 대상 종단연구에 의하면 또래관계나 또래 괴롭힘은 사회적 위축의
선행변인이며(민원홍·김다은, 2016; 이봉주 외, 2014; 최정아, 2014), 청소년은 안정적인 대인
관계 형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보완 활동으로 채택할 수 있다(Bae,
2015; Jahng, 2019).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학생의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
과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봉주와 동료들(2014)이 논의한 것처
럼,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위축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은
가정에서 형성하던 대인관계를 또래 친구로 확장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의 또래관계와 스
마트폰 의존도 역시, 이 연구는 2018년 이후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넘어섰다는 선
행연구(김윤화, 2018)를 참고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
지털 기기 사용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최근에는 영·유아의 미디어 의존도 논의되고 있
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부터 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종단연구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긍정적·부정적 또래
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을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초창기 연구에 그치지만, 각 요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사회적 이용은 선행연구(서미정, 2016; Elihai et al., 2017)에 근거하
여 친구와 통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스마트폰 이용 빈도로 조작적 정의되어 있다. 즉, 친
구와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스마트폰 이용 빈도를 설명할 뿐 친구와 소통하기 위한
SNS나 게임 이용과 같은 모든 스마트폰 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이 점은 2차 자료 활용 과정
에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이지만,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을 논의할 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동기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선행연구
는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이용에 해당하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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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과 관련 없는 미디어 이용은 비사회적 미디어 이용이라고 설명하였다(Elihai et al.,
2017). 하지만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 동영상, SNS, 정보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며 SNS와 게임 이용의 경우 여러 가지 동기가 혼재되어 있다(조명희 외, 2017). 특히 게
임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한 연구는 게임 이용이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나 사회자본과 연
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용혜련·강하나·황현석, 2019). 반면, 미디어 이용이 결속형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뿐, 연결형 사회자본 구축과 관련되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관점도 있다(금희조, 2011; Chen & Kim, 2013). 이러한 논의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NS나 게임 같은 청소년의 관심사에 주목하여 사회적 이용과 비
사회적 이용의 영향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미디어의 사회적 이용을 풍부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는 사회적
이용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환하고자 다른 사람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Elihai et al., 2017). 하지만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디어 이용이 사회적 이용에 포함되기도 한다(Deursen et al.,
2015). 이러한 논의는 미디어의 사회적 이용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측정 문항을 개발하는 후
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 동조성, 승인 욕구 역시 스
마트폰의 문제적 이용에 관한 선행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김기태 외, 2016; Busch &
McCarthy, 2021).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디어 이용을 사회적 이용으로 본다면,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나 또래 동조성 역시 사회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방향의 또래 동조성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Kim, Park, Jung, & Han, 2020). 하지만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라틴어 커
뮤니스(communis)가 설명하듯,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신념, 정보, 감
정 등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의 사회적 이용을 개념화하는 후속 연구에서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타인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사회
적 또래동조성·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방적인 자기표현이나
괴롭힘처럼 사회적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
의 사회적 이용의 영향력을 논의한 초창기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또
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이용에 의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안정
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Arms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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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 1987). 미디어가 주요 의사소통 도구로 자리 잡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미디어를 활용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
는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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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에게 준거집단의 역할을 하는 또래 친구에 주목하여 중학생의 긍정적·부
정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사회적 이용에 따
라 고·저 집단으로 분류한 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8 중1
패널 데이터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2,371명의 답변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긍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금단을
낮추고, 부정적 또래관계는 금단과 내성 모두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금단을 향한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 또래관계에 의해 증가하고 긍정적 또래관계에 의해 감소하지
만, 부정적 또래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중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 금단과 내성 모두 증가하지만 내성을 향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이용에 따라 고·저 집단으로 분류한 다집단 분석 결과, 중학생의 긍정적 또래관계가 금
단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이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하였다. 반면, 부정적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금단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이용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부정적 또래관계가 내성과 금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모든 집단이 유의미하였다. 하
지만 긍정적 또래관계가 금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는 사회적 이용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회적 이용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스마트폰 의존도 하위요인을 향
한 긍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완화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
여,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교육 및 관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서 미디어를 이용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또래관계 경험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스마트폰 의존도, 청소년, 또래관계, 사회적 위축, 사회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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