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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n educational needs scale for the prevention of cell phone addiction an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needs for prevention of cell phone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609 adolescents in one middle school and two high school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Twenty items regarding the educational needs for prevention of
cell phone addiction were selected for the final scale, and categorized into 3 factors (diagnosis and management, properties, and definition and actual condition) which explained 61.09% of the total variance. The educational needs for the prevention of cell 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were moderate, with items related to diagnosis and management ranked
as most important. The educational needs for prevention of cell phone addiction varied by gender, grade, academic achievement, perception of health status, satisfaction with school, and text messaging participants.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educational needs for diagnosis and management of cell phone addiction ranked as most important in adolescents. Therefore, programs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ell phone addiction based on the educational needs of adolescent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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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표현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입시 위주의 경쟁
적인 교육 환경에서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건전하

연구의 필요성

고 다양한 놀이문화가 부족하여 휴대전화에 몰입하며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Lee, 2009).

청소년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과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
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친구 관계를 유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이 지나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몰

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여러 가지 도구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문제 행동이나 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Koo &

을 휴대전화 중독이라고 한다(Jang,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Park, 2010). 청소년에게 언제 어디서나 즉시 연락이 가능한 휴

중독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금단, 이

대전화는 통신 수단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상징 및 자

전과 같은 만족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이 사용하는 내성,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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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 장애, 휴

식하는 내용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인 청소

대전화를 강박적으로 사용하고 집착하는 강박/집착의 특성을

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형식을 구성해야 한다.

지닌다(Koo, 2009).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두통, 수면 장애,

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로감, 집중력 감소 등을 경험할 수 있고(Salama, Abou, &

현재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실태 조사

Naga, 2004), 문자메시지를 지나치게 주고받느라 손과 손목의

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통증 등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im, 2006). 또한 수업

파악하고,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확인하는 데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성적

에 중점을 두고 있다(Jang, 2002; Kim, 2006; Kim, Bae, &

이 저하되고 학업 수행 능력이 감소한다(Ko, 2006; Lee, 2009).

Hyun, 2007; Koo & Park, 2010; Lee, 2009; Lee & Myung,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많은 요금이 부과되면

2007). 청소년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교육이 효율적이고

통화료를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부모와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인 청소년의 교육

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Jang, 2002; Ko, 2006).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은 스트레스나 우울이 높을수록 높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고, 자존감이나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높았다(Jang & Chae,

개발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2006; Koo & Park, 2010; Lee, 2006).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

요구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휴대전화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

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중독은 정신증, 적대감, 불안, 강박

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증과 상관 관계가 있었다(Song, 2006).
청소년은 성인보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을 크게 받고(Dimonte & Ricchiuto, 2006), 청소년기의 생활
습관은 성인기에도 지속되므로,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바르게
사용하고 과다한 몰입을 피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
화는 사용하기가 쉽고, 간편하게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기 때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문에 사용자에게 큰 통제권이 있으므로(Jang & Chae, 2006),

둘째,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성 및 휴대

청소년 자신이 바람직한 사용 방법을 익혀서 올바르게 사용하

전화 중독 정도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휴대전화 중독 상태인 청소년을

파악한다.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중재를 실시하는 것 뿐 아니라 일
반 사용군으로 아직 중독 상태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

셋째,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의 우선
순위를 파악한다.

로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연구 방법

필요하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심각한 휴대전화 중독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 교육이 효과적이기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위해서는 학습자인 청소년의 요구를 기초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의 판단에 기반을 둔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일방적인 교육은 청소년의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데에 충분하지 못하다. 간호 교육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대

를 파악하기 위해서 임의 표집에 의한 할당표출법을 이용하였

상자의 교육 요구에 비해 간호사의 교육 수행 정도가 낮았는데,

다. 대도시 세 곳의 1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인문계 1곳, 실

이는 대상자의 교육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적합한

업계 1곳)에 다니고, 현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Koo, 2002; Sung & Paik,

을 성별, 학교계열, 학년에 따라 표본 추출하였다. 연구변수의 수

1997). 따라서 교육을 제공하는 간호사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

가 증가함에 따라 표본 크기가 증가하고, 상관관계 연구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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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수를 문항수의 5-10배로 권장함을 고려하여(Lee & Lee,

중독 예방을 위해서 두통, 수면 방해, 집중력 감소를 비롯한 신

2005), 본 연구도구의 문항수가 62개이므로 620명을 목표인원

체적, 정신적 증상 등 휴대전화 중독의 장∙단기 결과(Salama

으로 하였다. 이는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변수의 4-5배 정

et al., 2004),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객관

도가 바람직하고, 문항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문항수의 2-10배

적인 진단 방법, 적절한 관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 이상적임(Lee, Im, & Park, 1998)을 충족시키는 인원이었다.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진단,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2009년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연구보조원이 해당 학교를 방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중독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휴대

문하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전화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휴대전화 중독의 발생 실태, 휴대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전화 중독의 진행 과정, 휴대전화 중독으로 인한 장∙단기 결과

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

를 나타내는 영향, 휴대전화 중독을 나타내는 특징을 확인하는

을 알려주었고,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동의를 얻은 학생 620

진단, 휴대전화 중독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관리를 휴대전화 중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독에 대한 교육 요구의 개념적 기틀로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은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응답을 강요하지 않았

청소년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모호하거나 전문적인 용어 사

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비타민제)을

용을 피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문항으로 작성하였고, 정의에 관

제공하였다.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609명

한 2문항, 원인에 관한 2문항, 실태에 관한 3문항, 과정에 관한

(98.2%)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2문항, 영향에 관한 7문항, 진단에 관한 6문항, 관리에 관한 5
문항의 총 27문항이었다.

연구 도구

내용 타당도 검정 및 2차 예비 문항 작성: 1차 예비 문항이 측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지 검토하기 위해 청소년을 가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측정 도구 개발

까이에서 교육 및 지도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간호학 교수, 간

개념 도출 및 1차 예비 문항 작성: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고

호사, 상담자 등을 포함하여 10인으로 청소년 관련 전문가 집단

찰(Choi, 2006; Jang, 2002; Jang & Chae, 2006; Kim, Yun, &

을 구성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내용 타당도 점수(index

Lee, 2006; Ko, 2006; Lee, 2006; Salama et al., 2004; Song,

of content validation)가 .8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고, 전문

2006; Wong, 1999)을 통해 확인된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문항을 작성하였다. 내용타당도 검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

정 결과 추출된 문항은 정의에 관한 2문항, 실태에 관한 3문항,

구를 측정하기 위한 1차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다.

과정에 관한 2문항, 영향에 관한 3문항, 진단에 관한 6문항, 치

먼저 휴대전화 중독의 정의로 청소년은 널리 사용하는 매체

료 및 예방에 관한 4문항의 총 20문항이었고, 반응 척도는‘전혀

인 휴대전화로 인해 중독을 비롯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매우 필요하다’4점까지의 4점 Lik-

이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Kim et al., 2006; Ko,

ert 척도였다.

2006). 휴대전화 중독은 휴대전화 사용에 지속적으로 몰입하여,

사전 조사를 통한 문항 작성: 도구를 실제 사용했을 때의 문

일상생활에서 문제 행동이나 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Jang,

제점을 확인하고, 구성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

2002). 다음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

용하는 청소년 66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문항을 이용하여 사전

구에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휴대전화 중독의 원인과 실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휴대전화 중독을 일으키는 단일

동의를 받았으며,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개인적인 정

원인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휴대전화 중독은 청소년의 새로운

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상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등 발

자에게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고, 도구를 완성하는 시간을 측정

달 특성(Wong, 1999)과 높은 충동성과 우울 및 낮은 자기 통제

하였으며, 도구를 완성하는 데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문

력 등 심리적 요인(Jang & Chae, 2006; Lee, 2006; Song, 2006)

항 간 상관계수가 .30 미만이면 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

이 관련된다. 최근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및 중독이 증가하는

으로 평가되고, .80 이상이면 중복된 문항일 가능성이 높은 것

추세이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중독 위험이 높은데(Choi, 2006;

으로 평가되는데(Lee, Im, & Park, 1998), 문항 간 상관계수가

Jang, 2002), 이러한 휴대전화 중독의 실태를 알고자 하는지

.30 미만이거나 .80 이상인 문항은 없었다. 사전조사를 통한 대

청소년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상자의 의견을 기초로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총 20문항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4),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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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

필요하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대전화 중독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전 조사에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휴

서 Cronbach’
s a=.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s a=.95였다.

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위
해 구성타당도 검정으로 문항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기타 교육 요구

주성분 분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기타 교육 요구로 교육에 대한 참

해 Cronbach’
s a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휴대

여 요구, 원하는 교육 진행자, 원하는 교육 시간, 원하는 교육 방

전화 사용 특성, 휴대전화 중독 정도,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

법, 원하는 교육 장소를 알아보았다.

한 교육 요구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휴대전화 사용 특성 및 휴대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성적, 건강 상태 인식, 학교생
활에 만족하는 정도, 친구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전화 중독 정도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t 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한 후, 분
산분석의 경우에 사후 검정으로 Duncan test를 하였다.

이 중 건강 상태 인식,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친구 관계에

연구 결과

만족하는 정도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각 한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건강상태 인식은 자
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건강하다’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측정 도구 검증

않다’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

문항분석

도와 친구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는‘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
‘만족하지 않는다’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분석으로 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정하였다. 문항
간 상관계수가 .30 미만이면 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
로 평가되고, .80 이상이면 중복된 문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

휴대전화 사용 특성

로 평가되는데(Lee, Im, & Park, 1998), 문항 간 상관계수가

휴대전화 사용 특성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간, 주된 사용 기능,

.30 미만이거나 .80 이상인 문항은 없었다. 문항분석 결과 cor-

일일 문자메시지 발신과 수신 횟수, 문자메시지를 주로 주고받

rected item - total correlation 계수가 .56-.74의 범위로 20

는 대상, 일일 통화 횟수, 일회 통화 시간, 주로 통화하는 대상,

문항 모두 .30-.80의 범위에 있었고, 해당 문항 제외 시 a값의

매달 휴대전화 요금, 과거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교육 경험을

변화가 .94-.95의 범위로 제외되는 문항 없이 20문항 모두 선

알아보았다.

정되었다.

휴대전화 중독

요인분석

휴대전화 중독은 Koo (2009)의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휴

요인분석으로 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요인

대전화 중독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

분석에 적절한 자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Kaiser-Meyer-Olkin

도 및 준거타당도 검정, 신뢰도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KMO)을 측정한 결과 .95였는데, KMO 값이 .50 이하이면 요

검증한 도구로, 금단/내성 7문항, 생활 장애 6문항, 강박/집착

인분석에 적절하지 않고, .80 이상이면 요인분석을 하기에 좋은

7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

자료로 판단하므로, 요인추출 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Bartlett

다’1점부터‘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

의 구형성 검정(Bartlett’
s test of sphericity) 결과 p는 .001

고,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준

미만이었는데(c2=7197.48, p<.001), 구형성 검정 결과 p 값이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휴대전화 중독군, 63점 이상이고

.05 이상이면 문항수에 비해 적절한 표본 크기가 아니라고 판

70점 미만인 경우에 과다 사용군, 63점 미만인 경우에 일반 사

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표본 크기였다.

용군으로 분류한다(Koo, 2009). Koo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
s a=.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s a=.91이었다.

요인추출모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적용하였는데, 고유값 1 이상인 세 개 요인이 추출
되었고, 스크리 도표에서도 3 요인 이후 요인의 고유값이 수평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4),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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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를 보였다. 분석 결과 세 개 요인이 전체 변량에 대해

생이 33.5%였으며, 성적이 상위 30% 이내가 27.2%, 중위 30-

갖는 설명 변량은 61.07%였다.

70%가 58.2%, 하위 30% 이내가 14.7%였다. 건강 상태 인식에

요인회전은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을 적용하였고,

서 건강하다는 응답이 60.9%,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8.9%,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10.2%였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

.4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데(Lee et al., 1998), 본

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43.5%,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9.9%,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40 이상이었다. 각 요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16.6%였으며, 친구 관계에 만족하는 정

인에 속한 문항과 적재량은 다음과 같다.

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73.6%,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1.0%,

제1 요인은‘휴대전화 중독의 초기 증상’
,‘휴대전화 중독의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이 5.4%였다.

치료’등 8개 문항이 추출되어 휴대전화 중독의 진단 및 관리 요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교육

인으로 명명하였다. 제1 요인의 고유값은 9.88이었고, 설명변량

요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

은 49.41%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54-.76의 범위였다.

하게 높았고(p<.001),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중학교 3학년

제2 요인은‘휴대전화 중독의 금단 증상’
,‘휴대전화 사용료

생이 중학교 2학년생보다 높았으며(p=.028), 성적에 따라 차이

증가’등 5개 문항이 추출되어 휴대전화 중독의 특성 요인으로

가 있어서 상위 30% 이내인 경우에 하위 30% 이내인 경우보다

명명하였다. 제 2 요인의 고유값은 1.22였고, 설명변량은 6.09%

높았다(p=.011). 또한 건강 상태 인식에 따라 달라서 건강한 경

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51-.78의 범위였다.

우에 건강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고(p=.047), 학교생활에 만

제3 요인은‘휴대전화 중독의 정의’
,‘휴대전화 중독 빈도’

족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서 만족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

등 7개 문항이 추출되어 휴대전화 정의 및 실태 요인으로 명명

보다 높았다(p=.034). 그러나 친구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

하였다. 제 3 요인의 고유값은 1.12였고, 설명변량은 5.58%였

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으며,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43-.71의 범위였다(Table 1).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대한 교육 요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학생이 45.8%, 여학생이 54.2%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 특성은 휴대전화 사용 기간이 3년

였고, 중학교 1학년생이 12.5%, 중학교 2학년생이 11.2%, 중학

미만은 42.1%, 3년 이상 6년 미만은 48.7%, 6년 이상이 9.3%

교 3학년생이 9.9%, 고등학교 1학년생이 33.0%, 고등학교 2학년

였고, 주된 사용 기능은 통화가 22.3%, 문자메시지가 67.9%,

Table 1. Factor Analysis
Factors
Factor 1
Diagnosis and
management
(8 items)

1.
2.
3.
4.
5.
6.
7.
8.
Factor 2
9.
Properties (5 items) 10.
11.
12.
13.
Factor 3
14.
Definition and actual 15.
condition (7 items) 16.
17.
18.
19.
20.

Items
The first symptom of cell phone addiction
The result of severe cell phone addi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addiction and health problems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addiction and personality changes
The self-diagnosis of cell phone addiction
The treatment of cell phone addiction
Methods to treat cell phone addiction
Methods to prevent cell phone addiction
Withdrawal of cell phone addiction
An increase in cell phone charges
Conflicts with others because of the cell phone
Methods to detect cell phone addiction
Methods to decrease cell phone use
The definition of cell phone addiction
Overuse of cell phone in addicted person
The reason for cell phone addiction
Cell phone addiction rate
The effects of cell phones in addicted children
Cell phone addiction as a disease
Cell phone use of addicted person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4), 2010년 10월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

.67
.76
.66
.67
.70
.54
.71
.65
.54
.78
.74
.51
.69
.58
.63
.62
.71
.67
.53
.43

9.88

49.41

1.22

55.51

1.12

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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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ducational Needs for Prevention of Cell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ender
Grade

Categories
Male
Female
Middle school

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percentile)*
Perception of health status*

Satisfaction with school

Satisfaction with friends

n (%)

1sta
2ndb
3rdc
1std
2nde

Under 30tha
31th-70thb
Above 71thc
Healthy
Not bad
Unhealthy
Satisfieda
Not badb
Not satisfiedc
Satisfied
Not bad
Not satisfied

279 (45.8)
330 (54.2)
76 (12.5)
68 (11.2)
60 (9.9)
201 (33.0)
204 (33.5)
165 (27.2)
353 (58.2)
89 (14.7)
371 (60.9)
176 (28.9)
62 (10.2)
265 (43.5)
243 (39.9)
101 (16.6)
448 (73.6)
128 (21.0)
33 (5.4)

Mean±SD
2.46±0.72
2.74±0.48
2.65±0.70
2.50±0.72
2.72±0.57
2.69±0.52
2.53±0.63
2.70±0.56
2.61±0.59
2.46±0.62
2.66±0.60
2.55±0.64
2.51±0.63
2.68±0.58
2.58±0.59
2.51±0.75
2.62±0.60
2.61±0.66
2.51±0.75

(n=609)

t or F

p

5.48

<.001

2.74

.028
c>b

4.57

.011
a>c

3.06

.047

3.40

.034
a>c

0.47

.625

*Missing data is not included by the values.

Table 3. Educational Needs for Prevention of Cell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Cell Phone Us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t or F

p

Use time (yr)*

<3
3- <6
≥6
Calling
Text message
Others
Under 10
11-30
31-50
Above 51
Under 10
11-30
31-50
Above 51
Friendsa
Parentsb
Othersc
Under 5
6-10
Above 11
≤10
>10-20
>20
Friends
Parents
Others
<2
2- <3
≥3
Have
Haven’t

254 (42.1)
294 (48.7)
56 (9.3)
135 (22.3)
411 (67.9)
59 (9.8)
143 (23.6)
176 (29.1)
106 (17.5)
180 (29.8)
148 (24.5)
168 (27.8)
103 (17.1)
185 (30.6)
576 (95.5)
17 (2.8)
10 (1.7)
419 (69.6)
134 (22.3)
49 (8.1)
407 (67.6)
116 (19.3)
79 (13.1)
453 (75.0)
119 (19.5)
32 (5.3)
169 (28.0)
270 (44.7)
165 (27.3)
43 (7.1)
561 (92.9)

2.55±0.68
2.66±0.58
2.63±0.52
2.64±0.67
2.61±0.60
2.58±0.62
2.56±0.77
2.66±0.54
2.66±0.55
2.58±0.59
2.59±0.74
2.60±0.58
2.70±0.53
2.60±0.59
2.64±0.60
2.25±0.83
2.16±0.81
2.65±0.61
2.52±0.61
2.57±0.71
2.61±0.65
2.67±0.47
2.54±0.62
2.61±0.61
2.68±0.64
2.46±0.61
2.62±0.67
2.59±0.63
2.64±0.53
2.56±0.70
2.62±0.60

2.23

.108

0.27

.767

0.89

.445

0.91

.438

6.21

.002
a>c

2.21

.110

1.12

.328

1.70

.184

0.38

.681

0.57

.569

Main use*

Sending test messages*
(per day)

Receiving text messages*
(per day)

Text messaging participants*

Number of calls*
(per day)
Minutes per call*

Persons called*

Monthly call charge
(10,000 won)*
Experience of education*

*Missing data is not included by th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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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이 9.8%였다. 일일 문자메시지 발신 횟수는 10회 이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하가 23.6%, 11-30회가 29.1%, 31-50회가 17.5%, 51회 이상이

대한 교육 요구는 문자메시지를 주로 주고받는 대상에 따라 차

29.8%였고, 일일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는 10회 이하가 24.5%,

이가 있어서 친구인 경우에 기타인 경우보다 높았으나(p=.002),

11-30회가 27.8%, 31-50회가 17.1%, 51회 이상이 30.6%였으

그 외 휴대전화 사용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며, 문자메시지를 주로 주고받는 대상은 친구 95.5%, 부모 2.8%,

(Table 3).

기타 1.7%였다. 일일 통화 횟수는 5회 이하가 69.6%, 6-10회
가 22.3%, 11회 이상이 8.1%였고, 일회 통화 시간은 10분 이하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가 67.6%, 10분 초과 30분 이하가 19.3%, 30분 초과가 13.1%

대한 교육 요구

였으며, 주로 통화하는 대상은 친구 75.0%, 가족 19.5%, 기타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일반 사용군이 90.8%로 평

5.3%였다. 매달 휴대전화 요금은 2만원 미만이 28.0%, 2만원

균 38.82±10.22점이었고, 과다 사용군이 6.2%로 평균 65.24

이상 3만원 미만이 44.7%, 3만원 이상이 27.3%였고, 과거 휴

±2.50점이었으며, 중독군이 3.0%로 평균 74.94±3.93점이

대전화 중독에 대한 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7.1%, 경험하지 않은

었다(Table 4).

경우가 92.9%였다.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Educational Needs for Prevention of Cell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Cell Phone Addiction of Participants
(N=609)
Degree

n (%)

Average users
553 (90.8)
(standard score<63)
Heavy users
38 ( 6.2)
(63≤standard score<70)
Cell phone addicted
18 ( 3.0)
(standard score≥70)

Mean±SD
2.61±.63

F

p

0.35

.702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
구는 평균 2.61점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진단 및 관리 2.77

2.68±.54

점, 정의 및 실태 2.55점, 특성 2.46점의 순으로 높았다. 문항

2.68±.51

별로 살펴보면‘휴대전화 중독의 자가 진단 방법’
이 2.93점으
로 가장 높았고,‘심한 휴대전화 중독의 결과’
,‘휴대전화 중독

Table 5. The Rank of Educational Needs for Cell Phone Addiction of Participants

(N=609)

Items

Mean±SD

I. Diagnosis and management
1. The first symptom of cell phone addiction
2. The result of severe cell phone addiction
3.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addiction and health problems
4.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addiction and personality changes
5. The self-diagnosis of cell phone addiction
6. The treatment of cell phone addiction
7. Methods to treat cell phone addiction
8. Methods to prevent cell phone addiction
II. Properties
9. Withdrawal of cell phone addiction
10. An increase in cell phone charges
11. Conflicts with others because of the cell phone
12. Methods to detect cell phone addiction
13. Methods to decrease cell phone use
III. Definition and actual condition
14. The definition of cell phone addiction
15. Overuse of cell phone in addicted person
16. The reason for cell phone addiction
17. Cell phone addiction rate
18. The effects of cell phones in addicted children
19. Cell phone addiction as a disease
20. Cell phone use of addicted persons

2.77±0.72
2.71±0.89
2.87±0.88
2.71±0.95
2.74±0.89
2.93±0.92
2.59±0.90
2.79±0.93
2.79±0.93
2.46±0.69
2.54±0.88
2.32±0.84
2.44±0.86
2.55±0.90
2.46±0.93
2.55±0.62
2.56±0.82
2.56±0.80
2.64±0.84
2.46±0.83
2.45±0.87
2.52±0.89
2.6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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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6
5
1
10
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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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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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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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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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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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 방법’
,‘휴대전화 중독의 예방 방법’
,‘휴대전화 중독

4,500만 명을 넘었으며(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과 성격 변화의 관계’
,‘휴대전화 중독의 초기 증상’
,‘휴대전

2009), 중∙고등학생의 94.2%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초등학

화 중독과 건강 문제의 관계’등의 순이었다.

교 이전부터 사용한 경우도 57.6%나 된다(Choi, 2006). 이른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기타 교육 요구로 교육에 참여하기를

시기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원하는 경우가 119명(19.7%), 원하지 않는 경우가 485명(80.3%)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 중에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이었고, 원하는 교육 진행자는 담임교사가 125명(20.8%), 보건

불안하고, 초조하며,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벨소리가 들리

교사가 285명(47.4%), 생활지도교사가 107명(17.8%), 기타 84

는 것 같거나 진동음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Yun, 2007), 과도

명(14.0%)이었다. 원하는 교육 시간은 1시간 1회가 404명(67.1%),

한 문자메시지 사용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 손

1시간 2-3회가 159명(26.4%), 1시간 4회 이상이 39명(6.5%)이

과 손목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Choi, 2006; Kim, 2006).

었고, 원하는 교육 방법은 강의가 128명(21.2%), 토의가 71명

이러한 헛진동 체험(phantom vibration syndrome)이나 엄

(11.8%), 시청각 교육이 381명(63.1%), 기타 24명(4.0%)이었으

지족과 같은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된 증상이 대중매체를 통해

며, 원하는 교육 장소는 학교가 409명(67.7%), 청소년센터가

소개되면서(Choi, 2006; Kim, 2006; Yun, 2007), 청소년은

92명(15.2%), 기타 103명(17.1%)이었다.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정도를 돌아보고, 휴대전화 중독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다른 영역보다 휴대전화 중독의 진단

논 의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즉 청소년은 휴
대전화 중독을 진단하는 방법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치료하고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주제에 관해서 비교

파악하기 위해 개념 도출 및 문항 작성, 내용타당도 검정, 사전

적 교육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휴대전화 중독 예방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도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교육 요구가 높은 휴대전화

구 20문항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도구를 검증한 문항분석 결과

중독의 진단과 관리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요인분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중등도 정

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인 세 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

도였으나,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

의 61.09%를 설명하였는데,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40 이

는 경우는 19.7%로, 실제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었다.

상으로 유의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검정에서 Cronbach’
s a는

이는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생각

.95였는데,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에서

되는데, 적절한 놀이문화 없이 입시 위주의 과중한 교육과 높은

Cronbach’
s a가 .90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휴대전화 중독 예

(Moon, 1997), 본 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방 교육은 교육의 연장으로 비춰져서 실제 참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를 충분히 반영

경우가 적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 시간

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은 1시간 1회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교육 방법은 시청각 교육

대한 교육 요구 도구는 청소년의 교육 요구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중독으로 이

효과적인 휴대전화 중독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울

어져 성인기의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사

것으로 기대된다.

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효율적인 예방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또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발

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했을 때 평균 2.61점으로 중등도 수

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학습 과정이 필요하므로(Kang et al.,

준이었다. 영역별로는 휴대전화 중독의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

1999), 청소년이 휴대전화 예방 교육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

과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 진단 및 관리에 대한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특성을

교육 요구가 가장 높았고, 휴대전화 중독의 개념과 현황에 관한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

내용인 정의 및 실태에 대한 교육 요구가 다음으로 높았으며,

육을 실시할 때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

특정한 휴대전화 사용 습관이 중독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관한

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이 흥미를 갖고 자발

내용인 특성에 대한 교육 요구가 가장 낮았다.

적으로 예방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Jung, Lee, &

최근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급증하여 2008년

Ki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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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진행자로 가장 많

학습자는 오히려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

이 원하는 대상은 보건교사였고, 가장 많이 원하는 장소는 학교

기가 어려우므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였다.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에 대한 선행 연구

청소년의 효과적인 휴대전화 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청소

(Oh, 2004)에서도 교육받고 싶은 기관과 선호 교육자가 학교

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

및 학교에 상주하는 선생님으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

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 학교는 청소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문자메

고, 청소년의 주요 사회적 환경이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지를 주로 주고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친구인 경우

프로그램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

에 기타인 경우보다 높았다.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기능은 유

과를 보고하고 있다(Park et al., 2009).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

선 전화와 구별되는 특성으로, 발달 특성상 또래 관계 형성 및

전화 중독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예

유지에 대한 욕구가 큰 청소년은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

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특

는 행위 자체에 깊은 의미를 갖는다(Kamibeppu & Sugiura,

히 보건교사는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

2005; Kim, 2006; Na, 2005). 따라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휴대전화 중독의 예방과 관리에

시작할 때부터 문자메시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칙을 정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효율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휴

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화는 타인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이 간편하여 여학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휴대전화 중독 정도

생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중독은 여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휴대전화 중독군이나 과다 사

성이 남성보다 높다(Choi, 2006; Jang, 2002). 즉 휴대전화 중

용군 뿐 아니라 일반 사용군도 중등도의 교육 요구를 가짐을 알

독 경향이 높은 여학생의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도 높으므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로, 청소년 여학생을 휴대전화 중독 교육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는 중독 정도와 관련 없이 유사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려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학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중학교 3학년생이 중학교 2학년생보
다 높았으나, 중학교 1학년생이나 고등학교 1, 2학년생과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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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로 인한
문제와 관리 및 예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다고 생각되나, 중학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생과 고등학생의 교육 요구는 나이와 사용 기간 외에 어떤 다른

대한 교육 요구 도구를 개발하여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

요인이 작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추후 반복 확대 연구를 통해

육 요구를 파악하고, 휴대전화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 요구에 대한 차이를 파악해야 할 것

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중, 고등학생

이다.

60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교육 요구, 휴대전화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성적이 상위 30% 이

중독, 인구학적 특성 및 휴대전화 사용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내인 경우에 하위 30% 이내인 경우보다 높았고, 학교생활에 만

작성하도록 하였고, 요인분석, Cronbach’
s a, 기술 통계, t test,

족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학교생활에 만족

일원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하는 경우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도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관리하고자 하므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도 높

에게 적합한 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았다. 청소년의 휴대

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학업성취 정도

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는 중등도 수준이었고, 영역별

를 나타내는 성적도 높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우 전반적

로 살펴보면 진단 및 관리, 정의 및 실태, 특성의 순으로 높았다.

인 상태를 나타내는 건강 상태 인식도 좋으므로, 문제 행동인 휴

또한 성별, 학년, 성적, 건강 상태 인식,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도 높다고 사료된다. 교육

정도, 문자메시지를 주로 주고받는 대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요구가 높은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좋은 교육

있었다. 청소년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이 효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Kang et al., 1999), 교육 요구가 낮은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교육 요구와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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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
대전화 중독 예방에 관한 추후 연구를 격려하고,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
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
방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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