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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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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대폰은 초등학생도 고학년의 경우 반에서 절반 정도가 갖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
지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신 매체가 되었다. 청소년들의 하루 음성 통화 횟수는 5회 이하
가 대부분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횟수는 30회를 넘는 경우가 많고, 100회 이상인 청소년
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자아
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은 수
차례의 예비 조사를 통해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을 찾아냈는데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면
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하는 절충형, 둘째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지배형, 셋째는 상대
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양보형이다. 대상은 중학생 530명이었으며, 방법은 면접과 설문조사
를 병행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휴대폰 중독 점수는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이 지배형인 집단과
양보형인 집단이 절충형인 집단에 비해 더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절충형과 양보형이 지배형에
비해 더 높았고, 우울은 지배형이 절충형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절충형과 양보형이
지배형에 비해 더 높았다.
주제어 의사소통 유형 휴대폰 중독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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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다양한 통신 매
체를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휴대폰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이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심지어 수업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
한다. 현재 휴대폰은 초등학생도 고학년의 경우
반에서 절반 정도가 갖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신
매체가 되었다(권상희, 2004). 청소년들의 하루
음성 통화 횟수는 5회 이하가 대부분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횟수는 30회를 넘는 경우
가 많고, 100회 이상인 청소년도 적지 않다. 이
종숙(2001)은 청소년들의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
는 이유의 하나로 의사소통의 일방향성을 들면
서, 문자 메시지의 그러한 특성은 면대면 대화나
음성 통화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하
였으며, 이수영(2003)은 연구를 통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이용이 음성통화에 비해 이용자에게
휴식감과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것을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문자메시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채팅과 같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언어이며, 대인간의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
체이다. 나은영(2001)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
한 의사소통을 개인 대 개인의 즉시적이고 직접
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휴대폰 문자메
시지는 종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비해 개인
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성 및 이동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사용은 성인과 차별화되는
데,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
간에 찾아가서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청소년들은 문자메시지를 사용한다. 즉,
거리와 공간의 장벽이 문자메시지의 사용 이유
가 되지 않는 것이다.
대인 간 의사소통 양식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될 때 그 나름의 특징
을 갖는다. 휴대폰 음성통화의 경우는 발신자와
수신자간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기존의 유선전화

와 별로 다르지 않으나, 문자메시지가 매개체가
될 때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
년들은 성인에 비해 타이핑 속도가 빠르긴 하지
만, 그럼에도 글자 수의 제약과 함께 속도의 제
약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글자 수
와 속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글자를 축약하
고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기도 하며, 음성통화의
언어의 고조와 같은 통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
해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모티콘은 청
각적인 정보를 시각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효과
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휴대폰에 관한 연구 동향을 보면 휴대폰의 채
택이나 확산의 이유를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
하여 설명한 것(나은영, 2001; 김신동, 2001; 김현
주, 2000)과 이용과 충족의 가정에 근거하여 휴
대폰의 충족요인을 살펴보는 것(배진한, 2001; 이
인희, 2001; Leung and Wei, 2000)이 주를 이루
다가, 최근에는 휴대전화 이용을 음성통화와 문
자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거나, 미디어의 속성과
동기 측면에서의 이용유형에 관한 연구의 측면
에서 접근하고 있다(이수영, 2003; 박웅기, 2003;
박종민, 2003; 성동규, 조윤경 2002).
국내 청소년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연구는 휴대
폰 중독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중독(addiction)
이란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술이나 마약, 담배 또
는 기타 물질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나 생리적
의존으로 행동변화와 금단현상, 내성 등 신체 및
정신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은 약물이나 물질을 넘어서 과도한 특정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충동조절
의 문제도 중독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런 형
태의 중독을 행동중독이라 이르는데(Marks,
1990), 행동중독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영상매체
인 TV로부터 시작하여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영
역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Suler(1996)에 의하면 인터넷과 유사하게 의사소
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화 역시 중독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며, 전화의 한 종류인 휴대폰의 과
도한 사용도 중독적인 현상으로 고려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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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중독이라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며,
휴대폰의 사용이 단순한 통화수단을 넘어 인터
넷, 문자전송, 카메라, MP3 기능 등이 추가되면
서 인터넷을 능가하기에 이르렀고 휴대폰이 특
성상 항상 휴대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이 더욱 휴대폰 중독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휴대폰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
펴보면, 박준범(2000)은 휴대폰은 언제나 누군가
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심리적 대기상태에 빠지
게 하며,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일종의 소
외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존적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휴대
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전
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위(status)
를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
정인(2000)은 휴대폰 사용자가 사회적 다수가 됨
에 따라 휴대폰 비사용자는 소외감을 갖게 되며,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한다
고 하였다. 즉,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실절적인 수단이자,
그들이 항상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
식하게 해주는 상징적 도구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휴대폰을 주제로 한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 문자메시지에 관한 것은 국
내외를 막론하고 그리 많지 않다.
영국 청소년들의 문자메시지 이용 실태에 관
한 Grinter과 Eldridge( 2001)의 연구에서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친구와의 만나는 시간 정
하기, 약속된 시간을 조절하기, 극장가기와 같은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조정하
기, 수다를 떨거나 잡담 나누기, 가족에게 알림
등이었으며, 청소년들이 문자메시지라는 미디어
를 사용하는 이유가 빠르고, 저렴하고, 쉽고, 편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영국 청소
년들은 수신된 메시지를 해석하기 어렵거나, 내
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잘못 수신된 메
시지들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종숙(2001)은 청소년
들의 문자메시지의 이용 형태를 문화적 소비 현
상으로 보고, 문자서비스 소비의 의미를 ‘공간의
영상성’, ‘사적인 공공(public)공간’ 등의 개념을
동원하여 해석하였으며, 김유정(2002)은 문자메시
지 이용자들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태도는 문자메시지
에 대한 선호도와 약간의 상호 관련성이 있으나
기술적 경험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박준범(2000)은 청소년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상공간을 만들어 그 안
에서 친구들과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를 구축한
다고 하였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사용과 심
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명동선(2003)의 연구
에서는, 충동성이 높은 학생들은 문자 메시지보
다는 음성 통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
동성이 높은 학생들은 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리
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의사소
통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의 남녀 간 차이를 비
교한 최병목(2002)은 남자 청소년은 문자메시지
를 약속을 조정하거나 모임을 조직하는 등의 도
구적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여 문장의 길이가 짧
거나 주고받는 횟수가 적지만, 여자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정서적 교류를 하기 위한 표현적 수단
으로 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문장이 길거나
주고받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밝혔다. 즉, 남자
에 비해 여자가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대인관
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는 것이다.
이상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문자메시지는 음성통화 못지않게 빈번히 이용되
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이용자들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음성통화보
다도 문자메시지를 더 좋아하고, 문자메시지는
음성통화를 보완하는 부수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름의 특성을 가진 독립적인 의사소통 매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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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자메시지를 몇 가
지 의시소통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 간 심리적
특성을 비교할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인간관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이며,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
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 교류와 정보
의 공유를 포함하는 구성원간의 상호 교류과정
이다(길애진, 1999). 의사소통 유형은 의사소통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예를
들자면 가족원들의 의식적이고 직접적인 타협에
서부터 보이지 않고 말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방식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유형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을 순환모델에 기초하여 개방형 의
사소통 유형과 폐쇄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와 자녀간
에 서로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유형인 반면, 폐쇄형
의사소통 유형은 대화 주제를 선택하는데 조심
을 많이 하고 의견과 감정의 교류를 주저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
적인 의사소통유형이라고 하였다.
한편 Satir(1972)는 의사소통은 두 개의 수준에
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하나는 표현되는 수준,
즉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
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메타 커뮤니케이션
(meta communication)수준으로 이에 따라 일치
형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
누었다.
순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일치형은 기능적이
며 원만한 유형으로서 책임감, 친근감, 능력, 창
의성이 있고 정직하여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
소통을 말한다. 순기능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사
람은 자신에게 자유롭고 타인을 수용하며 변화
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다.
한편,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서로 간에 긴장이

높을 때 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으로서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초이성형), 혼란형(산만형)의 4가
지 유형으로 분류된다(Satir, 1972). 역기능적 의
사소통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언어적 메시지
와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Satir(1983)는 행동이나 적응에 있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안에 이중수준의 의사소통
을 하고 있는 가족원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시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갈등을 빚을 때의 의사소통 방식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 차이를 보인다. 즉, 화해
하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양보를 하는 행위
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 유형은
일반적으로 갈등관리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Rahim(1992)에 의하면, 갈등 상황 속에서의 의사
소통 유형을 Follet(1926/1940)은 지배, 타협, 통
합, 회피와 억압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Blake와
Mouton(1964)은 강압, 철회, 진정, 절충, 문제해
결 등 5개로 분류하였다. Rahim과 Bonoma(1979)
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관심의
두 차원을 바탕으로 융합(integrating), 배려
(obliging), 지배(dominating), 회피(avoiding), 절
충(compromising)의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융합(협력)형 갈등관리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은 물론 자신의 입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
식이다. 이 방식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개하고 교환하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위
하여 서로의 입장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진다.
둘째, 배려(양보)형 갈등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높이고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낮추어 갈등
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자신의 입장을 양보
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자기희생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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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며, 관대함, 자비,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복
종이 나타난다.
셋째, 지배형 갈등관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는 낮으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은 갈등관리
방식으로서 얻느냐-잃느냐를 두고 상대방의 욕
구나 기대는 무시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거는 행태이다.
넷째, 회피형 갈등관리는 철회, 책임전가와 회
피를 특징으로 하며 나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갈등관리방식이다. 이 방식은 좋
은 시기가 올 때까지 쟁점을 미루거나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저 벗어나려고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한
다.
다섯째, 절충형 갈등관리는 상대방과 자신의
관심사를 중재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려는 방식
이다. 갈등 당사자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
의점을 찾기 위해 양쪽이 일부를 포기하면서 신
속하게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절충형은 배려(양
보)형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적게 포기하지만, 지
배형보다는 많이 포기하고, 회피형보다는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만 융합형에 비교하면 문제나
대안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은 아니다.
Hammock,
Richardson,
Pilkington과
Utley(1990)은 부모-자녀 관계나 친구관계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양식 중 융합형과 절충형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배선영, 2000,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
구와의 갈등 상황과 화해 상황에서 주고받은 문
자 메시지를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의사소통
유형은 주로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 중 하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him과 Bonoma(1979)의 5 가지 갈등관리유형
을 청소년 문자 메시지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채택하되, 그 중 ‘융합형’과 ‘회피형’을 제외한 3
가지 유형만을 사용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에게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는 기존
의 언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대인 커뮤
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은 청소년의 삶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며, 특히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또
래 집단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중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친구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 즉 휴
대폰 중독 수준,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
감 등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아
존중감의 경우, 장혜진(2002)의 연구에서는 휴대
폰의 중독적 이용집단이 비중독적 이용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양심영(200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휴대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윤재희(1998)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몰입자 집단
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나, 송인덕(1999)의 연
구에서는 ‘강박적 사용’, ‘조절 불능’ 그리고 ‘강
박적 집착’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중독
증 개념의 타당도 검증에서 단지 ‘강박적 사용’
요인에서만 몰입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을 뿐이다. 본 연구는 휴대폰, 그 중에서도
문자 메시지 의사소통 유형이 서로 다른 청소년
들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휴대폰 사
용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경남 M시 소재의 5개 중학
교 학생 총 530명(남: 204명, 여: 326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피험자 중 응답을 불성실하게 한 사
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87명(남: 180명, 여:
30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 및 방법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 용 설문지 제작과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피험자들로 하여금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를 기록하게 하는 개방형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학생을 한 명씩 상담실로 불
러 설문지에 기록해야 할 내용과 응답하는 방법
을 상세히 설명한 후 문자메시지 기록란에 기록하
고, 자기보고(self-report) 형 심리 척도에도 응답하
게 하였다. 문자메시지 기록란에는 자신의 휴대
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중 친구와 갈
등 빚을 때와 화해할 때 주고받았던 문장을 그
대로 쓰도록 하였다. 두 가지 상황에서 자신과
친구가 연속적으로 주고받은 문장 각 20개(자신
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 10 문장, 받은 문장 10
문장)씩, 총 40개의 문장을 기록하게 하였다. 비
교가 가능하도록 메시지의 내용은 친구간의 대
화로 한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보낸 문자 메시
지이지만 받은 메시지까지 기록하도록 한 것은
평정자들이 대화의 상황을 알아야 문자메시지
문장의 의사소통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개별적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한 이유는 문자 메시지의 경우 기록하는 내용과
방법을 피험자들이 올바르게 숙지해야 할 뿐 아
니라 기록해야 할 양도 많아 집단적으로 할 경
우 무성의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면접이란 피
험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 기록지와 자기 보고
형 심리척도에 제대로 응답하게 하는 과정이었
을 뿐, 피험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적인 면담은 아니었다. 면접 시,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하였으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
도록 노력하였다.
자기 보고형 척도
휴대폰 중독 척도

휴대폰 중독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된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검사를 참고로 하여
장혜진(2002)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문
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적 성향
이 강함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용은 휴대폰 사용
으로 인한 강박적 행동과 금단증상, 사용통제의
어려움, 의존적 성향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휴대폰 중독 검사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
인의 신뢰도는 강박적 행동과 금단증상 .87, 사
용통제의 어려움 .87, 의존적 성향 .75로 나타났
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이 제작하
고 박미영(1999)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우울성 척도
우울성 측정 척도는 Beck의 BDI를 송인덕
(1999)이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0점에서 3점까지를 부여하며, 문항
의 내용은 정서적 우울, 행동적 우울의 2영역으
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높았고 하위요인의 신뢰
도는 정서적 우울 .85, 행동적 우울 .77로 나타났
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 척도는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의 ‘주관적 안녕 지표(Index of
Well-Being)’를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주관적 안녕 지표는 개인의 보편적 안녕
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index of general
affect)에 해당하는 9문항과 삶의 만족도(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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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1문항 등 모두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 크기를 평정한다.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들(9 문
항)은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느끼는 보편적인 정
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예: 행복
한 - 불행한)을 한 형용사는 1점, 상대되는 형용
사는 7점에 배치한 후, 1점부터 7점까지 평소 자
신의 생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것이 개인의
satisfaction)

표 각 유형의 문자메시지 사례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
∘나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어. 내 ∘야, 오늘까지 내 돈 갚아.
∘언제 갚아 줄 건데?
돈 갚아 주면 좋겠다.
∘4시까지 나올 수 있지. 꼭 나와야 ∘너 오늘 4시까지 나와라. 안 ∘4시에 나올 수 있니? 안 나오면
한다.
나오면 죽는다.
어쩔 수 없고.
∘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 빨리 ∘너 어디야. 왜 안 와. 빨리 못 ∘너, 오늘 오기로 한 것 맞니?
와라.
와.
우리 4시에 약속한 것 아니니?
∘기다려. 금방 갈게. 차가 많이
∘금방 간다. 꼼짝 말고
∘나 지금 가고 있거든. 못
내용
밀리네.
기다려라.
기다릴 것 같으면 가도 된다.
∘내가 너처럼 네 뒷담화를 하면 ∘니가 내 뒷담화했다는 소리
∘너 혹시 누구한테 내
너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니?
들었다. 죽고 싶나?
이야기하지 않았니?
∘나 머리도 아프고 기분도 좋지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나 힘없다.
않다. 말할 기운도 없다.
건드리지 마라.
∘나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도 ∘니가 먼저 사과해라. 나는
∘뭐, 그냥 넘어가자.
사과해야지.
먼저 하기 싫다.
1.

안녕감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크다고 해석된다. 이 척도의 신
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예비 및 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휴대폰 문자메
시지 의사소통 유형 분류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 분류를 위해 2007
년9월부터 10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그들이 친구와 주고
받은 가장 최근의 문자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였
다. 일상적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
생들은 음성통화에서 대화하듯이 특정 대상과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모티콘의 사용은 예상보다 적었으며, ㅋㅋㅋ
ㅠㅠㅠ 등 문자판을 변경하지 않고 입력할 수
있는 문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수문자
의 사용은 적었다.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목적
은 주로 유희(장난스러운 대화)를 통한 친밀감
형성이었으며 간혹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1차 예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는 기존의 이론
이나 선행 논문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유형 분류
방법으로 유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다른 방식으로 2차 예비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7년 11월부터 12월
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유형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 상황과 화해 상황에서의
문자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2차 예비조사를 통해 갈등을 빚을 때와 화해
할 때의 학생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자
신의견을 관철하려 하는 유형,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강하게 비난을 하며 압박하는
유형, 갈등 상황에 서 상대방의 압력에 눌려 자
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ahim과
Bonoma(1979)의 5 가지 갈등관리유형을 청소년
문자 메시지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채택하되, 그
중 사례가 거의 없는 ‘융합형’과 ‘회피형’은 제외
하고,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의 3 가지 유형
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와 평정가들은
논의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논리
적 설득을 시도하는 유형을 ‘절충형’, 자신의 주
장만을 강요하는 유형을 ‘지배형’, 대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유형을 ‘양보형’으로 정의하였
다.
각 유형의 대표적인 문자메시지 사례는 표 1
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8년 1월 초부
터 3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 중 자주 나타나는 욕설의 경우,
먼저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것이 청소년들의
문화로 볼 때 일반적인 언어사용 양식이라고 판
단될 경우에는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다고 보고 지배형 유형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
피험자의 문자 메시지 유형 평정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 외에 2 명의 전문가(상
담심리 석사 1명, 국어교육 석사 1명)가 참여하
였다. 평정자들은 각자 피험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모든 문장을 절충형, 지배형, 양보
형으로 판별한 후 각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였으
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유형을 해당 학생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판정하였다. 3명의 평정자는
평정 전에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예시문
항을 통하여 평정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그럼에
도 평정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있는 대상은 결과 처리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수
는 전체 487명 중 21명이었다. 평정자간 신뢰도
는 본 연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일치하는 대
상자 수/전체 대상자 수 X 100’의 방식으로 계
산했을 때 95.6(%)이었다.
최종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의사소통 유형 간 휴대폰 중독과 충동
성,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F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Scheffé)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한 실태조사 결
과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일일 음성통화의 횟수
는 3～4회가 36.3%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횟수는 11～30회가 26.3%로 가장 많았으
며, 문자메시지를 받는 횟수도 11～30회가 27.5%
로 가장 많아 청소년들은 음성통화보다도 문자
메시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루 동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대상 학생
의 수는 3명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
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는 대화하듯 11
회 이상 주고받는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
았다. 또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응답 형태는
즉시 문자로 응답한다가 56.1%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분류
예비조사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빚을 때, 학생
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의 문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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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의 세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친구와 갈등을 빚
을 때와 화해할 때, 보낸 문자메시지 10개 문장
과 받은 문자메시지 10개 문장을 각각 기록하도
록 하였다. 피험자의 의사소통 유형 분류를 위해
서는 보낸 메시지만 사용하였는데, 갈등을 빚을
때 보낸 문자 메시지 10개 문장과 화해할 때 보
낸 문자 메시지 10개 문장을 합한 총 20개 문장
을 한 문장 씩 각각 유형을 판별한 후, 각 문장
마다 그것이 속하는 유형 점수 1 점을 부여하였
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세 가지 의사소통 유형
의 점수를 모두 부여받으며, 그 합은 20점이 된
다. 각 피험자는 어떤 한 가지 유형 점수가 7점
이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더 높은 점수가 되나
이 경우 그 특징이 확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
형 중 한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부터 13점 이
상인 경우까지 각 의사소통 유형의 피험자 수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표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분류
구 분
10점 이상
절충형
81(31.4)
지배형
115(44.6)
양보형
62(24.0)
258
계
(100.0)
2.

유형별 최고 점수
점 이상
12점 이상

점 이상

11

13

62(35.0)

40(31.0)

25(25.5)

80(45.2)

62(48.1)

51(52.0)

35(19.8)

27(20.9)

22(22.4)

177
(100.0)

129
(100.0)

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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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의사소통 유형
절충형
지배형
강박금단 증상
양보형
전체

é

n

M

SD

Scheff
Group

40

1.57

0.49

a

62

2.08

0.94

b

27

2.03

1.01

b

129

1.91

0.87

F

p

4.849

0.009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사용통제의 어려움

의존성 심화

휴대폰 중독
(계)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
전체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
전체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
전체

40

1.45

0.47

a

62

1.94

0.95

b

27

1.84

0.98

b

129

1.77

0.86

40

1.68

0.80

a

62

2.20

1.11

b

27

2.04

1.28

ab

129

2.01

1.08

40

1.54

0.44

a

62

2.05

0.90

b

27

1.97

0.98

b

129

1.88

0.83

분류결과를 보면,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하나의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다른 또 하
나의 10점으로 동점이고 나머지 하나의 점수가 0
점일 경우 삭제함)는 전체 487명의 53.0%인 258
명이 선택되었
선택되었으며, 지배형이 45.2%로 가장 많았고,
절충형 35.0%, 양보형 19.8%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하나의 점수
가 12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487명의 26.5%인
129명이 선택되었으며, 지배형이 48.1%로 가장
많았고, 절충형 31.0%, 양보형 20.9%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하나의 점수
가 13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487명의 20.0%인
98명이 선택되었으며, 지배형이 52.0%로 가장 많
았고, 절충형 25.5%, 양보형 22.4%로 나타났다.
유형의 분류기준의 선택 시 판별력과 자료의
소실성을 고려하였는데, 판별력의 측면에서는 분
류기준이 10점인 경우는 두 유형이 동점인 경우
도 발생이 되어 판별력이 적다고 판단하였으며,
분류기준이 11점인 경우도 두 유형의 점수 차이
가 적은 경우가 발생하여 선택에서 제외하였다.
분류기준이 13점인 경우는 전체에서 20%만이
선택되어 자료의 상당수가 소실되어 비효율적이

4.350

0.015

2.889

0.059

5.007

0.008

으며, 지배형이 44.6%로 가장 많았고, 절충형
31.4%, 양보형 24.0%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중 하나의 점수
가 11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487명의 36.3%인
177명이
며, 절충형과 양보형의 빈도가 너무 적어 선택에
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류기준을 12점으로
결정하였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간 심리적
특성
휴대폰 중독
휴대폰 문자메지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휴대폰 중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휴대폰 중독 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F 2, 126
=5.007, p=0.0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
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
형(M=1.54)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M=2.05)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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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M=1.97)인 집단의 휴대폰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의 하위요인인 강박금단 증상, 사
용통제의 어려움, 의존성 심화 증상 모두 휴대
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의 하위요인 중 강박금단 증상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 2, 126 =4.849, p
=0.0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M=1.57)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M=2.08)과 양보형(M=2.03)인
집단의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의 하위요인 중 사용통제의 어려
움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 2, 126 =4.350,
p=0.0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
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1.45)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M=1.94)과 양보
형(M=1.84)인 집단의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의 하위요인 중 의존성 심화 증상
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 2, 126 =2.889, p
=0.059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
통 유형이 절충형(M=1.68)인 집단에 비해 지배형
(M=2.20) 집단의 중독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해 갈등을 빚을 때,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절충형
의 학생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윽박지르는 지배형의 학생과 민감한 갈등상황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양보형의 학생에
비해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적
음을 볼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

휴대폰 문자메지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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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교
4.

의사소통 유형
절충형
지배형
양보형
전체

é

n

M

SD

Scheff Group

40

5.60

1.12

b

62

4.49

1.64

a

27

5.15

1.31

b

129

4.97

1.50

F

p

7.567

0.001

표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우울 비교
5.

변인

의사소통 유형
절충형
지배형
정서적 우울
양보형
전체
절충형
지배형
행동적 우울
양보형
전체
절충형
지배형
우울
(계)
양보형
전체

é

n

M

SD

Scheff
Group

40

0.24

0.30

a

62

0.63

0.60

b

27

0.37

0.46

a

129

0.45

0.52

40

0.35

0.35

62

0.53

0.40

27

0.45

0.40

129

0.46

0.39

40

0.30

0.31

a

62

0.57

0.46

b

27

0.42

0.40

ab

129

0.46

0.42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아
존중감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 2, 126
=7.778,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5.60)과
양보형(M=5.15)인 집단이 지배형
(M=4.49)인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을 빚을 때의 문자메시지도 자신의 주장

F

p

7.778

0.001

2.553

0.082

5.319

0.006

만을 강요하는 지배형의 학생들보다 상대방에 대해
배려를 하는 절충형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양보형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
휴대폰 문자메지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우울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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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우울
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 2, 126 =5.319, p
=0.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M=0.30)에 비
해 지배형(M=0.57)인 집단의 우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우울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
증한 결과, F 2, 126 =7.778, p=0.0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
형이 절충형(M=0.24)과 양보형(M=0.37)인 집단에 비
해 지배형(M=0.63)인 집단의 정서적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요인 중 행동적 우울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
증한 결과, F 2, 126 =2.553, p=0.082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우울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정서적 우
울이 차이를 보인 것은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이 사람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말하
여 준다.
심리적 안녕감
휴대폰 문자메지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심리
적 안녕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심리
적 안녕감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 2, 126
=9.868, p=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
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절충형
(M=5.43)과 양보형(M=5.41)이 지배형(M=4.22)인 집
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비교
변인
의사소통 유형
n
M
SD
절충형
40
5.42
1.25
지배형
62
4.21
1.75
보편적 안녕감
양보형
27
5.47
1.34
전체
129
4.85
1.63
절충형
40
5.48
1.62
지배형
62
4.27
2.00
삶의 만족도
양보형
27
4.85
1.81
전체
129
4.77
1.91
절충형
40
5.43
1.25
62
4.22
1.75
심리적 안녕감 지배형
(계)
양보형
27
5.41
1.36
전체
129
4.84
1.64
6.

é

Scheff
Group

F

p

10.430

0.000

5.152

0.007

9.868

0.000

b
a
b

b
a
ab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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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보편적 안녕감과 삶
의 만족도 모두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보편적 안녕감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F 2, 126 =10.430, p=0.000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사소
통 유형이 절충형(M=5.42)과 양보형(M=5.47)인 집단이 지
배형(M=4.21)인 집단에 비해 보편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삶의 만족도가 휴
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
이는지 검증한 결과, F 2, 126 =5.152, p=0.007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문자메시지의 의
사소통 유형이 절충형(M=5.48)인 집단이 지배형
(M=4.27)인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상대를 배려하면서 사용
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다.

논의
본 연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
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휴
대폰 문자메시지의 사용을 지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남 M시의 S중학교를 비롯한 5개
중학교의 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식을
통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자기보
고형 심리 검사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
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휴

대폰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성인의 경우와 달랐는
데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
통제 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휴대폰을 통해 공간적․시간적 제
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마음에 담긴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
운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형
성·유지하며, 자신들의 내적 세계를 공고히 하고 있
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문
자메시지를 보내며, 순식간에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신을 보내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순간순간 나타내었다. 즉, 문
자메시지가 농인의 수화와 같이 학생들에게 1차 언
어처럼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밝혀졌다.
첫째, 학생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
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
는 ‘절충형’,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강요하는 ‘지배형’,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노
력을 매우 소극적으로 하는 ‘양보형’의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둘째,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 간 휴대폰 중
독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지배형
(M=2.05)과
양보형(M=1.97)인 집단이 절충형
(M=1.54)에 비해 휴대폰 중독 점수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절충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판정된
집단이 휴대폰의 중독정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심리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 우
울, 심리적 안녕감 모두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
소통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
감은 절충형(M=5.60)과 양보형(M=5.15)이 지배형
(M=4.49)에 비해 더 높았고, 우울은 지배형(M=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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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충형(M=0.30)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심리적 안
녕감은 절충형(M=5.43)과 양보형(M=5.41)이 지배형
(M=4.22)에 비해 더 높았다.
즉,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는 지배적 의사소통 유
형을 가진 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낮고 우울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되는 긍정적인 정서
가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한 Satir(1983)의 연구, 우
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적의와 거부의 반응을 되돌려 받는다고 보
고한 Strack과 Coyne(1983)의 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우울 성향을 가진 학생이 친구와
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에서 거부와 적의적인 답
신을 많이 받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 사이의 의
사소통이 강압적, 지배적으로 이루어져 심리적 갈등
을 겪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심리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돌림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연구한 박진영
(2008)은 의사소통이 미성숙할수록 따돌림의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하였으며, 설호동(2006)은 의사소통
훈련이 여중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의사소통 훈련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도 적
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구
어로 하는 의사소통과 달리 면대면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소극적인 학생이나 심지어 대인기피
증이 있는 학생도 자신의 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
소통훈련은 대면 관계에서의 언어적 의사소통훈련보
다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수용할 뿐 아니라 그 효과
도 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훈련 프로
그램은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는 소극적인 학생이나
따돌림을 하거나 당하는 학생들을 조력할 수 있는
새롭고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또 다른 활용 방안으
로는 따돌림을 당해 친구가 없는 학생에게는 비슷한
처지의 학생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펜팔과 같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며, 문자메시
지를 이용해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 주는 문
자메시지 상담소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소통 방법
에 대한 지도는 첫째,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개선
하여 외톨이 학생이나 집단따돌림의 발생을 줄이고,
둘째, 청소년들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우울감
을 줄이고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등
학생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과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Strack과 Coyne(1983)
의 연구 결과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효율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며, 상대방의 그런 반응은 다시 자신의 심리
를 우울하게 하는 식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순환
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정신 건강과 의사소
통유형의 두 요인을 동시에 교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청소년이
라면 학교에서의 집단 교육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
이므로 우선은 그들에게 의사소통 방법을 예방적,
교정적 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악순환의 한 쪽 고리
를 먼저 끊는 것도 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남 M시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
로 여러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의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 연구가 아니
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과 심리적 특
성 간의 인과 관계를 엄밀하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즉, 문자메시지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
이 달라지는지, 그 반대로 심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
문에 서로 다른 문자메시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두 변인이 순환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
는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공통적인 원인에 의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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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유형과 심리적 특성이 결과적으로 모두 영향
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앞으
로는 좀 더 정교한 실험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이런
의문점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끝
으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의사
소통 유형 분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의사소통 유형 분류 척도가 개발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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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of Psychological Variable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Cell-phone Texting Communication Style

Tae-ik Kim

Won-joong Kim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variable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cell-phone texting communication styl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30 students from five middle schools.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in
person. They were asked to write cell-phone text messages on their phones and answer psychological
checklis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who had oppressive or submissive communication style were more addicted to mobile
phones than those whose communication style was persuasive.
Secon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cation style of text messages and the
psychological variables, the communication styles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to self-esteem,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key words: communication style, cell-phone addiction, self-esteem,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