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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사

오늘날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

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청소년 스스로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볼 때, 보다 체계적인 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청

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한 조기 개입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에 부모나 교사 등 성인을 통한 개입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또래를 통한 개입에 초점을 맞추

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문헌 연구와 또래상담자, 또래상담 지도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과 관련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유형을 구분

하여 각 유형에 맞게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전국 중․고등학교

의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전국의 또래상담 지도교사와 또래상담자, 

그 외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책임연구자 김미정 부장과 서미 부장, 연구진으로 수고하신 김래선, 양 희, 

성벼리, 전미진, 박양민, 류아영, 이은별, 홍예진 부원, 그리고 공동연구자로 참가하신 배주미 박사

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증진시켜 더욱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넓혀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바랍

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 장  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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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년 급격한 상승세를 띄고,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중독위험

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고 청소

년이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절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또래상담자들이 

성인 교사나 부모의 개입과는 달리 동등한 위치에서 개입이 가능하며,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또

래문화에 함께 속해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 방법을 창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또래상담이 스마트폰 사용 조절 도모에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 로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조절에 한 인식을 증진

시키고 조절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해 스마트폰 중독 및 또래상담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활동 중 

스마트폰 과다사용 또는 중독과 관련하여 상담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또래상담자를 상으로 포

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또래상담자를 지도하는 상담전문교사를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구성 단계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 또래상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상담전문

교사 인터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를 도출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초안을 시범운영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의 의견을 수합하여 프로그램을 최종

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성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한 내적동기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유형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사용 행동 변화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또래

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한 인식을 함께 높임으로써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조절 프로그

램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프로그램 활용 시 실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째,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회기를 구성하였다. 일곱

째,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청소년을 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전국 32개교 또래상담 지도교사들을 상으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

고, 총 360명의 또래상담자들이 지도교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후, 또래상담을 진행하여 자신

과 내담자 청소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 변화를 사전-사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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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비교한 결과, 과다사용 심각성, 시간조절 필요성, 사용조절 방법, 사용조절 필요성, 안활

동 동기, 조절 노력에 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자 청소년을 

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조절 인식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에서의 사전-사후 점수 비교 

결과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도교사의 프로그램에 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내용 구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아 의미있고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습관 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최초의 프로그램

을 개발했다는 데 있다. 현재까지 상담자나 교사 외 또래집단이 활용되는 스마트폰 사용조절 개입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또래상담자가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욕구와 정서

에 적합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또래상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청소

년 상담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효과적인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한 개입에 활성화가 기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서 사전-사후 차이검증으로만 진행되어 통제집단에 의

한 비교가 없다는 점과 내담자의 변화에 한 또래상담자의 모니터링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본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추후연구를 통

해 통제집단 비교 및 내담자의 직접적 보고에 의한 결과 분석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한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또래상담자의 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등 또래상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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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1년 36.2%에

서 두 배 이상 증가한 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역시 스마트

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은 현 인의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

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이 가지는 

기기적 특성과 그 유용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PC와 같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서도 PC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점에서 즉시성, 편리성과 함께 

간편하게 휴 할 수 있다는 휴 성을 동시에 가진다. 또한 기존의 핸드폰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은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게임, 정보검색, 음악 등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개인화된 

환경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소셜네트워크(SNS)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구성에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요소가 

되었다는 점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 속에서 증가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

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성과 함께 즉시성, 편리성, 휴 성, 오락성 등 휴 폰, PC, 

게임의 특성을 모두 가진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신규 매체에 한 관심이 많고,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폰 콘

텐츠 시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다양한 게임 등의 어플

리케이션은 청소년들의 자극추구 욕구와 스트레스 해소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스마트폰이 

단순한 연락의 수단을 넘어 또래집단과의 소통, 새로운 문화 형성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

회문화적 흐름은 또래 관계에 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사용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신이 원하는 게시물을 자유롭게 업로드하며 이에 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은 청소년기에 갖는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와 같이 스마트

폰이 청소년기에 가지는 여러 욕구들을 만족시킨다는 점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용성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스마트폰은 인터넷, 게임 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독적 사용에 한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적절한 수준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또래 관계 유지,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그 조절이 어렵게 되는 경우 부모와의 갈등,　학업적 어려

움 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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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신체적 손상(김봉환 외, 2014; 이영선 외, 2013)과 함께 수

면장애(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인지기능 저하(Spitzer, 2014), 불안 및 우울

(금창민, 2013; 신호경 외, 2011)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

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절 프로

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25.5%가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으로 전

년보다 7.1% 증가하고(미래창조과학부, 2014),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의 비율이 10  청소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중독위험군 비율이 25.5%로 전

년(18.4%) 비 7.1%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미래창조과학부, 2013)을 고려할 때, 더 

적극적인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

로 중독적 사용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입

의 필요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스마트폰 사용 조절 실패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

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작용들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이

고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요

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감각추구 기질이 높고(Armstrong, Phillips, & Saling, 2000),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강희양 외, 2012) 스마트폰을 과다사용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스마

트폰이 개인 소유의 특성이 강하고 부모의 감독이 어려운만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고립감, 외로움이 높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병년 외, 2013; 오주, 2014). 이는 부

모,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 한 관계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을 제공하는데(양돈규, 임영식, 1998),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지

지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 것들을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에 몰입하여 해소하고

자 하는 시도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가족 관련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의 역할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차이가 있으며(황승일, 2014), 가족 내 갈등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역

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현희, 김현진, 2014). 

휴 전화 중독 청소년들의 특성을 면담을 통해 연구한 윤혜정, 권경인(2011)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소외감, 거절 민감성, 관계에 한 욕구, 가족과의 갈등 등이 또래 의존 욕구로 

이어져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 전화를 과다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하였

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또래집단 역시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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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에서 발표한 스마트폰서비스 이용현황에 따

르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스마트폰이 또래집단 내에서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의 형성 및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원만치 못한 또래 관계로 인한 일상의 스트레스와 우울, 

외로움 및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집중한다(Lenhart et al., 2008; Yee, 2006). 또래관계에서 배척과 따돌림에 한 두려움이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임애라, 2008), 또래 간의 친 감과 유

감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정도가 높아질수록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강현순, 2014; 김소영, 2015). 이와 같이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한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고재욱, 2013; 우정애, 김성봉, 2014), 인터넷 및 매체 중독에 있어 강력한 예측 변인이

다(Mathy et al., 2003). 아쉬운 것은, 매체 중독 등에서의 또래 집단의 조절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또래집단의 개입이나 조절 행위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나 중독과 관련이 있음에 

해 밝히고 있으나(임소혜, 조현아, 2011),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개입 방법에 한 체계적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또래상담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 있어 또래집단의 긍정적인 개입 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같은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친구를 돕는 또래상담은, 학교폭

력이나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양미진 외, 

2014). 또래상담자의 상담활동을 통해 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 인관계, 학

교적응력이 높아졌으며, 타인에 한 신뢰감과 존중감이 높아졌다(정미혜, 김종훈, 2008; 주은

선 2006). 또한 불안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

러한 또래상담 활동의 효과는 또래상담을 받은 또래내담자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자가 속한 학

급이나 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래상담자 활동을 통해 학급이나 학교 내 신뢰감,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나 분위기가 조성되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연

희, 2003). 이는 또래상담자가 문제를 소지한 개인에 한 상담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들을 상으로 멘토링, 갈등중재, 역할극, 캠페인 등 예방차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

이다. 더욱이 또래상담자들은 성인 교사나 부모의 개입과는 달리 동등한 위치에서 개입이 가능

하며,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또래문화에 함께 속해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스마트폰 사용 조

절 방법을 창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 조절 도모에 더

욱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또래상담자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여러 어려움에 한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의 개입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또래상담자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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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조절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과제

첫째, 스마트폰중독 청소년의 특성과 또래집단의 효율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스마

트폰 중독 치료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매뉴

얼과 교구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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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이해

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의 이해

현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소통을 위한 기능을 넘어 객관적 정보의 창구이자, 주관적 정보를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며 인간 교류와 이를 통한 심리·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기능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이영선 외, 2013).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디지

털 기기 즉 컴퓨터와 핸드폰의 특성을 뛰어넘는 몇 가지 차별화된 특징을 보인다. 첫째, 간편

성, 이동성, 즉시성으로 표되는 기기적 특징으로,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김동일 외, 2012). 둘째, 오락성, 사회성, 문화성으로 표되는 내용적 특징으로, 사용

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됨에 따라 편리성과 오락성이 만족됨은 물론 의사소통의 장으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특히 신규 매체를 쉽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스마트폰 시장은 매력적인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단순한 의

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또래집단과의 소통, 새로운 문화 형성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문화

적 흐름과(오은정, 장성화, 2009), 인관계에 한 욕구가 높은 청소년기의 특성이 맞물리면서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에 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청소년기에 갖는 표현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점 역시 

청소년기 스마트폰 이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스마트폰이 제

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기능이 일치하면서 청소년기 스마트폰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청소년들의 삶에 긍정적·부정적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긍정적

인 측면으로는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교육방법과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김

동균, 김종우, 2013; Cochrane & Bateman, 2010),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미디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조남억, 2012). 더 나아가 스마트폰 활용 능력

에 따라 삶의 질,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

다(한상연, 마은정, 최수건, 홍 순, 2011). 이처럼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

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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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장여옥, 조남억, 2014).

이와 같이 스마트폰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에

게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면부족, 학습능력 저하 

등으로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야기하며,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내성, 금단 등의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박두환, 백지숙, 2014). 특히 인관계 플랫폼

의 성격을 가지는 스마트폰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관계를 중시하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중독적 사용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정보추구동기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성인에 비하여 오락과 상호작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특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동일 외, 2012; 

Zsolt, Beatrix, & Sandor, 2008). 무엇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1.5%에 달하고 스마

트폰이 개인 소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관리·지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부모의 통제가 쉽지 않은 동시에 상 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이 아직 발달 중에 있는(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중독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나(머니투데이뉴스, 2013; 부

산일보, 2013; 헤럴드경제, 2013. 4. 15)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마트폰의 

사용이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이를 예

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유지

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용 조절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양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적응들

이 장기화, 만성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의 개념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또는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

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중독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중독을 휴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에 의한 행위중독의 일환으로 보고, 이러한 매체중독의 

정의를 빌려 스마트폰중독에 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이영선 외, 2013). 이는 스마트폰중독을 

몰입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 개념으로, 박용민(2011)과 김병년(2013)은 스마트

폰중독이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 이창민(2014)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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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여, 그로 인해 자신과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상태로,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상황을 스마트폰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은영과 임신일(2014)은 스마트폰중

독을 스마트폰의 지나친 습관적 사용과 몰입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스로 통제

력을 상실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 별 스

마트폰중독 위험군의 비율을 살펴볼 때 10  29.2%, 20  19.6%, 30  11.3% 등으로 나타나 

전 연령  중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1.5%에 달하고,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관리·지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아직 발달 중에 있는(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중독에 더욱 취약함을 추측할 수 있다. 다양한 신체적, 심

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스마트폰중독으로 인한 부적응들이 장기화, 만성

화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스마트폰중독에 한 적절한 개입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체·일상생활 측면, 심리·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신체·일상생활 측면

스마트폰을 건강을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윤순혜, 

2013), 잘못된 자세로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긴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

가 야기될 수 있다. 표적으로 장시간 작은 화면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눈이 침침해지거나 안구 건조 증상 

등을 동반하는 컴퓨터시각증후군, 시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김봉환 외, 2014; 박

경주, 이욱진, 이나금, 이정영, 손정식, 유동식, 2012; 박정숙, 최미정, 마지은, 문지현, 문효정, 

2014; 이영선 외, 2013). 또한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은 뒷목이 당기거나 근육뭉침 현상을 유

발할 수 있으며, 터치방식의 스마트폰 특성상 손목과 손가락 사이에 스트레스를 주어 손목터널

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한다(이민석, 2011, 황승일, 2013). 

나아가 수면패턴에 변화가 있는 청소년기에는 취침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수면주기

와 수면습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수면문제로 이어지게 되고(Kalsbeek, 2012), 이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인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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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적 측면의 문제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력 감퇴나 근골격계 문제로 인한 통증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수면문제로 인한 피로

감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학교에 지각하는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데이터 사용, 유료 게임, 아이템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요금발생

과 같은 경제적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강희양, 박창호, 2012).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

의 스마트폰 관련 비행과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신동업, 2013)는 스마트폰 사용을 조

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

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한 개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 인지적 측면

스마트폰과 같은 스크린 기반 매체를 사용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시공간적 지능의 강화

를 가져오거나(Greenfield, 2009) 고급 사고능력이 촉진되는(심숙영, 2006; 정진수, 2003) 등 인

지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오히려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다중처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중처리적 사용이 유연한 두뇌활동을 도울 수는 있으나 

뇌의 정보처리 한계로 인하여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등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또한 스마트

폰의 검색기능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기억력이 약화되기

도 한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중요한 정

보 등을 기억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잊어버리거나 나아가 인지기

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디지털 치매를 경험할 수 있다(Spitzer, 2014). 또한 일상생활 중 잦은 

스마트폰 확인은 주의를 빈번하게 분산시킴에 따라 집중력 및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이영선 외, 2013). 

3) 심리·정서적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는 청소년기는 정서의 변화가 크고 환경의 영향을 크

게 받는다.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일상화되어감에 따라 

심리·정서적 측면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여가시설

의 부족, 시간적 제약, 과중한 학업 등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적고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등

을 통해 혼자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여가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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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정한 사용 시간을 넘어서면 오히

려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2)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한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무엇

보다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과도할 때 스트레스를 넘어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정신건강 문

제가 증가할 수 있음이 보고되어(금창민, 2013; 신호경 외, 2011) 스마트폰과다사용의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중독 현상과 관련한 심리·정

서적 측면에서 스마트폰이 없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으로 ‘노모포비아(No 

mobile-phone phobia)'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

조하며,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은 단절감과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답답함

을 보고하였다(이영선 외, 2013). 언제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심리적 기상태가 이러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일으키며, 답장이 없거나 알림이 없을 때에는 소외감이나 우울함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수면장애를 매개로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

과(Lemola, Perkinson-Gloor, Brand, Dewald-Kaufmann, & Grob, 2015)는 스마트폰중독이 수

면문제와 함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중독이 신체적 공격성을 예측하는 예측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공격성 일부분이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

폰 과다사용은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인공격성 및 물공격성 등의 외현화된 공격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철, 백석기, 2013). 스마트폰중독 정도와 청소년의 정

서 및 행동을 평가하는 자기행동평가 척도와의 상관성 연구에서 스마트폰중독 정도가 청소년

의 심리적 안녕 손상과 연관되며, 특히 스마트폰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

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문제, 외현화 문제 등 정서 및 행동에 문제점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서창민 외, 2012). 이는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할수록 우울감

과 불안감 등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 부적응 등 심리적 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적절하게 해소

되지 못한 불만과 적 감이 쌓여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금창민, 2013).

4) 사회적 측면  

인관계 측면에서 청소년과 스마트폰 사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

용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또래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새로운 또래 

문화를 만드는 통로로 활용한다는 점이다(김보연, 2012).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카카오

톡, 페이스북 등 ‘SNS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서미정, 2012; 성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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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특히 또래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SNS를 통한 또래 관계 유지와 또래

문화 참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용은 실제로 오프라

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간관계를 보완 또는 강화하는 차

원에서 사용한다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김병년, 2013; 백초롱, 2012; 

오윤경, 2012). 그러나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스마트폰 중독

의 경우 오히려 사회성 발달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김병년, 2013) 그 조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데이터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 과도한 스

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무절제한 데이터 소비가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 셔틀’과 같은 학교폭력

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동아일보, 2013. 10. 29). 데이터 셔틀이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

해학생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데이터를 조달하도록 하는 형태의 학교폭력이다. 이

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교 폭력과 결합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수시로 확인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으로 인하여 학업에 집중

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스스로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으

나(SBS, 2013),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교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 사용

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였으며, 학교들은 주로 조례 시에 스마트

폰을 거두고 종례 시에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2G 

핸드폰을 내놓고 스마트폰은 몰래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한 근

본적인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

계 악화나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학부모의 59.4%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자녀

와 갈등을 겪는다고 했고, 37.3%는 자주 갈등을 겪는다고 보고한 바(여성가족부, 한국언론학

회, 2013)와 같이 많은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조절과 관련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과도한 스마트폰사용은 가족 간의 화를 단절시키고, 학업적, 신체적, 일

상생활 기능상의 문제 등을 야기함으로 인하여 부모님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청

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지지체계 중 하나인 가족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원인

스마트폰 중독에 한 연구는 인터넷, 휴 폰 등 매체 중독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개발  11

왔다. 스마트폰 보급이 가속화된 2011년 이후 스마트폰 중독 개념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스

마트폰 중독 요인으로 개인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요인과 또래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직접적인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

고, 프로그램 개발은 중독 예방을 위한 개입 교육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소수 개발된 바 있

다(김희진, 유형근, 정연홍, 2014; 정서림, 유형근, 남순임, 2014; 황재인, 신재한, 2013). 본 연

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 또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군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 및 정서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감각추구 기질, 자기조절능력, 자기효능감 등의 성격

적 특성과 우울, 외로움 불안, 충동성, 분노 등의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3;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조현옥, 2012). 

구체적으로 감각추구성향은 모험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것에 한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으로(Perse, 1996),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자극적인 콘텐츠에 한 선호도가 높고

(Armstrong et al., 2000), 이와 같은 콘텐츠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중

요한 개인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욕구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중독에 빠질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희양 외, 2012; 이수

진, 문혁준, 2013; 정문경, 2014). 자기관련 요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자기효능감(김형지 외, 

2012)이 낮을수록 휴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과 관련하여 우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부모님과의 불화,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해

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되면서 중독에 빠지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김은진, 2015; 박은민, 박기희, 2014). 다음으로 외로움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절민감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가중시킴도 밝혀진 바 있다(변희숙, 권순용, 

2014; 오주, 2014). 스마트폰의 경우 즉각적으로 상 방이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로움 또는 거절민감성 수준이 높은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또한 세상에 한 분노와 적 감 등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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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이충효, 2015). 

2) 환경적 요인

청소년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가 논

의되고 있다. 부모와 또래관계는 청소년이 성장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교류하는 가장 근접한 

체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동기와 습관형성에 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가족은 청소년이 성장하는 가장 근접한 환경을 제공하는 집단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스마트폰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김병년 외, 2013; 우임덕, 2014; 

이수진, 문혁준, 2013; 최홍일, 김진희, 2013; 황승일, 2014), 청소년은 가족 내의 갈등이나 문

제, 스트레스에 처하는 방편으로 스마트폰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우정

애, 김성봉, 2014; 정진영, 하정희, 2013).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 애정적, 자율

적, 합리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낮은 반면,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

치는 영향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원활하지 못

한 의사소통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오현희, 김현진, 

2014). 

가족은 스마트폰중독의 치료에도 직접적인 도움과 감독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

마트폰중독 예방과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여종일, 2014). 이에 기반하여, 부모를 

상으로 청소년의 휴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고정화, 유형근, 조

용선, 2009; 류경희, 2009; 오익수, 김춘자, 김철, 200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한국

청소년상담원, 2011)이 개발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는 동시에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점차 확 되는 시기(권지은, 2003; Freeman & Brown, 2001)라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한 또래의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또래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높은 

관계욕구를 해소하고, 그 관계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노석준(2013)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직접 면보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SNS 기능들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 유지와 의사

소통을 위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한 또래 관계망이 

증가할수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신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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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스마트폰에 의존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남윤수(2013)는 스마트폰 

중독군 중 일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을 비교하였을 때,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

군에 비해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같은 관계추구 충족에 한 욕구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재욱(2013)은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한 

도피처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또래, 부모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도움을 얻기 어려운 경우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과 같은 매체에 의지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결국 해당 청소년을 중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원만하지 

않은 또래관계 역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유사한 매체 중독인 인터넷중독에 한 개입 프로그램 내에서 또래와의 관

계성 증진 등을 통하여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프로그램들은 다수 있지만(강정원, 김승옥, 홍기

목, 2011; 김광현, 장재홍, 2010; 소두영, 유형근, 손현동, 2008; 정여주, 2008), 직접적인 치료

적 개입 방안으로 또래친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미디어 사용에 한 부

모, 또래중재의 영향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 사용에 있어 또래의 영향이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임소혜, 조연하, 2011) 또래 관계를 이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이 또래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또래가 청소년에 끼치

는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또래 관계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한 건전한 인식을 확

산시킨다면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하는 것에 있어 더욱 동기화되고 효과적일 수 있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또래를 활용하여 효율

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마.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에 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김병년, 2013; 백초롱, 2012; 신동업, 2013; 신

성철, 백석기, 2013; 오윤경, 2012; 이영선 외, 2013), 스마트폰중독의 원인에 한 연구로 개인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강희양 외, 2012; 김은진, 2015; 박은민, 박기희, 2014; 이수진, 문혁준, 

2013),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요인과 또래 요인을 밝히는 연구(고재욱, 2013; 김병년 외, 2013; 

우임덕, 2013; 이수진, 문혁준, 2013; 최홍일, 김진희, 2013; 황승일, 2014)가 주를 이루어 왔

다. 스마트폰 중독 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중독 예방을 위한 개입 교육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소수 개발된 바 있다(김희진, 유형근, 정연홍, 2014; 정서림, 유형근, 남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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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황재인, 신재한, 2013). 이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들을 밝히고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 적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한 직접적인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스마트폰 중독에 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

의 중독적 사용 양상에 한 심층적 이해와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

행된 바 있다. 다른 매체 중독에 한 연구를 토 로 스마트폰중독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언급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기 통제력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강희양 외, 2012; 

이수진, 문혁준, 2013; 정문경, 2014). 종단연구 결과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허

균, 2013)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 방법을 교육하는 동시에 자기통제 수준을 높이는 상담적 

개입이 스마트폰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조현옥, 2012). 특히 더 이상 부모의 통제와 감

시감독이 어려운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

용을 포함하여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성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김병년, 2013).  

또한 선행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변사람들과의 지지적 관

계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김헌수, 이난, 2006; 최나야, 한유진, 2006). 구

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중독성향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이은정, 

어주경, 2014)는 가족의 지지가 스마트폰 중독 개선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원만한 의

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문제 해결이나 부모-자녀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음에 

따라 스마트폰에 몰두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또래관계와 같은 가족 밖의 인관계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청소년기 특

성과 연결지어 또래 관계 속성이 휴 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또래 관

계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경우 휴 전화에 덜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나 원만한 또래 관계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임양미, 2014). 즉, 또래 내에

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성향을 줄이고 나아가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

용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주요한 요인이 또래관계인만큼, 또래 집단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인식을 다시 돌

아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면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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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의 접근이론

오늘날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와 유용성을 고려할 때 사용 자체를 막기보

다는 사용 정도와 용도를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필요성이 우선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용 조

절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의 내

용 구성에 있어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개인의 사용 패턴에 최적화 되도록 

설정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징과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

공적인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스스로가 스마트폰 조절에 한 동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관계적, 스마트폰의 기기적 특성 등 다양한 점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기저에 

있는 욕구를 파악하여 그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형에 기반

을 둔 접근과 동시에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예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에도 프로그램 개

발의 초점을 두어 관련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

는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조절을 위

한 행동변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한 접근이론

으로 자기결정성 이론,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기결정성 이론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등 욕구를 충족시키는 즉시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9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

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스마트폰이 청소년 자신의 욕구에 맞게 개인화되어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적

절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있어 청소년 스스로의 동기와 자기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서 내적동기 강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

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Deci와 Ryan(1985)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개인을 통합된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선천적인 

경향성이 있는 존재로 보고, 행동에 있어 동기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동기란 행동을 시

작하고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을 가지게 하는 힘으로 활력소의 기능과 조

절자의 기능을 갖는다. 동기는 크게 동기유발의 원천이 개인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가지로 나뉜다. 내재적 동기란 행동의 동기 원천이 개

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행동을 통해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과 흥미가 행동의 원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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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기를 의미하며, 외재적 동기란 외부에서 오는 보상과 처벌과 같은 자극이 행동의 원천

이 되는 동기를 말한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관계가 상호보완적 또는 립적인 관계

인지에 해서는 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Deci와 Ryan(1985, 2000)은 이러한 내재적 동

기와 외재적 동기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율성의 개념을 구심점으로 자기결정이론을 

발전시켰다. 즉, 인간의 동기를 자율과 통제라는 연속선상에서 설명하며, 자기결정성의 수준에 

따라 무동기, 외적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재적 조절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무동기란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으며, 외재적, 내재적 동기 모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적 

조절이란 외재적 동기만이 존재하고 낮은 자율성을 갖는 상태로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 행동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과된 조절이란 행동에 한 조절을 내면화시키는 단계로, 심리적인 이

중성을 띄고 있어 동일시 조절과 내재적 조절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다. 확

인된 조절이란 어떤 일이나 행동이 자신의 중요한 목표에 부합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조절은 자기결정적 행동의 원형

으로,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Ryan과 Deci(1995)는 내적 동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자율성, 유

능성, 관계성과 같은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는 정도에 따라 행동에 한 내재적 동기가 촉진되

거나 저해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는 경험의 기회가 삶의 만족, 심리적 

안정감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율성 욕구는 개인이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 조절할 때에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

기 결정성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행동

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조절행동을 결정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스마트폰 사용 조

절이 가능해 질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더 집착하거나 내성과 금단증상을 보일 가능

성이 있다. 관련된 연구에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 통제가 많을수록 자녀가 인터넷에 중독될 가

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는 외적인 동기나 자극만으로

는 중독행동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능성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

다. 유능성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므로,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한 긍정적 내외적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

다.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거나 기존에 잘 하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일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유능감을 느끼게 하고, 내적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

라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인관계 속에서 스마트폰 조절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능감을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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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내적 동기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소속의 욕구와 같이 관계적 유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 앱을 통

하여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

한 관계성을 스마트폰 외의 오프라인상의 관계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과

다사용을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한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와 같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스스로 행동을 조

절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서도 세 가지 심

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 내에서의 

관계성과 유능성이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사용에 지 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또래 관계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한 청소년의 내적 

동기와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심리욕구의 충족이 행동에 한 내적 

동기 증진을 가져온다는 점을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적용하여, 또래 관계 속에서 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 세 가지의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나.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Model, 

IMB Model)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게 되는 원인은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관

계적, 스마트폰의 기기적 특성 등 다양한 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원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두어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예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즐거움 또

는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강화를 가져다주며, 여러 부정적 결과가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행동 

조절이 어렵고, 금단 또는 내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행위 중독의 특성과 비슷하다. 이에 스마트

폰 사용 조절과 관련한 문제를 행위 중독의 한 범위로 보는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결국 행동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행동 변화와 관련한 모델

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동변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 중 건강, 사회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관리가 필요한 위험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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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에이즈와 관련된 위험행동 변화를 위해 처음 소개된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은 흡연, 약물

사용 등의 위험 행동 변화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Bian et al., 2015; Cooperman, Richter, 

Bernstein, Steinberg, & Williams, 2015). 이 모델에서는 위험 행동 변화를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로 정보, 동기, 행동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란 행동과 관련된 지식으로써 위험 행동에 

한 양상 또는 예방행동에 한 지식 등 행동 변화에 필요한 지식을 일컫는다. 두 번째 요소

인 동기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써 행동변화의 방향과 강도를 정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기술은 행동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실제적인 

수행능력과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주관적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며, 문제 행동을 

신할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가와 관련 있다. 즉,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에서는 개인이 행동 변화를 위하여 문제 행동에 한 이해와 예방행동

에 한 지식이 있고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식과 동기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제적 행

동기술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 위험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를 유지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은 자기관리와 관련되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와 유용성을 고려할 때 사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사용 정도와 용도를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필요성이 우선 강조된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이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정보

동기

행동기술 예방행동

그림 1.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IMB Model)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사용 유형의 특징, 

장점과 단점 등 다양한 문제행동과 예방행동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행동변화에 한 내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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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수 있는 행동 기술에 해 생각하고 실제 수행해보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행동 기

술을 습득하고 이에 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보, 동기, 행동

기술 증진을 위한 내용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도모하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

키는 내용과 함께 문제 행동과 관련된 정보, 행동 기술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

다. 이 때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하여 또래의 치료적 개입을 활용한다면 프로그램 활용과 관

련한 청소년의 저항을 줄이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또래상담은 또래 관계가 가지는 특성과 상담이 가지는 치료적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합한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구성을 위한 모델로 또래상담의 틀을 기반으로 상담활동을 구성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있어서의 또래상담의 개입의 필요성은 또래상담, 또래 모델링, 또래 교

육을 포함한 또래개입이 청소년의 공격성 등 반사회적 행동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서 긍정

적인 개입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Liau et el., 2004). 즉, 긍정적인 또래 행

동이나 또래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도움은 담배룰 끊고, 공격적 행동을 줄이며, 학업성취와 같

은 행동에서 긍정적이었다(Durlak, 1997; Gibbs, Potter, Liau, Schock, & Wightkin, 2000; 

Huey & Rank, 1984; Luna &Finkelhor, 1998).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또래 개입은 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Conner, McKinnon, Ward, Reynolds, & Brown, 2015), 또

래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보다 수용성이나 접근성이 높으며 정신건강의 문

제를 가진, 취약한 사람들에게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Mowbray, Moxley, & Collins, 1998). 최

근에는 또래 개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에서도 의미있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또래의 개입은 아동이 인테넷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Livingstone & 

Hadden, 2009; Livingstone et al., 2011). 또한 사이버 블리 등 사이버상 위험 행동을 줄이고 

인터넷에 한 올바른 사용을 하는데 있어 또래 멘토링의 역할이 효과적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Liau, Park, Gentile, Katna, Tan, & Khoo,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

력 등 청소년 문제에 또래친구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또래상담자들을 활용하여 인터

넷사용 조절을 예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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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래상담을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가. 또래상담의 정의

또래상담은 청소년이 고민을 털어놓는 상 1순위가 또래친구이며(여가부, 2012), 또래집단

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청소년 특징에 근거하여(Erikson, 1968) 개발된 청소년 또래 간에 상

담을 제공하는 모형이다. 또래상담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May와 Rademacher(1980)

는 또래상담을 ‘특별한 훈련을 받은 또래학생이 다른 또래학생의 학업, 인성, 행동 등을 조력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또한 Cowie와 Smith(2010)는 ‘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곤궁

에 처한 또래에게 정서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연

문희와 강진령(2002)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기 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소정의 훈련을 이수

하게 한 후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

(2004)은 ‘상담훈련을 받은 학생이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공감과 경청을 

통해 상담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또래상담의 정의가 다양할지라도, 공통적으로 

또래상담이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또래들의 문제해결

을 돕는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즉, 또래상담자란 경청 등 상담 훈련을 통해서 또래 친구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 후 또래 친구가 생활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심리·행

동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하는 청소년 상담자이다(주지선, 조한익, 2014). 

나.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내용

1) 국외 또래상담 프로그램 

또래상담자가 또래친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자에게 상담 역량

을 배양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국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멘토링, 경청, 갈등 해결, 

친구 되어주기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또래상담자들이 상담활동에 필요한 상담기술

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보조리더, 학습보조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오혜영, Cowie & 

Smith, 2010). 

구체적으로, 미국 또래상담의 초창기 표적인 프로그램인 Hamburg와 Varenhorst(1972)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의 역할, 상담전략 및 상담실습, 청소년 문제 이해( 인관계, 가

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주요하게 ‘가족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혼 가정에서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 규칙과 문화, 형제간 경쟁, 가족으로부터의 압력과 기 , 가족 내 

고립, 가족 안에서 중요한 적응문제, 정서 변화와 성장 및 발달단계, 가정 내 경험되는 자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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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안정감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프로그램 개발 당시 미국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으로서 또래상담자에서 교육된 것으로 보인다(서미 외, 2014). 이후, 1980년  이후 청소

년문제가 다양해지면서 또래상담이 개입하는 영역은 약물남용, 문제행동, 갈등해결, 폭력, 성문

제, 인관계 등으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노성덕, 2006; Boias & Myrick, 1999; Carr, 

1983; Cox, 1999; D'Andrea, 1996). 이에 따라 또래상담자들의 역할도 확 되었다. 힐학교(The 

High School)의 또래 학습 지원(또래 튜터링), 어빙턴 고등학교(Irvington High School)의 금연

교육 및 캠페인 등이 표적인 예들이다(오혜영, 2006에서 재인용). 또래상담자의 다양한 역할 

및 활동과 관련하여, Mamarchev(1981)은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급별

로 구분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또래상담자는 적극적인 리더로서의 역할 및 촉진적인 의사소

통 기술을 학습하며, 또래 친구들에게 인관계와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돕는 방법에 해서 배

운다. 중학교의 경우 또래상담자는 학교 상담교사와 지역 정신건강기관의 전문가를 도와 다양

한 활동을 하도록 교육 받는다. 이들은 먼저, 교내에서 또래상담 홍보, 교사의 지도하에 또래 

학습 지원(또래 튜터), 신입생에게 오리엔테이션 제공, 교내 활동 계획, 미디어 센터의 학습 보

조자, 학교 안내자로서 활동, 그리고 상담교사와 행정직원의 보조자로 활동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또래상담자는 지역 상담소의 아웃리치 서비스 보조자로서 선발·훈련된다. 이를 위

해 또래상담자들은 형식적 및 비형식적인 상담, 건강 교육, 안내 정보, 사회 문제해결 전략, 자

기인식 강화, 자기 개념 발달 전략, 스트레스 상담, 진로 선택, 발달적 훈련, 관계기술 훈련, 

개인 성장 평가 등의 교육을 받는다. 또한, 또래상담자들은 학 정보 제공, 교내의 긍정적인 

또래 문화 모델링, 또래 리더십 훈련, 진로 계획 및 배치 보조, 심리학 수업 보조 등의 활동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또래상담자의 활동은 또래내담자의 리더십, 학업적 그리고 정서

적인 부분 등에서 상담 및 도움을 제공하며, 활동 영역을 상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학습보조, 

학교 안내, 신입생 및 전학생의 학교적응 도움, 갈등 중재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움을 제공

한다(Fernandez, Villaoslada, & Funes, 2002; Peer Program Descriptions, 2010). 

2)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달리 국책연구과제로 개발되어 공공기

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보급되었다는 점이 특징

이다. 1994년 국책과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상

희, 노성덕, 이지은, 2000)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첫 번

째 단계인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 주로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

화하고 정립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개발된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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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I : 기본자질 훈련 프로그램’(1994),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Ⅱ : 갈등관리 프로그

램’(1995),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Ⅲ : 좌절관리 프로그램’(1996),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IV : 친구되기 프로그램’(1997),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V : 통합본’(1998)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인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또래상담의 구체적

인 운영방식을 정립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학교 급별에 따른 단계별 또래상담 프로그램인 ‘초
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 ‘중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 ‘고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2003년에는 또래상담자 심화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으며 2009년도에는 솔리언또래상담을 기반으로 한 ‘군솔리언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군으로 확 ·보급되었다. 세 번째 단계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솔리언또래상담 사업

의 확  운영기로, 2012년에 ‘학교폭력근절 종합 책’이 발표되면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전국의 중·고등학교로 확  보급되어 2014년 전국 6,396개교에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때 전국적인 확 와 더불어, 다양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또래상담자들이 적절하

게 개입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청소년 문제에 초점을 맞춘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

다. 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2013),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2014)이 

개발되었으며, 군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및 다문화 또래상담 프로그램 지침서 및 매뉴얼이 

개정되었다.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기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찾고, 경청과 공감 전략을 사용하여 친구의 고민을 나누며,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통해 친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1회기

(총 15시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시간동안 좋은 친구되기, 화하는 친구되기, 도움주는 

친구되기의 세 가지 정신에 따라 교육과정이 나누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친구되기는 친구

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친구의 의미,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구관계 걸림

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우정곡선 그려보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하는 

친구되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또래상담 화의 자세, 친구의 마

음을 공감하기, 화 잘 이끌어 나가기(어기역차 전략), 잠하둘셋 기법 이해 및 연습하기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도움주는 친구되기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는 것과 관련된 내용

으로 도움 주는 화 배우기(원무지계 전략), 화 종합 연습, 역할극 꾸미기, 도움되는 활동 

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상희 외, 2000). 이 교육은 동아리, CA,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통해 주 1-2회로 운영되거나 캠프를 통해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기초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들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같은 또래들의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

도록 보수교육으로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해외교포 또래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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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또

래 친구의 고민을 경청하고 상담해주며,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과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친

구가 되어 주고, 조력행동을 제공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 고민 들어주기, 상담실로 연계하기, 먼저 인사하기, 조퇴 및 

결석한 친구에게 문자하기, 전학생 학교생활 안내하기, 이동 수업할 때 함께 가기, 점심 함께 

먹기 등의 상담 및 조력활동을 한다. 또한 또래상담자들은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학교 및 학급에 형성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예

를 들면, 고민상자 설치 및 운영, 축제시 또래상담 부스 운영, 바른 언어 사용하기 캠패인, 칭

찬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다. 또래상담의 효과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들의 활발한 활동은 또래상담자 및 또래친구, 학급·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지선, 조한익, 2014). 먼저, 또래상담자들은 인간관계 및 교

우관계, 의사소통능력,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리더십, 공감, 학교폭력 태도, 학교 관련태도 향

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2007; 류부열, 2007; 양가영, 2008; 박보라, 2008; 

오유하, 2009; 강주영, 임성택, 2010; 변상해, 김세봉, 2011; 박영희, 2013; 이경리, 2013; 이순

희, 2013; 송영희, 2013; 박기령, 2014; 오안란, 2014; 유은선, 201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허린, 2014). 또한 또래상담자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또래상담자를 통해 학급 내 고

립아의 사회적, 정서적 고립정도와 외로움, 불안 정도가 낮아(유인애, 공윤정, 2007), 따돌림 피

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인관계, 학교적응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정정임, 주은선, 

2006). 덧붙여, 또래상담자는 학급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급 응집력을 높이고(최혜숙, 이현림, 

2005; 최혜숙, 2006) 또래 수용도를 향상시키며(이나미, 2011) 학급 친구들간의 배려심을 증진

시키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학급생활 태도’ 등의 학급분위기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남희, 2005). 이렇듯 또래상담은 또래상담자 및 다른 또래들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또래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또래 내담자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연구는 없다. 이는 또래상담의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는 점은 나타났으나, 실제로 또래상담자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상담을 제공함으로

써 그 내담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최근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특정한 청소년 문제 특성에 맞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을 개발함으로써 또래상담자들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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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최근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된 스마트폰 중독 및 사용조절에 초점화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때 

또래내담자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또래상담자가 또래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  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화 되어 있고, 스마트폰의 

유용성과 청소년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사용을 막기 위한 

개입보다는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신체적, 일상생활, 인지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부작용과 청소

년기의 특성상 스스로 조절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기

계의 중독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사용유발요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수시로, 일상생활 중 빈번하

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한 개입은 청소년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개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 된다. 특히 또래 관계의 경우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 밝혀져 왔으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또래를 통한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들을 살펴본 결과 행동변화를 위한 내적동기를 강화시

키기 위해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유능성과 자율성, 그리고 관계성에 초점을 둔 

개입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의 행동변화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인식과 동기에 초점

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을 통해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

방적 행동에 한 지식 정보와 함께 실제적 행동기술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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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신을진, 

김창 , 김형수, 이상희, 최한나(2011)의 연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개발 범위를 기획 및 구성, 

시범운영을 실행하고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상담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스

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의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성을 연구함으로써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조절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탐

색하였다. 

둘째, 또래상담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또래상담자로 활동 중이며 또래상담 활동 중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또래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또래상담자를 상으

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래상담자를 지도하는 상담전문교사를 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과정 및 결과에 해서는 질적 연구 분야 전문가에게 감수받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헌연구 고찰과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

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추출하고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초안을 토 로 전국 34명의 또래상담교사를 상으로 워크샵을 운영한 후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프로그램 지침서 및 워크북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9월에서 10월까지 전국 34개교에서 또래상담자들을 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교육하

고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또래상담자의 스마트폰 인식, 내담자의 S척도 점수 변화를 비교분석

하여 프로그램의 타당도와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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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목표 수립
▪ 개발팀 구성
▪ 프로그램 목표 수립


문헌 연구

▪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 선행연구 고찰


현장요구분석

▪ 또래상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또래상담 담당교사 개별 인터뷰



구성

구성 원리 ▪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추출


내용 구성 ▪ 프로그램 초안 개발


예비 연구

▪ 학계 및 현장 전문가에 의한 안면 타당도 
평가


실시
및 
평가

실행 ▪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평가 및
수정보완

▪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수정보완
▪프로그램 최종 개발

그림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가. 기획단계 

1)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성 및 실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어려움, 스마트폰 중독 개입 프로그램, 국내·외 또래상담 프로그램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스마트폰 중독 개입 프로그램과 차별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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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만의 특징을 찾아내고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앞선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중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이와 관

련하여 신체적·인지적·심리사회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개입 프로그램 중 청소년에게 직접 상담을 제공하거나 부

모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으나 또래관계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조절을 도모한 프

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청소

년의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자기조절 능력 향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또

래상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효과적인 개입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현장요구분석: 또래상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가) 조사목적 

본 연구는 또래상담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제 또래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또래상

담자들을 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성과 또래상담과정에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과 

상담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중독 또는 과다사용 청소년을 상담해 본 경험

이 있는 중·고등학생 또래상담자들을 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성,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용조절에 한 필요성 인식,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한계점, 그리

고 또래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에 한 구성요소 추출과 실행방안에 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나) 면접 참여자 

본 연구는 스마트폰중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한 개입방안 중 또래상담자

를 활용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1)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또래

상담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3) 또래상담자 활동 중 스마

트폰 과다사용 관련 상담경험이 있는 또래상담자 22명을 상으로 5집단을 구성하여 진행되었

다.

본 포커스그룹의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참여자 중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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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명, 여학생은 14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7.2세(14세~19세), 거주 지역은 서울시 16명, 경

기도 6명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또래상담경력은 2.86년(2개월~5년)이었다.  

표 1. 또래상담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대상 지역 성별 연령 또래상담경력

또래상담자

A 서울시 남 18 2년

B 서울시 남 18 4년

C 서울시 남 18 4년

D 서울시 남 18 2년

E 서울시 여 18 2년

F 서울시 여 18 2년

G 서울시 여 18 5년

H 서울시 여 18 5년

I 서울시 여 15 2년

J 서울시 남 14 2개월

K 서울시 남 16 2년

L 서울시 여 15 2년

M 서울시 여 16 3년

N 서울시 여 16 3년

O 서울시 여 15 2년

P 서울시 여 15 3년

Q 경기도 남 19 3년

R 경기도 남 19 3년

S 경기도 여 19 5년

T 경기도 여 19 3년

U 경기도 여 19 3년

V 경기도 여 19 3년

다) 자료 수집 과정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또래상담자를 상으로 포커스그룹의 목적, 내용, 일정, 참여기준을 

제시한 참여자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학교폭력예방TF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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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교 또래상담교사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 후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는 형태로 모집을 실

시하였다. 지원자들을 상으로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하고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상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

의를 얻은 후 최종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4-6명의 집단을 구성하여 해당 학생이 다

니는 학교의 집단상담실에 모여 실시하였으며, 집단 구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

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원인 및 특성에 한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Krueger와 Casey(2009)는 다

양한 견해를 수집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그룹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본 연구는 총 5개 그룹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2000)의 연구에서 제

안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인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

와 목적을 고려하여 인터뷰 질문에 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둘째, 산출된 아이디어가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아이

디어를 추려내어 질문 자체가 명료한지, 답변하기 어려운지, 다른 질문과 반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질문은 삭제하거나 보다 적절한 안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문목록 구성에는 도입, 전환, 주요, 마무리질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진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질문목록을 보완한 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연구진 중 1인(심리학 박사과정생)이 주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다른 

1인(교육학 석사학위생)이 보조진행을 담당하였다. 인터뷰 소요시간은 각 집단마다 다소 차이

가 있었으나 평균 9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주 진행자 1명과 보조 진행자 1명이 인터뷰를 진

행하였으며,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뒤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

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2015년 4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진행되었

다. 

라)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 분석

자료분석의 경우 있는 현상을 그 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를 유목

화함으로써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주제분석(Patton, 1990)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의 스마트폰에 한 경험과 그들의 

또래상담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문헌과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분야의 새로운 주제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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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어  하위주제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사용유형

계속들고 사용하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멈추지 못하는 

인식 없이 그냥 사용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주위사람과 관계하는

부모님과 갈등을 계속하는 

친구사이도 공격하는

소속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영상을 보는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자와 본 연구에 참여하는 5명의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경

우에 따라 전체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등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면접자료를 연구 질문에 따라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

였으며, 연구주제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연

구자 각자 의미 있는 문장을 분류하여 주제어를 도출하고, 도출한 주제어는 다시 유목화하는 

과정을 거쳐 주제어를 중심으로 코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진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 42개의 하위주제어와 15개의 주제어를 분류하였다. 

마) 분석 결과의 요약 

또래상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 크게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사용하고’, ‘주위사람과 관계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

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중독 청소년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하고’, ‘동기를 부여하

며’ ‘정보를 제공’한 또래상담자의 경험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활동영역에서의 제한’과 ‘접근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한 또래상담자의 개입

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한 ‘인식전환

을 위한 교육’, ‘ 안활동 교육’, ‘상담기술’, ‘전문지식’ 등에 한 또래상담자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표 2. 또래상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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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어  하위주제 

게임을 좋아하는 

다양한 것을 활용하는 

또래상담자의 경험 

마음을 전달하기 
먼저 다가가기(가까워지기) 

공감대형성하기 

함께하기 

혼자있는 시간 줄이기 

친구들과 규칙정하기 

같이 활동하기 

반전체가 같이 하기 

동기부여하기

의지가 생기게 되는 

인식하게 하기 

여러번 말해주기 

격려하기 

정보제공하기
정보주기 

모델링해주기 

또래상담자의 개입의 한계

활동영역에 제한되는 학교 내에서만 활동

접근조차 불가능

개입거부

또래상담자의 중독 

접근이 어렵고

경계가 애매모호한 
스마트폰이 생활수단이고 

개입에 모호함이 생기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학교환경

실패부담이 되고

또래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스마트폰 사용조절의 필요성 인식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의 명확성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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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활동 교육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서 대안활동  

상담기술 

초기과정 관계형성 

조언해주는 기술 

동기부여 방법 

격려와지지 

전문지식 
중독에 대한 이해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1)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들고 사용하는’, ‘주위 사람

과 관계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등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그

냥 시간이 흘러가거나 멈추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별다른 인식 없이 사용하거나 별다른 제

재 없이 언제든지 사용하는 등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모님과 친구 등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또래관

계 속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친구들과 놀고 소통하기 위해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특성도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즐기고 다른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는 등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계속 들고 사용하는

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5시간 이상 

사용하는 애는 본 적이 있어요. (L)

∎ 하루에 5시간 정도. 학교 끝나고 잠깐 동안 하거나 학원 끝나고 잠자기 전까지 있는 시

간 동안 하면 5시간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K)

∎ 그냥 시간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진짜 한 십분? 한 삼십분 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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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진짜 엄청 몇시간을 하니까... (U)

② 멈추지 못하는 

∎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자제를 못하는 거죠. 자기는 스마트폰 얼마 만지지도 않았는데 시

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구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걸 자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절을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I)

③ 인식 없이 그냥 사용하는 

∎ 제 주변 친구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별다른 인식

은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핸드폰을 해서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얘길 아예 안하고 ... 그렇게 

자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K)

④ 언제든지 할 수 있는 

∎ 화장실에서도 들고 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게 더 접할 수 

있는 게 쉽다보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은 웬만한 게 다 되니까. MP3같은 거는 노래만 들을 수 

있고, TV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거만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다 되잖아요 막 여러 가지 한꺼번

에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장소 상관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을 때 다 하면 되

고 그러니까 중독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G)

∎ 들고 가기 쉬워서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가 발생한 것도 스마트폰이 작고, 들고 

다니기 쉽고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문제점이 생기는 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F)

(나) 주위사람과 관계하는

① 부모님과 갈등을 계속하는 

∎ 스마트폰은 조그맣고 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도 벽 같은 것이 

약간 생기는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가 계속 생기니까. (F)

∎ 엄마 입장으로서는 맨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모님이랑 갈등이 만들어지죠, 어

쩔 수 없이. 뭐 저는 쉰다고 하고 보지만, 엄마 눈에는 쉴 때마다 하니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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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모님께서는 주무시다가 나와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잠도 안자고.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방금 들어왔는데, 부모님께서는 딱 그 한 장면만 보시고 어제도 혼났어요 

(E)

② 친구사이도 공격하는 

∎ 페이스 북 같은 경우는 약간 막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저격 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상 방을 안보이게 한 다음 욕을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소문도 빨리 퍼

지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G)

∎ 페북에 익명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욕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친구들한테 말도 안 예쁘게 할 수 있고. (E)

③ 소속되고 싶어하는 

∎ 저도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확실히 조금 친구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소외되던 애들이 더 

소외되는 거 같아요. 친구 수 같은 거에 내 친구 수는 막 한 80명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다

른 애들은 막 200명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막 우울해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R)

∎ 친구들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안 끼면... 끼고 싶은데, 자야되는데, 끼고 싶은데, 막 이러

면서 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T)

④ 친구들과 같이 노는 

∎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자주 하니까 온라인이나 실시간 게임 같은 거... (J)

∎ 친구들이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말을 들어보면 TV 방송을 못 보면 따

돌림을 당한다, 어떤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

구요. 그래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I)

∎ 학교 끝나고 만나는 시간이, 학원을 가고 그런 친구들은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SNS를 통해서 친구와 소통을 한다든지 온라인상에서 소통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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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친구랑 더 얘기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K)

(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① 동영상을 보는 

∎ 유튜브 동영상 같은거 보면, 재밌는 동영상을 밤중에 보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활동에 지장이 갈 정도로 잠을 못자는 경우도 간혹 있었

어요. (K)

∎ 핸드폰을 처음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보기만 했

어요. 그러다보니까 성적도 떨어지기도 하고 밤에 잠도 못자니까 몸에도 무리가 가서 좋지 않

았던 경험이 있어요. (I)

② 게임을 좋아하는 

∎ 여러가지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가 게임을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거나 할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J)

③ 다양한 것을 활용하는 

∎ 저는 고등학교 와서 더 많은 어플을 접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웹툰만 하나 봤

다면, 지금은 페이스북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느라, 이거 다 봤다 하면은 볼 거 

없으면 다른 거 또 가서 보고, 이게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간을 더 많

이 뺏겨요. (S)

(2) 또래상담자의 경험

스마트폰중독 청소년을 상담한 또래상담자의 경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을 전달하기’, 
‘함께하기’, ‘동기부여하기’, ‘정보제공하기’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가가고 

공감 를 형성하는 등 또래상담자의 마음을 전달한 경험이 있었으며, 청소년이 혼자 있는 시간

을 줄이거나 친구들과 규칙을 정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고, 같이 안활동을 하거나 반 

전체가 함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하여 함께하는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또래에게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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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용 조절의 필요성에 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에 해 여러 번 말해주고 변화

를 위해 격려하는 등 동기부여를 한 경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델링을 해 주는 등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나타났다. 

(가) 마음을 전달하기 

① 먼저 다가가기 

∎ 음, 왜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물

어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냥 할 짓이 없을 

때? 그때 하는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핸드폰이 뭐 자기한테 그냥 쾌락을 주는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왜 굳이 핸드폰을 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M)

∎ 저희 반에서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또상이 먼저 가서 너 

요즘 눈에 띄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

냐. 아니면 너도 자각 못하고 별 생각 없이 하는 거냐. 물어봐주고. (N)

② 공감대 형성하기 

∎ 네.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또래상담자라는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결책

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한다던가, 이렇게 나도 줄이자, 

이렇게 공감으로, 그니까 나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깐 같이 하자 이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같

이 이렇게 하자. (U)

∎ 많이 고민스러웠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공감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친구가 겪

고 있는 고민을 자각하게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그 습관이나 고민하는 점을 고쳐보는게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고... (L)

(나) 함께하기 

① 혼자있는 시간 줄이기 

∎ 애들 만났는데 여기에서까지 핸드폰 만지냐, 그런 식으로 눈치를 줘가지고... 단순히 그

냥 친구들끼리만 만나도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에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 거 같아요, 그냥.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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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막 6-7명 기본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학원 때문에 잘 못 만나니까 막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데 얘 혼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야 뺏어봐 

하면 이렇게 해서 탁 뺏어가요. 그러고 집 갈 때 주는 거예요 그럼 아 핸드폰 뺏겼었지 이렇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친구도 안하더라고요. (P)

∎ 그런데 뺏기고 나서도 애들이랑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뺏겼다는 것도 약간 까먹을 

정도로. 친구들이랑도 좋은 시간 보내고 되게 효율적으로 보낸 것 같아서. 진짜 당시 뺏겼을 

때 기분 좀 안 좋았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고맙고. (O)

② 친구들과 규칙정하기  

∎ 저도 비슷하게 그냥 친구들이랑 카톡하다가 아, 우리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한 

시간 동안만 공부하고 오자, 이런 다음에 아, 그래, 한 시간 딱 공부하고 십분, 십분 동안 카

톡하고 또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은, 하고 싶지만 얘네들도 안 하니깐 얘네한테 질 수 없어! 

이러면서 참게되는 것 같아요. (T)

∎ 저는 아예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때 나 방금 8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9시까지만 연락하

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P)

∎ 9시에 공부해서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때 뒤에 누가 더 공부 많이 했는지 내기하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폰 안하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P)

∎ 만나서 놀 때 이런 폰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처럼 폰을 뺏거나 아니면 폰을 주

기적으로 만지면 우리 이제부터 폰 만지면 먼저 만지는 사람 때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 

식으로 하거나. (P)

③ 같이 활동하기 

∎ 저는 친구랑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폰을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

게 친구 얘기가 생각나겠어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같이 놀러 가거나 

해서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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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같이 밖에 나가서 놀거나 산책을 하거나. 같이 뭔가 활동하는. (K)

∎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거, 보드게임?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데 공원이나 막 놀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계획하면서 이야기 같은걸 계속 주저리주저리 하면 이제. (M)

∎ 그래서 신에 뭘 했냐면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많이 활동적인 게 아니라, 반 애들이랑 

다 같이 막 ‘아싸~ 홍! 삼!’ 이런 게임하고 반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미쳐가지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맨날 모여서 그런 게임을 했었거든요. (S)

④ 반전체가 같이 하기 

∎ 시상식처럼. 하나는 뭔가 걸려, 뭔가가 걸려있어야 애들이 승부욕이 발생해가지고, 이렇

게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MVP 뽑듯이, 이렇게 딱 뽑는 

거죠. 스마트폰 제일 적게 사용한 MVP. (V)

(다) 동기부여하기 

① 의지가 생기게 되는

∎ 처음부터 무리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거나 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른들도 담배를 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핸드폰을 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 시간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J)

∎ 저는 오늘부터 우리 같이 시간을 재서 서로한테 보여주거나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물

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사용하던걸 정말 힘들다면 10분-15분을 줄여도 좋지만 

너가 괜찮다면 30분씩이라도 줄여보는게 어떨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취미를 찾

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L)

② 인식하게 하기 

∎ 친구가 너 요새 핸드폰 많이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면 그걸 그냥 흘려들을 수 있겠지만 

그 말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친구가 집에 가서 핸드폰 하다가 아니면 자기가 스

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느낄 때가 오면 그 친구의 말을 떠올려서 

좀 줄일 것 같아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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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약에 친구가 스마트폰 사용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친구가 스스로 일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

게 깨달았듯이 관련된 동영상이나 그런 자료를 딱 보여주고 자기가 혼자 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 나 소중한지 느끼는 거랑, 너가 핸드

폰을 씀으로써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하는 영상이나, 그

런 걸 보여주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S)

∎ 친구가 핸드폰 사용할 때 옆에서 장난식으로 있잖아요. 아, 너 공부한다면서 또 핸드폰 

하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핸드폰을 하는 시기를 저희가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너 지금 핸드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나이가, 혼자 

생각할 능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못하게 한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하게 되는지 알게 되서. 자기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절제

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는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친구로서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거

나. 자기 스스로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E)

∎ 걔가, 그런, 그게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오케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 같아, 하면서 뭐 열두시간 동안 하는 애가, 나 스마트폰 별로 안 써, 

이러는 애한테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애한테 하면 효과적

일 거 같아요. (R)

③ 여러번 말해주기 

∎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듣는 말보다 중

요하게 안들릴수도 있지만, 친구가 너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줄여보는게 어

떻겠니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여러번 말하면 실천하게 될 수

도 있고 그 계기로 스마트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L)

④ 격려하기 

∎ 중요한 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긍정적인 말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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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제공하기 

① 정보주기 

∎ 또래상담자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한 예방교육 같은 걸 받아서 그걸 친구들한테 전달해

줘야 한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씩 학업문제나 스마트폰 중독

문제들도 고민을 털어놓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교육을 받은걸 얘기를 해주면 

그것도 나름 로 스마트폰 방지에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주는거라고 볼 수 있죠. (C)

∎ 좋은 어플들이나 그 친구한테 그 좀 필요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정보를 좀 알

려준다거나. 이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좋아졌다. 저는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너도 이렇게 그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일단 내가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좀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

② 모델링해주기 

∎ 또래상담자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곁에 스마트폰을 잘 자제하고 

잘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 친구들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직접 실천을 해야되지 않겠나. 저희가 모범이 돼서 저희를 따라할 수 있

게. (D)

∎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자서전이나 책 같은걸 친구한테 알려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

각하게 하면 친구가 핸드폰을 자제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J)

(3) 또래상담자 개입의 한계 

스마트폰중독 청소년을 상담한 또래상담자로서 경험한 개입의 한계를 살펴본 결과 ‘활동영역

에 제한되는’, ‘접근조차 불가능’, ‘경계가 애매모호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등의 한계를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만 활동하여 학교 밖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활동영역에서의 제한점이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개입이 필요한 또

래 친구가 개입을 거부하거나 또래상담자 자신이 중독되어 다른 또래 개입이 어려운 경우, 또

래상담자가 먼저 나서서 접근하기 어려운 등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접근

이 어려운 경험도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이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제한이 어렵고 또래로서 개입

하는 것에 모호함이 있는 등 개입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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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환경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학교 환경 차원에서 개입의 

필요하거나 사용조절에 실패하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좌절감에 한 부담감이 있는 등 주위

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개입의 한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활동영역에 제한되는 

∎ 신에 뭔가 문제는, 스마트폰 문제는, 또래상담자가 학교 외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잖아

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왜냐면 학교 밖에서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 그 때 

함께 해줄 수 없으면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S)

∎ 저희가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범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생겨버리니까 그 바깥쪽에 나가

는게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바깥쪽에서 친구가 그런다면 저희가 뭐 어떻

게 도와줄 방법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의 범위 바깥쪽으로 나가면. 학교 연락 같

은 것도 하면서 도와주고 해도 결국엔 어느 정도 저희가 완벽하게 그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 솔직히 저희도 할 일이 있고 하니까 장기적인 도움보다는 단기적인 도움을 더 주게 될 

것 같은데 그 도움을 주는 기간에는 그 친구가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솔직

히 저는 그 도움주기보다 그 후가 더 걱정이 되요. 그러니까 막 부작용이 일어나서 마음잡은 

친구가 도움 많이 되었다 도움 많이 되었다 싶어서, 좀 끈을 놓는 순간 약간 이게 폭발해서 

더 사용하고 이제 애가 약간 자기 절제가 안 돼 가지고 이제 막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는 그런 

부작용도 걱정이 되요. (O)

∎ 그러면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친구들이 도와주는 선에서 안 고

치고. 막 진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

(나) 접근조차 불가능 

① 개입거부

∎ 친구가 아무래도 좀 어른한테 상담 받는 것 보다는 가볍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따끔한 말을 해주더라도 신경

을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그 친구가 왜냐면 나랑 동급생이니까. 그러니까 좀 되게 좀 가벼운 

상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가 뭐 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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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면 어른들이 이야기 할 때랑은 친구랑 이야기할 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렇게 이야기 해주더라도 그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 이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E)

∎ 저희가 조언을 했을 때 한번 노력해볼게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생

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조언을 해주기도 전에 저희가 그 친구에게 영향을 주는걸 아예 거

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

② 또래상담자의 중독

∎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은 못 줄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스마트폰 사

용자의 거의 중독에 가깝잖아요. 스마트폰 사용자는 거의 다 중독자예요, 거의. 저희도 중독에 

가까운데, 그 다른 중독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 그걸 돕겠어요. 근데, 간접적으로는 도울 수 있

을 거 같아요. (R)

③ 접근의 어려움 

∎ 일단 저희가 또래상담자라는걸 모르고 있는 애들도 되게 많을 거고. 저희가 막 나서서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애들이 찾아오지 저희가 막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나서서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C)

(다) 경계가 애매모호한 

① 스마트폰이 생활수단이고 

∎ 또래상담자라는게 원래 친구인 거잖아요. 그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그냥 친

구 일환으로써 같이 친해지고 그렇게 하는건데, 애들이 전부 다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혹은 

친해지고 나면 늘 스마트폰을 다같이 사용을 하니까 친해지려고 해도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 

같고 친해진 다음에도 같이 놀려고 하면 스마트폰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또래상담자가 친

해지고 또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할 때면 이미 스마트폰을 같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왠

지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사용할 가

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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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입에 모호함이 생기고 

∎ 그 한계점이 넘으면 그게 간섭이 되어버리니까. 저희의 원론적인 면을 잃어버리는거죠. 

제 입장에서 친구가 저한테 간섭하는거는 저는 싫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들 특징이 남의 간섭

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의외인, 우리가 또 너무 직접적으로 나오면 간섭이고. 

간접적으로 나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A)

(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①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 

∎ 아니면 어머니가 뺏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것 때문에 요즘에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한 1주일 정도만 엄

마가 맡아달라고. 가끔만 쓸테니까 우선. 아예 그냥 부모님한테 드리는 경우. (N)

∎ 청소년이다 보니까 또 절제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니까 자기혼자 절제하는 게 힘들면 절

제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 같은 게 부

모님이 절제를 하면. 부모님이 아무래도 자기가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꼭 부모님이 아니

더라도 친구나 선생님이나 그 학교 측을 통해서라도 스마트폰을 좀 절제 하는 걸 좀 기르고... 

(E)

②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 제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2G로 바꿨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쓰다보면 어 아무래도, 밖에

서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 같은데 와서도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아예 꺼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하죠. (F)

∎ 시험기간에는 유심 칩을 빼서 2g랑 바꿔요. 옛날 쓰던 2g폰을 시험기간에 막 두 달 동

안 2g폰 쓰고 시험기간 끝나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P)

∎ 페북이라는 게 진짜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10분전에 들어갔어도 10분 전에 

나왔다가 10분 후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지식, 정보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깔려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E)



44

③ 학교환경 

∎ 앱에다가 넣는 기능 같은 건데, 진짜 반 애들이 만약에 다 깔아준다면, 학교 모든 구성

원들 다 깔아준다면, 그 타이머, 시간 체크하는 걸 다 넣어서 진짜 반 아이들 모두 다 같이 누

가 적게 쓰는지 경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R)

∎ 학교에 건의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업하고 자제

하는 명상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J)

④ 실패부담이 되고 

∎ 그러니까 일단, 신뢰가, 신뢰 받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받을 거 같고, 또 치료라는 

게 원래 바로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저희가,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도 원래 잘 모르잖

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담자도 스트레스를 받고, 상담자, 우리, 저희들도, 쟤가 별로 효

과가 없는 거 같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이렇게 실패나 좀 좌절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R)

∎ 본인이 변해야하는 거니까. 저희가 막 열심히 해줬는데, 본인이 막 변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하고 좀 좌절감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애들이. 

(S)

(4) 또래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 

스마트폰중독 청소년을 상담한 또래상담자가 보고한 또래상담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인식전

환을 위한 교육’, ‘ 안활동 교육’, ‘상담기술’, ‘전문지식’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또래상담자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조절의 필요성에 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에 한 인식의 명

확성에 한 교육의 필요성 등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스트

레스 해소방안으로서 스마트폰 이외의 안활동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초기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방법, 조언을 위한 기술, 동기부여 방법, 격려와 지지의 방법 등 상

담기술 교육에 한 요구가 상당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한 심도있는 이해와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한 전문지식 교육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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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① 스마트폰 사용조절의 필요성 인식 

∎ 또래상담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내가 이미 중독인데 나는 안고치고 친구 챙

기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으로는 또래상담자가 먼저 중독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F)

∎ 일단 우리 또래상담자 중에서도 핸드폰을 만지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또래상담

자들부터 좀 스마트폰 절제하는 걸 먼저 배우고 나서 도와주면 효과도 더 클 것 같아요. (N)

∎ 저도 우리가 먼저 고치는 게 가장, 저희가 고쳐야 누구를 도와주던가 하니까. 솔직히 저

희도 이거에 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질문지 받고 이런 인터뷰 하다보니까 다

시 한 번 아, 이게 크게 영향을 끼쳤구나, 우리 생활에,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제 진짜 고쳐

야겠다는 인식이 큰 거 같아서, 고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될 거 같아요. (V)

∎ 음, 저는 이거 엊그제 받았을 때, 질문지를 받았을 때,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문제라

는 걸 잘 인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이걸 딱 문제를, 아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딱 읽어보고 나도 이러는데, 왜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성찰? 그런 게 돼서 

되게 좋았고, 어, 그리고 다 같이 얘기하는 거에 해서도,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반성하고 좀 줄여야겠어요. (R)

②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의 명확성에 대한 필요성 

∎ 그니까 되게, 또래상담자 입장에서 스마트폰 사용 그런 걸, 그런 쪽을 바라본 거잖아요. 

저희는 이런 쪽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걸 문제 삼아본 적도 없고... (Q)

(나) 안활동 교육 

①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서 대안활동 

∎ 핸드폰 신에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G)



46

(다) 상담기술

① 초기과정 관계형성 

∎ 상담스킬 배우는 것처럼. 예시를, 막 사례를 딱 해주고 이야기,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어떤 상담을, 어떤 말을 해줘야 얘가 의욕이 생길 수 있을지, 만날 수 있을지 접근을 좀 배우

면 좋을 거 같아요. 그에 맞는. (M)

∎ 친구가 강압적으로 어붙이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하면 좋을지 그

런거요. (J)

② 조언해주는 기술 

∎ 그리고 어떻게 말해줄지, 조언해줄지 그것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G)

③ 동기부여방법

∎ 저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킬 같은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

니 많이 좋아졌더라. 좋아지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 이런 좋은 사례같은거, 그런 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와 닿으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러면 효과가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P)

④ 격려와 지지 

∎ 중요한 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M)

(라) 전문지식

① 중독에 대한 이해 

∎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게 의지라고는 했지만 사실 의지가 

있어도 정말 정확한 방법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의지를 스스로 만들어주기는 어려우니

까 저희들이 방법을 아주 제 로 알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

우는 것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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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언 또래상담자 교육에는 지금은 중독문제는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좀 더 추

가했으면 좋겠어요. 의식도 고취시키고. (D)

∎ 저는 애들한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먼저 자신

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자신이랑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 을 하니깐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그게, 이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스마트폰 가지

고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런 거니까, 그 중에서 중독자인 사람들이 자신이 중독자인 걸 알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Q)

∎ 스마트폰 절제하는 방법이 솔직히 저희가 아는 지식에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까 막 더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알아보고. 그 다음

에 절제해서 좋은 점. 뭐, 좋은 효과, 아니면 스마트폰 절제로 좋아진 사건이나 일들 그런 거 

다 알아봐서 애들한테 그러면 이런 게 좋더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O)

②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고치지 못해서 저희가 성인

이 되어서도 고치지 못해서 이런 생활을 했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

런 식의 문제점들도 알면 그 너네, 친구들한테 너가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안 좋은 사례를 그걸 스마트폰 교육

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

3) 현장요구분석: 또래상담 담당교사 개별인터뷰 

가) 조사목적 

또래상담 지도교사를 상 인터뷰를 실시를 통해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스마트폰 사용조절 

접근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또래상담 담당부서를 

통해 또래상담부 운영경험이 있는 담당교사를 추천받았으며, 초기에는 5명의 교사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가 실시된 학기 초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2명의 교사

를 상으로 개별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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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참여자 

본 포커스그룹의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평균연령은 43세(35

세, 49세)였으며 거주지역은 두 명 모두 서울이었다. 참여자의 또래상담지도경력은 각각 17년

과 4년이었다. 

표 3. 또래상담 담당교사의 일반적 특성 

구분 대상 지역 성별 연령 또래상담지도경력

또래상담
지도교사

W 서울시 여 49 17

X 서울시 여 35 4

다) 자료수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또래상담 담당부서를 통해 추천받은 교사 4명에게 연락한 결과 

2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

뷰기간은 2015년 4월 2일에서부터 4월 3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1회당 2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인터뷰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두 교사 모두 학기 중

인 관계로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집단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또래상담자에게 적용한 질문과 동일하였으며, 연구진 중 박사학위 소지자

(임상 및 상담심리전문가) 3명과 박사과정자 1명이 주 진행을 담당하였다. 보조진행은 상담학 

석사학위 소지자 연구진 1명이 담당하였다. 참여자에게 인터뷰 내용의 녹취에 해 사전에 동

의를 구한 후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은 전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라) 개별인터뷰 내용 분석 

자료분석은 전사된 면접자료를 중심으로 1차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진회의를 통해 1차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 하였다. 특히 자료분석전 녹취된 원자료를 충분히 읽고 녹취파

일을 들은 이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면접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

과 19개의 하위주제어와 7의 주제어를 분류하였다. 

마) 분석결과의 요약 

개별인터뷰 분석 결과 또래상담 담당교사의 의견은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크게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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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과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한 의견으로 나눌 수 있었다. 스마트폰 과

다사용 청소년의 특성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고’, ‘마음 로 조정되지 않고’, ‘시간이 나면 그냥 

하는’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어

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함께 해주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주고’, ‘요청할 때 해주고’, ‘훈련이 되

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 또래상담 담당교사 개별 인터뷰 결과 

구분 주제어 하위주제어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

원하는 것을 얻고 

즐거워지고 싶고 

정보를 얻고  

함께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고 
마음먹어도 조정되기 어렵고  

실천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이 나면 그냥 하고 할 일이 없어서 하고 

또래상담자의 역할

함께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관심가지기 

자연스럽게 접근해주고  

먼저 다가가기 

다른문제로 접근하기 

가까워지기 지켜보기 

요청할 때 해주고 

친구들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기 

요청할 때 도와주기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야 

훈련이 되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충분히 알아야 

실질적인 팁이 교육되어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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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

또래상담 담당교사가 보고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하

는 것을 얻고’, ‘마음 로 조정되지 않고’, ‘시간이 나면 그냥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즐거워지고 싶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고,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싶은 등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었다. 동시에 

마음먹어도 조정되기 어렵고, 실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마음 로 조정하

기 어려운 모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특성도 보고되었다.

(가) 원하는 것을 얻고  

① 즐거워지고 싶고 

∎ 여학생들 중에 게임 때문에 힘들다는 친구는 거의 드물구요, 그에 비해 남학생들은 게임

을 정말 많이 하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김)

∎ 계속 스마트폰으로 연락하고 게임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구요(김) 

∎완전히 노출된 아이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제 멋 로 

하게 되니까.. 시간도.. 그런 아이들도.. 경우에 따라서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야동. 그런 것들을 

쉽게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탐닉한다든지(류)

② 정보를 얻고 

∎ 자기가 정보를 그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다

가도 그렇고.. 그런게 유용한거죠(류)

③ 함께하고 싶고 

-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 그 친구들이 결국 호소하는 문제는 외로움, 고립감,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그런 쪽으로 가더라구요(김).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정환경에서 보살핌이나 충분한 애정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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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스마트폰으로 관계욕구 충족을 하고 있고, 게임을 하면서 못먹고..그렇게 하면서 그런 힘

든걸 잊을려고 하는(김)

∎ 모든 학년이 한 명도 빠짐 없이 내서 나갈 때 학교 끝날 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못하지만 중간 중간에는 안내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애들이 방과 후 끝나고 딱 켜는, 받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구요 그냥 가다보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고. 페북은 일부러 페친 맺어

놨거든요. 애들 보면 옆에 상태메뉴에 떠 있어요. 계속 들어와 있는 거에요(김)  

∎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만 신경을 쓰는.. 페북에 뭐가 떴니.. 여기에 와서도 

그 얘기만 해요(김)

∎ 페북이나 카스에 어떤 글이 올라오고 저격글 올라오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나이이

기 때문에 누가 친구가 글이 하나 딱 올라왔다, 그러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에요. 댓글에 

누가 달리느냐.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저격글이라고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초성

만 따서 누군지 알게끔 비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댓글을 달

고 확인하고 캡쳐 뜨고.. 그렇게..여자친구들은 게임보다는 그런 식으로 훨씬 많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편이구요(김)

④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 나의 탈출구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구요.

(김)

∎ 부모님한테 너무 기 가 압박이 커가지고 억눌려 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풀어질 

때 확 풀어져버리더라구요(김)

(나) 마음 로 조정되지 않고 

① 마음먹어도 조정되기 어렵고 

∎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만 봤을 때는 학습에 방해가 많습니다. 교사 몰래 할 

수 있는게 그래서 학습에 방해가 되고 또 중독 비슷하게 해서 본인은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안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도 어쩔 수 없이 손이 가게 된다는 거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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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2학년 담임인데 2학년쯤 되면 공부에 한 학습에 한 어

떤 중압감? 어떤 무게감이 있단말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점점 더 힘

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초에 새롭게 다짐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아이

들도 스마트폰에 해서만큼은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습에서 멀어진 아이들일수

록 이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류)

② 실천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 그걸 안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만 계속... 그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그 아이들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

어요(류)

∎ 너의 학습에 가장 큰 방해요인이 뭐냐?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

느냐, 안하고 싶은데 안할 수가 없다.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죠.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에 

해서 어른도 잘 안되는데 아이들은 더 하겠지요(류)

(다) 시간이 나면 그냥 하고 

① 할 일이 없어서 하고 

∎ 친구들 중에 가정환경이나 보살핌이 없는 친구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되게 많아요. 한부

모 가정 또는 부모님 두 분 다 나가계시고 일하시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으면 계속 스마트폰

으로 연락하고 게임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구요(김)

∎ 애 혼자 있고 본인들 다 일 나가고 그래서 허용해주시는 경우 끊임없이.. 아직 중학생은 

스스로 조절이 안되잖아요. 

(2) 또래상담자의 역할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보고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돕기 위한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함께 해주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주고’, ‘요청할 때 해주고’, ‘훈련이 되

어야 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스마

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힘을 실어주고 함께 놀아주며, 관심을 가지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먼저 다다가고, 또래가 가진 다른 문제도 접근하는 등 친 한 관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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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아가 친구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응하고, 도움을 요

청할 때에는 기꺼이 도와주며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등 도움 요청에 응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해 충분히 알고, 실질적인 팁에 

한 교육을 받으며 또래상담자 자기 자신에 해서도 잘 알고 있는 등 또래상담자로서의 훈

련이 되어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 함께해주고 

① 힘을 실어주고 

∎ 아이가 인제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힘을 함께 실어

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류)

∎ 아이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수업 내내. 그렇다면 또래상담자

가 짝꿍이 되어서 함께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스마트폰 자체의 사용에 

해서 친구가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가 싶습니다(류)

② 함께 놀아주고 

∎ 축구를 하러 간다든지, 축구하면서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함께 놀아주고 함께해 주고 

뭐 이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류)

∎ 또래상담자는 아니더라도 학급 내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해 

주는거 거든요. 아이들이 하는거니까. 거기에 그게 스마트폰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걸로 인해서 쳐져있는 아이들, 혼자 있는 아이들 함께 해주는 그런건 할 수 있죠(류)  

∎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는 애가 있으면 너 일루와 같이 먹자. 생일인 친구한테 선톡을 

날린다든지 생일 축하한다 무조건 한마디 해줘라. 밥먹을 때 혼자인애 있으면 꼭 같이 먹어줘

라. 그럼 또래상담자의 친한 친구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냐했더

니 얘들아 이해해줘 나 또래상담자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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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심가지기 

∎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가져주기 뭐 이런거랑 이제 어 뭐 SNS 사용 이런거 되게 

많으니까 그런거에 해서 이렇게 그냥 넘기지 않고 괜찮냐 이렇게 계속 해주는거 그런거를 

할 수 있을거 같구요(김)

∎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하면 약간 좀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고 뻔한 

얘기다 뭐 이렇게 하고 나도 안다 근데 안된다 그렇게 반응들이 올 수 있는데 친구들이 주변

에서 이렇게 좀 하면은 훨씬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은 어 

누가 나를 좀 지켜봐주네(김) 

∎ 부모님 이혼하고 하니까 두려운 걸 공감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해서 걱정하니

까 나도 마찬가지 다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지켜줄게, 이런 말을 

하면서 친구가 계속 페북에 들어와 있던 친구가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김)

(나) 자연스럽게 접근해주고 

① 먼저 다가가기 

∎ 컴퓨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니.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

아요. 이것만 포커스를 맞추는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스마트폰에만 맞추게 되면 애들이 약간 

반발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야. 스마트폰 다들 쓰는거 아니야 이런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아이에 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이런 상황인지, 이 아

이에 해서 깊게 공감, 이해해주는 것,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아무

래도. 그럼 한 번 줄여볼게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김) 

∎ 몇 번 하다보면 다른 친구와 다르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되고 진정성이 있다

면 이루어 질 수 있는거죠. 욱하지 않고 한발짝 물러나서 잠깐 하나 둘 셋, 다음에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정도로.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게 잘 못들어주더라도 아 잘들어줘야하는

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상담이었

다. 친구가 나중에 고마워했다. 나는 그리 생각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을 잘 받을

걸.. 조그마한 변화죠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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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문제로 접근하기 

∎ 또래상담자가 그런 아이들한테 접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될 것 같아요. 다

른 문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오로지 스마트폰 중독 학생들을 목표로 접

근하는건.. 근데 그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아이가 학급 내에서 무기력하다

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도움을 주는거죠(류)

∎ 애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들이 많이 섞이잖아요. 친한 친구들, 왕따였던 친구들 

다 알고 있긴 한데 이동수업 이럴 때 혼자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자연

스럽게 붙어 가줘라. 너 왜 그래 그러면 나 또상이야. 이런 말 좀 하면서 같이 좀 가줘라(김)

③ 가까워지기 지켜보기 

∎ 인간적으로 친해진다면 달라질 수 있죠. 그 아이와.. 내가 쭉 지켜봤는데 니 모습이 안

타깝다.. 그거 말고 다른거 좀 해 볼까? 또래상담자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녀석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또래상담을 할 수 있죠. 이것을 좀 수

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그런게 가능하지 않을까(류)

∎ 오로지 스마트폰과만 함께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선 친해지는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

지 않겠지만. 그래서 인제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류)

(다) 요청할 때 해주고 

① 친구들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기 

∎ 남학생들은 어리다라는 느낌보다는 미숙한 느낌,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아래 수준으로 다가가줘서 요렇게 해주는게 걔네들한테 좀 더 좋지 않나 아니면 굉장히 시니

컬하고 냉소적인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해줘야지 반박 못하게끔 

해가지구.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조금 고치려고 하구요. 말고 지적능력이나 인

지능력이 쪼끔 떨어지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사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걔네들도 관계 욕구

가 있으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담임선생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디 뭐 데리고 나가든지 하니

까 조끔씩은 좋아져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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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청할 때 도와주기 

∎ 스마트폰 중독된 학생을 또래상담자가 어떻게 벗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런 아이는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미한 정도일 때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있죠(류)

 

③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야 

∎ 스마트폰 사용했을 때 안 좋은 점. 많이 사용했을 때. 그런거.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토론방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럼 애들이 의외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줄여야 돼. 그러면 저희가 강요하는 것

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답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스마트폰 때문에 너희가 포기해야 되는 것

들에 해서 조금 더 토론을 그거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에 해서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게끔 하는 거(김)

∎ 담임선생님 협조가 되는 경우, 내가 어제 컴퓨터, 핸드폰 사용시간을 내가 오늘 계획 몇 

시간 하겠다 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양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게끔 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구요. 모든 친구가 하게 되는 거 보다는 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같다. 본인 약속 스마트폰 나의 약속해서 서약하고 하게 되면은 상품을 준다든지

(김)

(라) 훈련이 되어야 하고 

① 스마트폰을 충분히 알아야 

∎ 스마트폰 사용법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스마트폰중독이 가져온 폐해.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류)

∎안하면 이게 좋다.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거죠 아이들에게 또래상담

자에게. 안하면 이게 좋다. 그거를 상담할 때 말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연구가 되는 것들. 

2G폰 가지고 오는 아이 스마트폰을 조절할 줄 아는 아이 어떤게 좋으냐? 벗어났더니 어떤게 

좋아졌느냐? 마치 금연하면 어떤게 좋아졌느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래상담자

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서 머뭇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다더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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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질적인 팁이 교육되어야 

∎ 화법이나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반응해주세요 라는게, 혹시 구체적인 팁이 

나온다면 훈련,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해주게 되면 제가 말하는 것과 좀. 어떤 말, 

멘트를 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멘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멘트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럼 애들이 이걸 훈련받아서 실습해보고 또 바로 사용할 수 있게(김)

∎ 교육은 좀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간단하고 쉽게, 학생들이 보고 하는거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교사용 지침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거만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

침서가 아니라 이거 보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도 선배가 후배를 가르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또래상담자가 또래상담자를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쓰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접근하면 안됩니다(류)

∎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아이들에게 접근할때는 어떤 유의점이 있다, 그 아이

들의 반응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

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류)

③ 자기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도와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스마트폰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사용을 계속하게 될 경우 못 끊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생각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이해하고 본인도 이해하는(김) 

∎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확실히 자기를 좀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되는지에 해서 

좀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행동 절차적으로도 세부화 시켜서(김)

또래상담자 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감 와 친 감을 바탕으로 한 

또래간의 화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한 동기부여를 촉진시키며, 또래상담자의 정보제공 활

동은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을 개발함에 있어 공감 와 친 감을 바탕으로 한 또래상담자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성인 상담자와의 상담과는 달리 친구들과 하는 프로그램

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변화에 한 저항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변화를 즐거운 과정으로 

인식하게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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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하여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학교 내에서의 개입에 한정되며 스마트폰중독이 심각

한 친구는 개입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한 바,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상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는 청소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래상담자가 스마트폰 중독에 한 이해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또래상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 세부내용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지식이나 

안활동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다사용 청소년의 사용유형이 크게 계속 들고 사용하는 

유형과 주위사람과 관계하는 유형,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각 유형을 ‘무궁무진형’, ‘완소친구형’, ‘유쾌상쾌형’으로 명명하고 스마트

폰중독 청소년의 변화를 위하여 스마트폰 각 사용유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여, 유형에 적합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 안을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교사를 통한 FGI 결과 역시 스마트폰중독 청소년이 마음 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위에 있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래상담자의 FGI결과와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또래상

담자들이 1:1로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또래상

담자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매

뉴얼은 관련 팁 또는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상담자

들 역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또래

상담자들의 스마트폰 관련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구성 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및 청소년 포커스그룹 인

터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

형 개발과 세부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주요 구성원리를 추출하였다.  

1) 프로그램 구성원리 

스마트폰 중독 예방 모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및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 담당교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또래상담청소년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조절 과정에서 또래

상담자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또한 또래상담자가 보고한 내용을 토 로 그들의 한계와 필요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개발  59

하는 교육내용을 탐색하여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한 선행연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스마트폰중독 청소년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구분된 스마트폰 사용 유형에 맞추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 구성요소를 발견하고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원

리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구성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을 조직하고 세

부 활동내용을 구성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또래상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3회기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가)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충족을 통한 스마트폰 사

용조절에 대한 내적동기 강화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있어 청소년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 결정성이 중요하므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기 및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또래상담자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

은 청소년이 ‘개입을 거부하고’ 있고, 그들에 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

램 1회기에서는 스스로 자각하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1회기는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하여 생각해보고 스마트폰 사용으

로 인하여 실제 생활에서 달라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봄으로써 변화에 

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자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한 청소년의 

저항을 줄이고 프로그램 참여에 한 동기부여 및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

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또래상담 지도 교사의 지도 없이도 또래상담자와 내담자 청소년이 

함께 상담과정을 이끌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율성과 함께 유능성

을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또래관계 속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자신의 행동에 한 긍정적 내외적 피드백이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프로그

램 과정 중에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또래 상담 과정 중에서 스

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을 생각하고 함께 실천해보도록 함으로써 성

공경험뿐만 아니라 친구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 관계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 조

절을 도모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또래 관계 속에서 연 감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회기 구성을 통하여 관계성을 충족시킴으로써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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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유형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선행연구 고찰과 또래상담자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개인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 스마트폰 기기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또래상담자들이 청소년들의 욕구나 상황에 따

라 다르게 응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

년에 한 선행 연구와 인터뷰를 토 로 청소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쾌상쾌형’과 친구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완소친구형’, 의도나 목적 없이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무궁무진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또래상담자들이 내담자 청

소년의 욕구나 상황에 맞추어 개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각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을 개

발하였다.   

다)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사용 습관 양상과 그 결과와 관련이 있

는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행동 변화를 돕는다. 

정보-동기-행동기술 모델에 따르면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문제 행동의 양상 또는 

예방을 위한 행동에 한 충분한 지식이 주어질 때 예방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

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유형과 각 유형의 특성, 장단점 등에 한 정보

를 제공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하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

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행동 변화를 위한 토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라) 또래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인식을 함께 높임으로써 청소년 스마트폰 사

용 조절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래상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분석에 따르면 또래상담자 스스로도 자신의 스마트폰 사

용 습관과 그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에 하여 생각해보고 조절 필요성에 

해 인식할 기회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조절을 돕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또래상담자가 역시 스마트폰 사용에 한 민감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 이에 또래상담교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진행하는 또래상담자 상 교육에서 스

마트폰 사용 정도에 한 인식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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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그램 활용 시 또래상담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실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래상담자와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또

래상담자의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팁, 스마트폰 사용에 한 객관적 

정보, 모델링 방법 등에 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활동영역은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

을 구성하고, 활동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상담자의 멘트를 제시하는 등 실제 활동을 돕는 내용

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정보를 선행 연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

성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안 활동들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

다. 이러한 구성은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들이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내용

과 역할을 수행하는 실제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양미진, 서미, 주시선, 김

혜영, 전환희, 서벼리, 2013)에 근거한다.

바)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자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과 회기를 

구성한다.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래상담의 특성상 같은 내담학생을 장기적으로 만나기 

어려우며 낙인에 한 청소년의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을 3회기로 구성

하여 단기상담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단기상담의 경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한 

인식 변화와 행동변화를 기 하기 어려운 일회성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중장기 

상담 프로그램이 가지는 일정조정의 어려움이나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

램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또한 또래상담이 기존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프

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또래상담 훈련 과정에서 사용된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을 연

결하여 활용함으로써 또래상담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

이 또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상담자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효율적으로 개발함

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이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을 상으로 하였다. 특히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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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사용 조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전문가인 또래상담자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다

룰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 조절이 어려운 수준의 내담자를 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프로그램 초안

가) 전체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모두 3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스마트

폰 중독 청소년의 사용유형에 따라 유쾌상쾌형, 완소친구형, 무궁무진형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회기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전체 프로그램 구성

단계 및 목표 상담 및 활동내용

1회기

스마트폰 사용정도 점검
‣ 스마트폰 건전사용척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정도 파악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점검하기
‣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살펴보기

스마트폰 
사용습관에 대한 이해

‣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파악

스마트폰 중독 유형 
점검

‣ 스마트폰중독 유형을 파악
‣ 유형별 중독 원인을 살펴보기
‣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파악

2회기

유형별 스마트폰 
조절력증진방안탐색 

(유쾌상쾌형) 

‣ 유쾌상쾌형의 특성, 스마트폰 사용원인 및 패턴 탐색
‣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 및 대안활동 시도하기
‣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학습한다.

유형별 스마트폰 
조절력증진방안탐색 

(완소친구형) 

‣ 완소친구형의 특성, 스마트폰 사용원인 및 패턴 탐색
‣ 올바른 친구관계에 대한 학습
‣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습

유형별 스마트폰 
조절력증진방안탐색 

(무궁무진형) 

‣ 무궁무진형의 특성, 스마트폰 사용원인 및 패턴 탐색
‣ 자신의 흥미와 장점을 발견 및 미래를 상상하여 현재의 시간과 
연결짓기

‣ 시간의 가치 확인 및 대안활동 선택 및 실천계획 세우기

3회기
스마트폰 사용 조절

 계획 다듬기

‣ 다짐한 약속 실천 확인하기 
‣ 스마트폰 사용 조절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 스마트폰 사용 조절 계획 다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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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초안 개발 및 안면타당도 평가 

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프로그램 초안은 7월 22일 중간평가회의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 5일 연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안면타당도 평가를 거친 후 시범 운영

되었다. 

4) 실시 및 평가단계

가) 시범운영 단계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

용조절 프로그램’ 시범운영 홍보를 통해, 34개의 시범운영 학교가 선정되었다. 8월 29일 34명

의 지도교사 상으로 프로그램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시연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 현장 의

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된 프로그램 지침서와 교구재를 배포하여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간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나) 평가 및 수정보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지도교사들 및 또래상담자들의 종합 평가를 

수렴하였으며, 또래상담자 스마트폰 사용 인식변화, 관찰된 내담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변화 및 스마트폰 사용수준 변화를 사전-사후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에 한 수정 및 보완 

방안을 수립하였다.  

2.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및 평가

가. 시범운영의 실행

1) 연구 설계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설계를 하였다

(표 6). 

첫째, 시범운영에 참여한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인식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다. 

둘째, 시범운영에 참여한 내담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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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처치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21 37.0

여 206 63.0

셋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조절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의 사전-사후 변화를 또래상담자의 관찰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 6. 연구설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O1 X1 O2

O1 : 사전검사
     - 또래상담자용(스마트폰 사용 인식)
     - 내담자 청소년용(스마트폰 사용 인식,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X1 : 실험처치(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O2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2) 연구 대상

본 프로그램의 상은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필요로 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으로 크게 프

로그램 교육을 받고 스마트폰 사용조절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또래상담자와 또래상담자들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내담자 청소년으로 나뉜다. 전국 또래상담 운영학교를 

상으로 공문,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희망한 34개교를 모집하였으며, 각 학교별 1

명의 지도교사가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32개교의 자료만이 회수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

된 32개교 중 중학교는 14개교, 고등학교는 18개교였다. 총 360명의 또래상담자가 프로그램교

육을 이수하였고 이들이 378명을 상으로 또래상담을 실시하였다. 이 중 측정 문항에 응답하

지 않은 또래상담자 3명, 내담자 청소년 51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또래상담자 357

명, 내담자 청소년 327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내담자 청소년 참가자들은 남자 121명, 여자 206명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학급별로는 중

학생이 141명, 고등학생이 186명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60명, 중학교 2학년 40

명, 중학교 3학년 41명, 고등학교 1학년 117명, 고등학교 2학년 68명, 고등학교 3학년 1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7).

표 7.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 시범운영 참가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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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처치 빈도(명) 비율(%)

학년

중1 60 18.3

중2 40 12.2

중3 41 12.5

고1 117 35.8

고2 68 20.8

고3 1 0.3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사전-사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또래상담 전 후로 실시하였다. 본 척도

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몰입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9로 나타났다. 

 

나) 스마트폰 사용 인식

또래상담자 및 내담자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인식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진

이 선행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 로 구성 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스마트폰 사용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 종합평가지

본 평가지는 지도교사가 평가한 본 프로그램의 스마트폰 사용조절 도움정도, 프로그램 적합

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평가지로, 지도교사의 프로그램에 한 평

가를 서술식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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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본 프로그램 시범운영 참가학교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또래상담 지도교사들을 상으로 이

메일과 공문을 통해 모집되었다. 이 중 10명 이상의 또래상담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내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학교 총 34개교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34개 학교의 지도교

사가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여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지도교사 워크

샵은 8월 29일 서울 중구의 교육장에서 약 5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스마트폰 사

용 조절의 필요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소개, 프로그램 활동 시연, 시범운영 평가 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34개 학교 지도교사가 시범운영 참여에 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프로그램 보완점 및 수정사항을 수렴하여 연구진들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최

종 프로그램 교구재 완성본을 8월 31일 시범운영 학교에 제공하였다. 

시범운영 참가에 동의한 지도교사들은 각 학교에서 8월 31일부터 9월 30일 한 달간 또래상

담자들을 상으로 프로그램 교육(5시간)을 실시하고, 또래상담자들이 스마트폰조절이 필요한 

친구들을 상으로 또래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도교사들은 또래상담자를 상으로 시범

운영 실시 후 전반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종합평가지’를 작성하였다. 또래상

담자는 프로그램 교육 전-후 자신의 스마트폰 인식 변화에 한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내용

을 토 로 또래상담자가 상담한 내담청소년의 스마트폰 인식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변화정

도를 관찰한 평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총 32개 학교의 자료가 회수되었

으며, 360명의 또래상담자가 프로그램교육을 이수하여 이들이 총 378명의 친구들을 상으로 

또래상담을 제공하였다. 

5) 분석방법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실

험처치 전후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 간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즉, 동일한 표본

을 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서 데이터를 두 번 수집해서 각 데이터의 평균 간 차이를 검증

하는 방법으로, 또래상담 스마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따

른 또래상담자와 내담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인식변화, 내담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변화에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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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가. 스마트폰 사용 인식 변화

1) 또래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변화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또래상담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사전-사후 검사에 한 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또

래상담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조절 인식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t=-20.595, p<.001). 세

부적으로는 과다사용 심각성(t=-14.522, p<.001), 시간조절 필요성(t=-7.283, p<.001), 사용조절 

방법(t=-18.421, p<.001), 사용조절 필요성(t=-20.249, p<.001), 안활동 동기(t=-13.597, 

p<.001), 조절노력(t=-12.477,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즉 본 프로

그램은 또래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심각성인식, 시간 및 사용조절 필요성, 사용조절, 

안활동 동기, 조절 노력에 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상담

자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 변화에 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또래상담자 스마트폰 사용 인식의 대응표본 T검정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사전 3.28 .702

-20.595***
사후 4.05 .565

과다사용 심각성
사전 3.44 1.028

-14.522***
사후 4.20 .826

시간조절 필요성
사전 3.13 1.101

-7.283***
사후 3.56 1.117

사용조절 방법
사전 3.34 1.054

-18.421***
사후 4.28 .722

사용조절 필요성
사전 3.27 .915

-20.249***
사후 4.32 .752

대안활동 동기
사전 3.29 1.094

-13.597***
사후 4.04 .914

조절노력
사전 3.19 1.116

-12.477***
사후 3.92 1.013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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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담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변화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의 변화

를 알아보았다. 사전-사후 검사에 한 응표본 T검정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여자들에

게 스마트폰 사용 인식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t=-11.101, p<.001). 이는 참여자들이 프

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한 심각성과 조절의 구체적인 방법 마련 등에 

한 인식수준이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조절의 필요성과 조절 행동의 동

기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인식 변화

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쾌상쾌 유형(t=-7.231, p<.001), 완소친구 유형(t=-5.476, p<.001), 무

궁무진 유형(t=-6.475,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본 프로그램 참여가 

모든 유형에서 스마트폰 사용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조절 인

식에 한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내담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인식의 대응표본 T검정

항목(N)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집단(327)
사전 3.34 0.66

-11.101***
사후 3.87 0.64

하위
집단

유쾌상쾌형(118)
사전 3.36 0.67

-7.231***
사후 3.90 0.58

완소친구형(96)
사전 3.32 0.61

-5.476***
사후 3.79 0.60

무궁무진형(113)
사전 3.32 0.71

-6.475***
사후 3.90 0.72

*** p < .001

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 변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활용하여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변화를 알아보았다. 사전-사후 검사에 한 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여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중독 진단 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t=9.141, p<.001). 이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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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화를 살펴보면 유쾌상쾌 유형(t=4.553, p<.001), 완소친구 유형(t=4.298, p<.001), 무궁무

진 유형(t=6.966,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참여자 유형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 사

전-사후 점수에 한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의 대응표본 T검정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집단(327)
사전 2.36 0.53

9.141***
사후 2.08 0.48

하위
집단

유쾌상쾌형(118)
사전 2.29 0.54

4.553***
사후 2.05 0.50

완소친구형(96)
사전 2.35 0.52

4.298***
사후 2.14 0.43

무궁무진형(113)
사전 2.43 0.51

6.966***
사후 2.06 0.49

*** p < .001

2. 프로그램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 평가

가. 지도교사 평가

지도교사의 프로그램에 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

가 내용에는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적절한 내용 구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전체적인 내

용 구성의 적절성에 한 평가, 각 회기별 내용 구성의 적절성,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현장 활

용도에 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인 내용 구성과 현장 활

용도에 한 평가는 각 4.0점과 4.1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회기별 평가에서는 1

회기(4.4점)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2회기 각 유형별 내용 구성에 한 평가는 비슷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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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사의 프로그램 평가

질   문 만족도

1.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까?

4.0

2.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내용이었습니까?

1회기 4.4

2회기

유쾌상쾌형 4.1

무궁무진형 4.0

완소친구형 4.2

3회기 3.7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1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는 서술식 응답을 통해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해 

좋았던 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가 

점검과 유형별로 나누어진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한 이해로 또래상담자와 내담자 청소년 모

두 사용 습관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또래상담자를 통해 스

마트폰 사용 조절의 필요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와 ‘또래상담자와 또래내담자가 

함께 조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의견들은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거부감 없이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유도하고자 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을 보여주었

다. 회기별 평가에서는 1회기에 스마트폰 사용에 한 자가 점검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 사용

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본인의 사용 습관을 측정할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다’는 의견과 ‘스마트

폰 사용 유형을 나누어 2회기에 각 유형별로 다른 접근 방법과 조절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 점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짧은 교육을 통해 유형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하였고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또래상담자가 내담청소년을 상담할 때 어려운 점

이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관한 사항으로 ‘3회기가 짧고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

어 아쉬웠다’는 의견과 ‘유형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 설명이나 예시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를 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본 프로그램에 한 운영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래상

담자가 먼저 내용을 실천하고 이를 또래내담자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교내 자체 캠페

인으로 발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 외 프로그램에 한 전반적인 

의견과 회기별 의견은 아래 표 12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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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사의 회기별 의견 및 종합 의견

항목 의 견

1회기
-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나누는 것에 아이들이 많은 흥미를 느꼈다.
-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와 유해성을 인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회기
- 유형별로 스마트폰 사용의 구체적인 조절 방법을 생각해본 것이 도움 되었다.
- 각 유형별 장단점을 살펴본 후 유형별 사용에 대한 상담방법 안내가 유익하였다.

3회기
-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한 대안 활동이 제시된 점이 좋았다.
- 마무리 단계에서 격려와 칭찬, 함께하자는 마무리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좋았던 점

-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이 좋았다.
-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 사용 유형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 활동지가 좋았다.
- 스마트폰 관련 주제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고 또래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조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조절 의지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아쉬웠던 점
-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학습시키고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또래상담자와 내담자가 다른 유형일 때).

나. 또래상담자 평가

또래상담자들이 언급한 프로그램에 한 좋았던 점으로는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파

악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한 문제 인식 및 과다 사용에 한 조절의 필요성을 자각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점검하고 사용 유형을 나

누는 1회기에 한 평가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자가 점검을 통하여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써서 놀랐다’와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1회기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

였음을 보여주었다. 유형에 따라 나뉜 2회기에 한 의견으로는 ‘유형에 한 장·단점을 배워

서 유형에 한 이해가 높아졌다’와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과 개입방법이 소개되어 좋았다’ 
등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에 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좋았던 점으로 ‘친구와 함께 

해서 재미있었다,’ ‘나와 친구의 스마트폰 사용 모두에 해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보고되었

다. 그러나 ‘3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너무 짧아 스마트폰 조절에 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므로 3회기의 상담 이후 또래내담자를 추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에 포함 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필요성에 한 제안이 많았다. 또한, 

또래상담자가 내담자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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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의 교육 자료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또래상담자의 프로그램

에 한 의견의 개괄적 내용은 표 13에 수록되어 있다.

표 13. 또래상담자의 회기별 의견 및 종합 의견

항목 의 견

1회기

-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알게 되어 놀라기도 하였지만 심각한 
정도를 알게 되어 좋아하였다.

- 내담자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실제로 확인하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어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알아보는 활동이 흥미로웠다.
- 내담자와 나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2회기
- 내담자의 사용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춰서 더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
- 스마트폰이 아닌 대안 활동을 알게 되어 좋았다.
- 내담자의 스마트폰 사용 유형의 장·단점을 알게 된 것이 도움 되었다.

3회기
- 내담자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았다.
-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담자와 나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도움 되었다.

좋았던 점

-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 친구와 함께 조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 유형을 나눠서 내담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 내담자에게 대안활동을 알려주고 함께 실행해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아쉬웠던 점

- 동영상이나 사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례나 성공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사례를 보고 싶다.
- 3회기 이후에도 내담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 내가 배운 것만큼 친구에게 알려주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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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논의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의 역할에 해서 살펴보

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문헌연구, 또래상담자 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상 심층면접

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구성원리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구성원리와 구성요인에 따

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또래상담자는 시범운영 전후로 스마트폰 사용 조절 인식과, 내담자 청소년을 상으로 스

마트폰 사용 조절 인식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또래

상담 지도교사는 프로그램 교육 후 프로그램 전체평가 및 회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신을진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적용하여 기획, 구성, 실행 및 

평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획 단계에서는 또래상담을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전반적

인 현항, 원인을 조사하였고, 특히, 스마트폰 과다 사용 개선에 효과적인 요인과 청소년의 자

율적인 스마트폰 조절 행동 유발에 적합한 이론적 모델을 고찰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또

래상담 프로그램과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에 한 현장 요구 분석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또래상담자 및 

상담전문교사들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하여 필요한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현장에서의 요구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

년의 특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구성단계는 기획단계에서 실시한 문헌연구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

그램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 충족을 통한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한 내적동기 강화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다.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유형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셋째, 정보-동

기-행동기술 모델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사용 습관 양상과 그 결과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

하고 행동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행동 변화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또

래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한 인식을 함께 높임으로써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조절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프로그램 활용 시 또래상담자의 원활한 활동

을 위해 실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여섯째,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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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상담자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과 회기를 구성하였다. 일곱째, 스

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청소년을 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원리에 기

초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이 총 3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별로 하위목표가 설정되었다. 또

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사용유형에 따라 유쾌상쾌형, 완소친구형, 무궁무진형으로 상별 

활용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구성되었다. 

실행 및 평가의 단계는 전국 32개의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지도교사들을 상으로 프로

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지도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본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하도록 하였

다. 지도교사들은 또래상담자들을 상으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교육을 이수한 또래상담자들

을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3회기 스마트폰 조

절 상담을 진행하였다. 지도교사들을 상으로 프로그램에 한 만족도, 또래상담자들을 상

으로 사전-사후 스마트폰 사용 인식 변화 설문, 관찰한 내담자 청소년의 사전-사후 스마트폰 

사용인식 변화 설문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통해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성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도교사에게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또래상담자들을 상

으로 사전-사후 스마트폰 사용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 과다사용 심각성, 시간조절 필요성, 사

용조절 방법, 사용조절 필요성, 안활동 동기, 안활동 동기, 조절노력 인식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 이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또래상담 활동을 실행하는 또래상

담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인식이 고조되어 스스로의 행동변화에 한 동기를 불러일으

켰음을 의미한다. 또래상담자에게 스마트폰 조절 또래상담을 받은 내담자 청소년을 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조절 인식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

독 진단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구분한 세 가지 유형인 

‘유쾌상쾌형’, ‘완소친구형’, ‘무궁무진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본 프

로그램이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한 긍정

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프로그램에 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

며, 내용구성과 현장 활용도가 모두 높아 학교현장에서 활용이 의미 있고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 내용에 한 질적 평가내용을 종합한 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또래 친구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소년들의 조절의지를 장려한다는 점을 가장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유형별 척도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어플리케이션 등 스스

로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스스로에 한 이해를 돕고, 유형별 활동내용

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교육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충분히 내용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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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교육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래상담자의 경우,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고, 유형별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유익했으며, 친구와 함

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노력하며 안활동을 하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평가하였다. 하지

만 교육자료에 시청각 자료가 추가 되어 이해가 좀 더 용이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스마트폰 조절 성공사례가 제공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에 한 실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의의로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습관 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를 활용하는 

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여타의 청소년 문제와는 달리 청소년의 삶에서 문제를 제공

하는 스마트폰을 격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청소년들의 생활 장소가 주로 학교

라는 점, 또한 발달시기상 주변 어른들보다는 또래로부터의 영향력이 큰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

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습관 조절문제를 또래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시도이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조절 문제는 상담자에 의한 상담, 혹은 교사에 의한 예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

결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매우 접한 도구에 한 조절문제를 다루는 것이니 만큼 그들과 시

간을 많이 보내는 또래의 영향이 큰 것이며 따라서 또래상담이 이후 효과적이며, 자생적인 파

급력을 지녀 자조활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 한다. 또한 부분의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양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이들 스마트폰 조절문제에 준전문가로 양성된 

또래상담자들이 기존에 개입하던 학교폭력 등의 문제와 함께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 최근의 또래상담은 문제영역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

강증진 문제, 음주나 흡연조절 문제(Black, Tobler & Sciacca, 2009; Malchodi, Oncken, 

Dornelas, Caramanica, Gregonis, Elizabeth, Curry, 2003)등의 자기관리 영역에서의 효과가 제

시되고 있어, 스마트폰 조절문제는 매우 적절한 영역인 것으로 시사된다. 

둘째, 개발된 또래상담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결과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상으로 또래상담자를 통하여 본 프로그

램을 진행한 결과 스마트폰중독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휴 전화 중독군

은 휴 폰을 친구와의 연락에 주로 사용하였는데(류미숙·권미경, 2011), 이는 또래행동조성 

및 또래애착은 휴 전화 사용 및 의존 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 연구

와 관련된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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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또래상담자에 의한 청소년 스마트폰 조절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소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그에 한 심각

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중독청소년 개입에서 현실적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

의 중독 상황에 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소현, 

정인숙, 2014). 바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한 인식

과 과다사용의 결과의 심각성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또래상담자, 내담자 청소년 모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인식변화가 나

타났다. 즉,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심각성, 시간조절의 필요성, 사용조절의 방법, 안활동의 동

기, 조절을 위한 노력에서 의미있는 인식 변화가 드러났다. 피드백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을 줄이고 다른 취미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친구에게도 좋았지만 나에게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해 

스스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 하겠다.  

또 다른 스마트폰 조절 성과 요인은 또래상담들이 촉발시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조절 동기

가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의 미래모습을 상상해보았다’,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유형 및 내담자의 유형을 탐색하고 스마트폰 사용 습관 및 미래의 시

간 관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의 심각성을 알았고 

쉽게 중독될 수 있는 SNS, 게임등의 어플은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스마트폰 이외의 여가활동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등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한 의지가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에 있어서 청소년에 한 개입은 무엇보

다 자기 스스로 동기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는 스마트폰 조절을 돕는 또래상담과정에 상 청소년들의 사

용욕구나 특성을 반영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그 이후의 상담을 진행하는 유형별 맞

춤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자극추구적 기질 유형, 

우울정서 유형 및 또래관계 취약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모듈식 구성을 하였으며, 이것

을 각 유형의 청소년의 정서와 욕구에 맞춘 효과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전문가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 또래상담자들의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1회기에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과 그 유형에 따른 어려움과 장점을 같이 제시함으로서 

또래상담자들이 각 유형의 강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구성하고 동시에 각 유형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장점을 지닌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위 유형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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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또한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다섯째,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 및 원리를 추출함으로써 스마트폰 조절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

폰 과다사용 및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 또래도움의 필요성, 기존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

에 해서 광범위하게 고찰하였으며, 또래상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 심

층면접을 통해 또래상담자의 실제적 역할 및 프로그램 방향성에 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 로 프로그램 구성요인 및 원리를 개발하였다.

여섯째,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또래상담교사와 또래상담자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구성함으로써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활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즉,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또래상담교사와 또래상담자에게 청소년

의 스마트폰 사용문제 뿐아니라 또래상담과정에 필요한 또래상담자 팁, 단기 구성, 기존 또래

상담 활동 내용 또한 조사하였으며, 그 외의 문헌연구 및 본 연구 연구진들의 또래상담 경험

에 근거하여, 현장적용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였다. 즉,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상담자는 스마트폰 조절에 한 인식변화는 물론 또

래내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한 방법에 해서 배울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또래상담자가 실제로 또래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기존 또래상담의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상담의 효과를 또래상

담자 자신의 변화나 또래상담자가 속해 있는 학급 및 학교 내 청소년들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또래내담자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또래상담자가 제

공하는 또래상담이 실제로 또래내담자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본 연구가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프로그램 효과평가일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 상에 한 사전-

사후 차이검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유사처치 통제집단이나 무처치 통제집단에 의한 비교가 

없다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가 단순 시간 변화에 의한 것이나 내용과 관련 없는 또래

개입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체계적인 평가 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평가방법 또한 문제로, 또래내담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또래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변화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또래상담자가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해서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또래상담자가 상담에 한 성과를 과장하거나 포장했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또래내담자를 상으로 직접적으로 효과를 측정하거나 

임의적으로 선정한 몇몇 또래내담자에 한 인터뷰를 통해 결과에 한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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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용조절의 문제 또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한 개입 프로그램 또한 구성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단순

히 사용시간과 관련된 사용조절을 다루고 있으나, 이후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 혹은 사용조절문

제에 한 개념이 명확히 이루어진 후에야 관련 개입 프로그램 또한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또래상담이 지니고 있는 태생적 문제로, 또래상담자는 효과적인 개입은 가능한 상이

기는 하나 그들은 전문가와 같은 권위나 의무가 부여될 수 없기 때문에 개입과정에 한 세심

한 주의가 요구되고 또래상담자가 혹여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 비록 또래상담 기본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나 본 프로

그램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해서 생략된 바, 추후 기존의 또래상담과의 스마트폰조절 관

련 또래상담을 비교하여 본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  

넷째,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또래상담이 학교 내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 밖이나 가정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한 관여를 할 경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경우 좀 더 다른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또래상담자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

램이기 때문에, 개입을 담당하는 또래상담자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에 한 사전평가 및 스크리

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이를 간과하였으나 추후 활용이나 연구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또래상담자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3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이

로인한 제한점은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추후 활동에 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즉 또래상담자들의 프로그램 평가를 보면 프로그램이 단기로 구성되어 있

어 활용하기 좋았던 점도 있으나, 이후 변화를 관찰할 수 없어 변화 유지에 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각 유형에 맞는 추후 활동에 한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평가 연구를 통해 이후 더 나은 또

래상담을 통한 청소년 스마트폰 조절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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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또래상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Intro FGI 목적 소개 : 최근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이 이슈인데, 특별히 

청소년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

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 청소년과 소통이 원활한 또래상담자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을 찾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자 자기 소개

  - 학년, 성별, 또래상담자 활동 경력 등

2. 친구들은 얼마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지, 친구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3. 주변 친구나 학급 학우들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4.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 혹시, 주변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5.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친구와 사용문제가 있는 친구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6. 위의 사용문제가 있던 또래들 중 스마트폰 사용문제를 극복하여 잘 조절하게 된 경우가 있는

지, 어떤식으로 극복했는지? 혹시 주변의 도움이 있었다면 어떤 도움이 있었나요?

7.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친구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8. 또래친구들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래상

담을 하다가 스마트폰 사용조절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나, 혹시 스마트폰 관련해서 상담해 본 

경험이 있나요?

9.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10. 또래친구들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가 도울 때, 예상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11.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또래상담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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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또래상담 담당교사 개별 인터뷰 질문지

Intro FGI 목적 소개 : 최근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이 이슈인데, 특별히 

청소년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

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위해 청소년과 소통이 원활한 또래상담자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을 찾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소개 하여 주십시오

  - 또래상담 담당 교사 경력 등

2. 학생들은 얼마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을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나 느낌이 드나요?  

3.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4.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 경험하신 청소년들 중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5. 또래 청소년들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래 

친구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또래상

담반을 운영하시다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있어서 또래상담자가 활용될 수 있음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7.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또래상담자가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또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

해 또래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8.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또래상담자가 도울 때, 예상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

일까요?

9.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또래상담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

야 할까요?

10. 기존 또래상담 교육 외에 어떤 교육을 추가로 받는다면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에 

또래상담자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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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또래상담자 평가지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활동보고
(또래상담자용)

다음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활동 참여 전과 참여 후 각각 한 번씩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점수를 기입해주세요.  

설문 문항

참여 
전

참여 
후내   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또래상담자)는 스스로 스마트폰 과다사용
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또래상담자)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
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 나(또래상담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안다.

1 2 3 4 5

4. 나(또래상담자)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1 2 3 4 5

5. 나(또래상담자)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다른 대안적인 활동을 해 볼 생각이 있다. 

1 2 3 4 5

6. 나((또래상담자)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
한 노력을 해 보았다. 

1 2 3 4 5

시범운영
학생

또래상담자 : (이름) / 내담학생 : 박00(가명기재)

시범운영
결과 회기별 

피드백

회기 주요활동체크 활동결과

1회기 1 2 3 4 5

2회기 1 2 3 4 5

3회기 1 2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수정/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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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설문지

다음은 여러분이 상담한 친구가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내용

입니다. 잘 읽고 친구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설문 문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는 스스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친구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 친구는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안다. 1 2 3 4 5

4. 친구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인식이 높아졌다.   1 2 3 4 5

5. 친구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한 노력을 해 보았다. 1 2 3 4 5

6. 친구는 스마트폰 사용조절을 위해 다른 대안적인 활동을 해 
볼 생각이 있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이 상담한 친구가 스마트폰 사용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

다. 잘 읽고 친구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1 2 3 4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 2 3 4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 2 3 4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1 2 3 4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1 2 3 4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2 3 4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1 2 3 4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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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또래상담 지도교사용 프로그램 평가지

‘또래상담자를 활용한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활동보고 (교사용)

○ 다음은 선생님의 본 프로그램에 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에 (v) 

표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또래상담자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까?

2.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내용이었습니까?

1회기

2회기

유쾌상쾌형

무궁무진형

완소친구형

3회기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 되었다고 
생각하십까?

시범운영
결과 회기별 

피드백

회기 활동내용

1회기

2회기

3회기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수정/보완사항

기타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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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Regulation Program for Smartphone Overuse Utilizing 

Peer Counseling

In recent years, overuse of smartphones among adolescents has been a pressing issue to 

be addressed due to its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In addition, peers have a great 

influence on each other's life styles among adolescents and smartphone usage is no 

exception. A majority of adolescents have repor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sing a 

smartphone is to maintain relationships with friends. It is why peer counselors can better 

understand why and how adolescents use a smartphone than adults may be able to. Peer 

counselors can also promote sound methods in regulating smartphone usage and help 

finding a youth culture-appropriate means to deal with the smartphone overuse. Therefore, 

the Kore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 has developed the self-regulation 

program for smartphone overuse in conjunction with the peer counseling program to 

enhance an awareness of smartphone overuse among adolescents and to present 

appropriate methods for regulating smartphone usage. The result is a program called 

“Self-Regulation Program for Smartphone Overuse Utilizing Peer Counseling.”
To develop this program, literature re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FGI) with 22 

peer counselors and 2 adult counselors of the peer counseling program were conducted. 

The implications of the literature reviews and FGI were utilized to develop a draft of the 

program manual. Based on these, types of smartphone usage were categorized into 3 

groups and program contents for each type were developed. The validity of the first draft 

of the program was reviewed by professionals in the study media addiction and revised 

for the test operation. A workshop educating the program to counseling teachers was held 

and a revised version of the program was then conducted in 32 schools (360 peer 

counselors and 378 client adolescents). The change of perception in smartphone usage of 

both the peer counselors and client adolescent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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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dditionally,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scores of client adolescents 

were collected through peer counselors' reports. Lastly, the counseling teachers evaluated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progra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pre-test 

and post-test of the client adolescents and peer counselors. The perception of smartphone 

usage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mong peer counselors resulting in a mor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smartphone overuse, sensitivity to it, awareness of how to 

control usage, and motivation to self-regulation. Client adolescents also reported an 

increase in the perception of smartphone usage and lowering of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ore. Lastly, counseling teachers reported that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appropriately developed for adolescents and it can be utilized within the 

school setting without difficulty.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program is properly developed to 

enhance an awareness of smartphone overuse and to motivate adolescents to change their 

behaviors. Moreove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martphone intervention 

programs by formulating customized approach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smartphone usage.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e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program was conducted without a control group and the data of client 

adolescents were gathered only through peer counselor's reports.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ies incorporate control groups and direct reporting from client adolescents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of this program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essential that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better learn about the 

different types of smartphone usage and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in order to 

update and revise the contents of the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