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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young adults is a growing issue, that requires a vigorous approach to 
manage its associated problems in the affected on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a detailed direction to 
help university students with smartphone overdependence, who would be internally motivated through satisfying 
their basic need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via face-to-face 
interviews with twenty program providers, who have managed the program for preventing and treating the smart-
phone overdependence. All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irect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One core category emerged from the findings: ‘Empowering motivation of 
autonomous actor of change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context,’ which three generic categories and seven 
subcategories supported. Apart from the three basic needs in the SDT, autonomy, relatedness, and competence, 
no additional concepts were mentioned, but the participants complained about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running 
programs with non-motivated students. Conclusion: Our study findings emphasize that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for young people with smartphone overdependence should focus more on developing detailed program  contents 
synchronized with theoretical and conceptu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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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  사회 청년층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필요에 의한 최소

한의 사용을 넘어 과의존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는 2004년 이후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중

독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중독이라는 부정

적 어감에 체하는 과의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의 삶 속에서 스마트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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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생활패턴이 여느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현저성(salience)의 증가, 그리고 사용에 한 조

절력 감소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

험하는 상태로 정의된다[1]. 전체 인구에서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18.6%로 보고되었

고, 특히 청소년층은 30.3%에 달하며 전 연령 중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율

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생의 학교

생활, 정신건강, 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학생 상의 연구에서 보고된 

쟁점으로는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의 심각성을 인

지하더라도 본인에 한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는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3]. 이러한 학생의 소극적인 응 

맥락에는 첫째, 현재 스마트폰 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들거나 조

장하는 교육 환경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있으며[4], 둘

째, 가정을 벗어나 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 매체로 항시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5]. 

스마트폰 중독자를 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중재적 접근

으로는 잠재적 또는 고위험군을 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연

구가 다수 시행되었다[6-8]. 주로 초 ․ 중 ․ 고등학생을 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의 구축,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주된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문학 작품의 활용, 

미술 치료에의 접목, 집단 상담, 부모 연계, 또래 집단의 활용, 

기숙형 집중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9,10]. 현재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론이

나 개념 틀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검증 등의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11]. 

청소년기 후반에서 성인초기에 있는 학생은 계획, 정서 조

절, 의사결정, 자아인식 등을 포함한 자기 통제 기능을 관할하

는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이 어린 연령 의 아동, 

청소년에 비해 발달되어[12],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본인의 

문제 행동에 하여 성찰하고 스스로가 주도하여 건강한 생

활습관을 갖도록 변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

는 학생에게 표적인 인간 동기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이론은 다

섯 개의 소이론이 통합된 거시이론으로서, 변화 주체자의 자율

성 정도에 따라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에서부터 온전히 자

기 결정에 의한 행동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체 선상에서 학습 또

는 변화 동기를 개념화하고 있다[13].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 로 하여 건강 습관 형성을 비교, 검

증, 예측하는 양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는데, 국내에서

는 금연[14], 당뇨병 자가관리[15], 고혈압[16] 등이 있으며, 국

외에서는 신체활동 및 체중조절, 혈당 조절, 식이, 치아 위생 등 

주제는 물론이고 방법론적으로도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17]. 특히 본 연구자가 주목한 부분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

위 이론으로서 기본 욕구 이론(basic needs theory)인데, 이는 

내적 동기화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정신적, 관계적, 심리적 욕

구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자율성(autonomy)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권과 자유 의지를 갖고자 하는 욕구로, 자율성이 

충족될 때 인간은 외부 통제나 간섭 없이 스스로의 행동을 자율

적으로 선택, 결정하게 된다. 둘째, 관계성(relatedness)은 타

인과 연결될 때 인간은 사랑, 소속감을 느끼며, 사람들과의 관

계 속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유능

성(competence)은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를 

뜻한다. 이는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13].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을 직접 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 

참여 시 기본 심리 욕구가 동기화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확인

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문제 현상에 

한 통찰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본 욕구 

이론의 개념적 의미를 실용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진술해줄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자와의 면 면 상호작용 경험이 풍부한 보건교사, 상담사, 중

독 치료 센터 강사 등 프로그램 제공자를 상으로 하여 기본 

정서 욕구 세 가지 요소(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충족을 통한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의 동기화 도모에 있어서 고려할 구체

적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동기화 과정

을 통한 건강한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들을 위한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그램 제공자 견지에서 자기결정성 이

론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의 기본 심리 욕구 충족

을 통한 동기화 도모에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탐색하

기 위함이다. 연구 질문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스마트

폰 과의존 학생의 욕구 충족을 통한 동기화 도모에 있어서 고

려되어야 할 구체적 방향으로 관련 문제 현상의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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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무엇을 말하는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에 한 동기화 형성에 필수적인 세 가

지 기본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개념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질적 접근의 연구로서 구체적인 방법은 질적 내용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설계의 근거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

상 속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을 상 하였거나 프로그램 제

공을 통해 내담자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제

공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스마트폰 사용이 과다한 학생 본인 또는 

학교 교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된 학생을 의뢰, 

상담, 교육 중재한 경험이 있는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 또는 중

독 센터의 전문상담사나 교육 강사, 그리고 일 지역 중독자 지

원 센터의 팀장 등이었다. 연구자는 국내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

나 치료 관련 기관 목록을 확보한 후, 각 기관마다 연락하여 연

구에 협조가 가능한 5개 도시 센터의 기관장과 접촉하여 소속 

기관에서 스마트폰 중독자 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

과 관련 현상에 한 식견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선별하였다. 

자료수집 과정 중에 기존 참여자에 의한 눈덩이표집도 활용하

여 스마트폰 중독이나 과의존 관련 프로그램 내용의 개념적 구

성에 실제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종 20명을 확보하였다. 

성별을 고려한 의도 표집은 하지 않았으며 이 중에서 상담사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여성 참여자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수집

하였다. 연구목적과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참여 의지

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연구자는 연구팀의 논의를 거쳐 미리 

작성해둔 면담 가이드에 따라 일 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회당 60분에서 90분 정도의 면담을 지속하였으며, 참여자별로 

1~2회 면담하였다. 면담 장소는 주로 연구참여자 근무지 내의 

상담실이었고, 연구자가 속한 학교 인근에서 모집된 참여자 경

우에는 교내 세미나실을 활용하였다. 본격적인 면담 질문에 앞

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해 간략히 설명하고, 그 

이론 중에서도 내적 동기화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는 연구자의 의도를 

밝혔다. 이어서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은 각각 

한 줄 내외로 간략히 정의하였다. 각 욕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지 않은 이유는 연구자가 정보를 많이 줄수록 면담 중 참여자의 

진술이 이미 연구자가 제시한 단어 어휘로만 제한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연구자는 면담 중에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프로그

램 운영 경험 일화 속에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속성이 반영

되어 있다고 여겨질 때마다 면담 초기에 연구자가 정의한 각 욕

구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써 각 개념에 명확히 연결되

는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주요 질문은 

“중독자를 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다면 소개

해 주시겠습니까?”, “ 학생을 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무엇이 차별화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의 교육이나 상담 경험에 근

거해 볼 때, 기존의 학생을 상 로 한 프로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에 근거하

여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마련

할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 경험 각각의 생각, 느낌, 

행동에 해 질문하였으며, 개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내

포한 어휘에 해서는 연이은 추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진술의 

명확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는 연구에 참여해

준 것에 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면담 자료는 녹음되었고, 녹취 과정을 거쳤다. 녹취록

은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Hsieh와 Shannon [18]이 구분하여 설명한 지시적 내용분석

(directed 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전통

적 내용분석법과 다르게 지시적 내용분석은 사전에 수행된 연

구나 기존의 이론에서 이미 밝혀진 개념 틀이나 개념 범주를 새

로운 연구 현상 맥락에 적용하여 개념을 타당화하거나 혹은 확

장시킨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분석 시 Ryan과 Deci [13]

의 자기결정성 이론의 동기화 충족을 위한 인간의 기본 심리 욕

구를 코딩 자료의 축으로 활용하였다. 지시적 내용분석의 연역

적 특성 상 수집된 자료의 코딩(coding)은 세 가지 욕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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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20)

Participant
Age

(year)
Job title

Work experience
(year)

Number of addiction 
program implemented

Participant 1 38 Nurse†  4 None

Participant 2 57 Elementary school nurse 31 10

Participant 3 56 High school nurse 33 50

Participant 4 56 Teen counselor  7 ＞100

Participant 5 41 Teen counselor  7 ＞100

Participant 6 56 Addiction program director‡  7 ＞100

Participant 7 28 Addiction program coordinator‡  4 10

Participant 8 51 Youth program director§  9 ＞120

Participant 9 46 Youth program educator§  6  ＞10

Participant 10 58 Youth program educator§  7 ＞2,500

Participant 11 39 Youth program educator§  6 ＞170

Participant 12 50 Youth program coordinator§  7 ＞120

Participant 13 45 Youth program educator§  2 ＞20

Participant 14 38 Teen counselor/social worker  3 ＞60

Participant 15 49 Teen counselor  6 ＞200

Participant 16 40 Student counselor† 12 ＞550

Participant 17 33 Student counselor†  6 7

Participant 18 41 Youth program director 14 ＞300

Participant 19 44 Student counselor†  4 ＞100 

Participant 20 39 Youth program director  9 ＞100 

Workplace: †University student health center; ‡Support center for addiction management;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

적 설명에 근거하여 분류,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의 단위는 연

구참여자가 의미 있다고 언급한 과의존 위험군 학생과 상담한 

내용이나 각종 중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화였으며, 이를 토

로 기존의 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 상 청소년이 아닌 학생

의 경우에 적용하여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에 기반을 둔 구체

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연구 팀인 교수 2인이 함께 

모여 일련의 분석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 유형과 차원을 분

류, 결성하였으며 세부 코드에서 하위범주로, 하위범주에서 일

반 범주로, 마지막 일반 범주에서 주요 범주를 도출하였다. 자

료수집과 분석은 거의 순차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그 과

정 내내 분석 메모를 작성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였다(HIRB-2017-024).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와 사전 약속 하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해 연구자가 직접 일 일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에 실시하였다. 간호학과 교수인 연구자와 중독 상담 센터 근무 

경험이 있으며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연구보조원이 일련의 면

담 훈련을 함께 한 후에 면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모든 면

담은 참여자의 근무지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가 직접 편

안한 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장소를 선택, 결정하게 하였다. 

면담 초기 참여자에게는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으며 쉬

고 싶거나 아예 면담을 취소하길 원한다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녹취 자료는 학문적 목적 외에

는 사용하지 않으며 전사 후 폐기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6. 연구의 엄정성(rigor) 확보

본 연구에서의 엄정성 확보는 Lincoln과 Guba의 진실성

(trustworthiness) 네 가지 기준에 근거하였다[19]. 신빙성(cre-

dibility) 확보를 위한 전략은 도출되는 개념의 추상화를 확인

할 때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의 순환 속에서 주요 참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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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ey Constructs in a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Smartphone Overdependence

Items Core category Generic category Sub-category 

Autonomy

Empowering motivation 
of autonomous actor of 
change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context

Personal willingness as an actor of 
change

․ Self-awareness and acceptance of problems 
․ Volitional choice to embark on program 

Relatedness Others' support in context of 
educational and social 
environment 

․ Change of IT environment
․ Ensuring human resources: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 Psychological connection: fun and interest

Competence Continuous sensing of self-efficacy 
driven by the change 

․ Confidence obtained by discovering self-worth 
․ Continuous experience of efficacy

IT=information technology.

귀환하였다. 주요 참여자란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과 관련

하여 십 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상담을 해왔거나 관련된 연구

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2명이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자료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도출한 범주들, 자료 해

석, 결론에 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목적 표출법(pur-

poseful sampling)을 통한 참여자들로부터 관련 일화를 다양

하게 수집하고 풍부하게 자료를 진술함으로써 추후 다른 전문

가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어낼 것으

로 생각되어 체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였으며, 자료수

집과 분석에 해 세부적으로 계획, 서술한 일련의 과정은 후

속 연구자들도 참고할 수 있기에 안정성(dependability) 기준

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확증성(confirm-

ability)을 보장하는 노력으로는 연구자들 간에 일련의 자료분

석 회의를 거쳤다는 것과 주 연구자의 꾸준한 분석적 메모 작성

이 있다. 

7. 연구자 준비 

연구자 모두 학원 박사과정 중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를 이

수하였으며, 수차례 질적 연구학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질적 자료

의 수집과 분석에 관하여 훈련한 후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구결과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의 욕

구 충족을 통한 동기화 방향으로 확인된 주요 범주는 ‘환경 맥

락과 연계된 자율적 변화 주체의 동기화 강화’였으며, 총 7개의 

세부 개념이 확인되었다(Table 2). 자율성 지지를 위해서는 변

화 주체로서 학생 개인의 의지가, 관계성 지지를 위해서는 

교육 ․ 사회적 환경에서 학생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마

지막으로 유능성 지지를 위해서는 추진된 변화에 맞춰 학생 

개인의 효능감 또한 지속적으로 자각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각 욕구별 세부 개념들과 구체적 진술의 예를 아래에 이어서 제

시하였다. 

1. 자율성: 변화 주체로서의 개인의 의지

1) 문제의 자각과 수용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변화 의지가 있는 학생일 경우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를 알아차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

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음을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신체 증상

에 스스로가 관심을 기울일수록 그러한 관심이 문제 개선을 위

한 프로그램에의 적극적, 자발적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애나 자기관리요. 본인의 몸,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자신한테 정말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술이나 담배(끊는 것)처럼 스마트폰 사

용도 아마(질병에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요청하

게 되겠지요.(참여자 10)

모든 것을 우선 아이(학생)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중

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발적이어야지 그것

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그걸) 찾아나가는 거죠.(참여

자 16)

2)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선택과 시작 

학생이 도움을 얻고자 참여를 결정한 이후에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제공하는 외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이나 훈련에 가담

시키기보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까지도 학생 스스로

가 원하는 것을 직접 관여하여 구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변화에 한 의지는 스스로의 문제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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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고,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한 선택과 시작을 바탕으

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학생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거 

같아요. 동기 부여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학

생은 성인인데 뭐, ‘누가 이거 하지마라’ 한다고 해서 이루

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유해성이라든가 문

제점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

록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참여자 3)

위에서 집어넣어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들끼리 

스스로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까지는 조금 어려운데, 학생들은 

특성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아

요. 학생들끼리는 자기네들끼리 그걸로 뭐 나중에 좋은 

거 나오면 실제로 그렇게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을 적용하면, 액션 플랜(action plan)까지 다 할 수 있죠. 문

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생활

에서 잘 할 수 있을까...(참여자 15)

이상과 같이 언급된 ‘자율성’ 개념의 속성에는 스스로의 문

제 파악과 변화 주체로서의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 개인의 선택

과 결정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의존으로부터의 탈

출을 결심하는 시발점인 문제에 한 자각, 그리고 이어서 프

로그램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

용에 한 가치 탐색 모두 학생 스스로가 자아를 조절, 통제하

는 습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계성: 교육·사회적 환경에서의 타인의 지지 맥락

1) 변화된 정보통신기술 환경 

디지털 세 가 처한 작금의 변화된 현실에서 스마트폰 과의

존은 인터넷 망의 발달과 과도한 공급, 그리고 기기를 접하지 

않거나 사용에 있어 숙달치 못하면 주변과의 관계 맺음에서 도

태될 수밖에 없는 결과로 합리화되었다. 결국 변화된 인간-기

기 환경이 초래한 익숙함의 편리성, 효율성은 인간-인간의 관

계 소원으로 이어짐이 지적되었다.

이렇게 망이 잘 깔려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이

나 미국만 가더라도 IT망이 잘 깔려 있지 않아가지고 접속

하려고 해도 에이 짜증나 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라가 이미 망을 쫙 깔아 놓고, 게임 회사에다가... 그러

한 이제 활발하게 막 제공하면서... 학생들 보고하지 말라

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요즘 아기들을 ‘디지

털 세 ’라고 부르겠어요. 태중에서 벌써 자극에 노출된 

그런 사회 환경에서 자라나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

기들도 막 스마트폰 사용하고 이러잖아요.(참여자 2)

요즘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모임 

자리에 가도 어떤 때 보면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잖아

요. 그 화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

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런 

화에 끼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도 핸

드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 2시에 남녀 

학생 둘이 붙어 앉아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각자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은 항상 상 방을 배려해야 하고 상 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니 피곤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기기는 그

냥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니까 사람이 사람

보다는 기계를 선호하게 되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참

여자 1)

그룹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애들하고 연결성 있게 하려

면 그런 단톡방이 필요하죠. 안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참

여자 19)

2) 인적 자원의 확보: 부모, 교사, 친구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의 경우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

한 참여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개입과 지지가 요구되었다. 의미 

있는 타인으로는 일상생활의 연장인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모

의 지지적 역할이 먼저 언급되었다. 이어서 중재 프로그램 참여 

상황에서는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을 이끌고 다독여 줄 수 있는 

동료나 선배 등의 멘토가 필요함이 언급되었다. 

청소년들 어려움은 부모가 협조 안하면 안돼요. 가정 

내에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를 진정으로 도

와줄 수 없잖아요. 부모 상담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그

런 게 중요해요.(참여자 5)

물론 ( 학생) 본인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부모는 (자

신의) 아이가 왜 그렇게 힘든지 이해해 줘야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가족이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즉 가족이 협조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 학생) 본인이 변화하려고 해

도, 가족이 맨날 집에 가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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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 환경으로 집어넣어주면 안되니까.(참

여자 18)

기기가 없는 곳에서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다양한 

안활동, 그 다음에 상자 두 명당 학생 멘토 선생님 한 

명 해서 지내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권위자들도 아니고, 

형들과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좋은 캠프가 운영돼요.(참여자 11)

3) 심리정서적 연결: 재미와 흥미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

체적 구성이나 내용은 학생 스스로가 심적으로 원하는 것이어

야 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으로 일상의 무료함을 벗

어나고자 얽매인 점이 있었기에 스마트폰 사용에 상응하는 프

로그램은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관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기에만 의존해왔

던 경향을 벗어나 인간  인간으로서 어울리게끔 주변 사람들

과의 관계 맺음에 한 훈련,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관계

로부터 재미를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성인이라서 많은 자유나 해방감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학

생들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제

일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20)

보통 학생들은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보

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게 

SNS의 단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다른 방면으

로 스마트폰 말고, 쓰지 않는 거, 다른 긍정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자기 관리라든지... 연습시키긴 하는데

요. 많이 의존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7)

(요즘 학생들은) 혼자만의 생활을 좀 즐기는 것 같아

요. 인관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과 모여서 즐겁

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14)

중독된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점차 은

둔자가 되어 가요.(참여자 7)

어쨌건 간에 재미와 흥미가 없으면 집단 참석률이 낮잖

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간식도 주고, 사전에 아이

스 브레이킹 게임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운영을 하죠. 

강의도 주제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나눔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콜라주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도 사용하고... 학생도 성인에 가깝게 느껴지

는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재미, 흥미 요소는 좀 포함되

어야 할 거 같아요.(참여자 6)

관계성은 학생 내적 측면에서는 재미와 흥미가, 외부 환경

적으로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인간의 연결의 지지적 맥

락이 주요한 속성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점차 

인간성(humanness)에 한 의미와 관심이 퇴색되어가는 사

회적 현실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조장하기보다는 지양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 맥락에서의 관계성 증진의 필요성이 두

되었다. 

3. 유능성: 주도된 변화에 의한 효능감 자각의 지속 

1) 가치 발견을 통한 자신감 고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보이는 학생

들이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

을 확인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내 개선된 환경에서 수행했던 

성공적 행위 경험들이 쌓여, 무엇인가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self-efficacy)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프로그

램의 특징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아 왔지

만 여전히 자신은 누군가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어, 결국 존재로서의 자신을 재인식하고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자기결

정력을 가질 때 프로그램에 오래 참여하고, 과제에 해 유의미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

룬다고 덧붙였다. 즉,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

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된 성공 경험을 하게 된 후 보다 확

장된 활동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유능성을 향상시키며 변

화가 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하면서는 뭐가 좋은가 하면 다른 상

방(타 학생)에 해서 알게 되는 거... 새롭게... 그러면

서 자기 이해도 더불어 되는 거예요... (중략) ...그러면서 

자기 문제도 좀 보고...(참여자 17)

학생들은 캠프 동안 봉사 활동을 꼭 넣어요. 노인복

지 센터를 가던지, 고아원을 가던지, 봉사를 하고 났을 때 

애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다는 거, 이것이 아이들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거 같더

라구요. 그게 유능감 같은 느낌이 들어서...(참여자 12)

학생들은 (나이 든 성인에 비해) 내적 자원이 있는 아

이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려주면 자기 스스로 확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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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책도 찾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되게 달라져 오고. 변

화가 빠릅니다.(참여자 5)

2) 지속적 효과 체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얻은 변화이기보다는 학

생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

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경

우 교과 혹은 비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과의존, 중독 관련 상황

을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고 관련 중재 프로그램을 경험해보

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든 해보고 결과를 

느껴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깔리면서 점점 해보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참여자 9)

효율적인 면에서 집단 상담의 효과는 적어도 5~6회기 

이상의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보통 학교

에서는 이게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중독에 관한 상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중략) ...형식

적인 1회성 교육은 그냥 채우기 위한 식이 되기 때문에 일

부 생각이 있거나 이걸 경험해보고 도움이 된다는 걸 인지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쉽죠.(참여자 18)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이 얼마

나 그게(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능할

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독된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조절 

능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그

런 노력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필

요할 거 같아요. 중독, 흡연, 알콜 등 뭐 이런 것들을, 또 전

체적인 차원에서 윤리 교육 같은 것을 패키지처럼 이수하

게끔 해서 학점으로 인정하게 한다거나, 옴니버스 프로그

램 같은 것으로 1학점짜리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참여자 8)

이와 같이 유능성은 자율성과 관계성 지지에 따라 자발적인 

의지가 내재화된 학생이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변화의 결과

적 속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능성은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 경험과 함께 학생이 내

외적으로 효율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며 확장된 변화로서 얻어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로서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을 상으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의 세 가

지 기본 심리 욕구 충족을 통한 동기화 부여 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탐색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율성

과 유능성 개발이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변화된 행동을 향

해 자유 의지를 갖고 스스로 결정,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서 내재화와 통합의 과정에 필수적이라 주장한다[13]. 관계성

에 해서는 본 연구에서 변화의 상이 청소년 범주에 속하는 

학생인 만큼 관계성의 하위 범주에 한 연구참여자들의 의

견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강조되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는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변 환경이 자율성과 유능성을 지

지해 주어 건강한 결과를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

으므로, 환경적 맥락에서 인적 자원의 연결, 특히 신뢰감을 바

탕으로 한 돈독한 인간  인간과의 관계가 학생으로 하여금 

증진된 가치와 올바른 행위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사료

되었다.

각 분석의 개념 축인 욕구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율성은 

학생 스스로 문제에 한 직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변화 주체로서의 

학생 개인의 의지가 핵심인 것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참여자들 다수는 중 ․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생도 자

율적인 의지를 갖고 행동하기에는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고 지적하며, 향후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때는 학생을 상 로 

한 고유의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이러

한 한계가 있지만, 타 질적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자율성 개

념의 유사성을 찾아보면, 본 연구에서 자율성의 하부 개념

인 ‘문제의 자각’은 Cleverley 등[20]의 물질 및 알콜을 남용

하는 청년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동기화의 하부 범

주로 제시된 청년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인 자기지각

(self-awareness)과 유사하였다. 또한 심리사회적 클럽하우스

에서 회복 훈련을 받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이를 상으로 한 

Raeburn 등[21]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목소리, 즉 의견을 드

러내게 하는 것, 그에 따라 치료자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먼저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 확인과 개선을 위한 참

여가 외적 강요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재의 방향이나 내용도 그들이 선택하게 하

여 학생 자신이 의지의 주체가 되도록 지지하는 것이 이와 유

사한 맥락이라고 사료되었다. 이는 변화되어야 하는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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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의견, 그리고 선택을 타당화 시켜주는 행동 등이 효율적

인 자율성 지지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22]. 다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언급한 것과 같이 자율성 정도가 현저히 

낮은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고위험군 학생이 자유로워진 

학생활 환경에서 본인의 과의존 문제를 확인하거나 자발적으

로 개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포함한 학내 구성

원들의 협력적 도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자율

성 함양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한 마

인드맵을 작성하게 하여 심각성을 자각하고 프로그램 내 안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하게 하는 안을 제안한다.

둘째, 관계성은 교육적, 사회적 환경에 연결된 발달 맥락에

서 학생이 주변 타인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

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서도 인적자원으로서 부모가 학생에게 있어서 여전

히 중요한 존재임이 확인되었는데, Cleverley 등[20]의 연구에

서도 ‘부모로부터의 지지’는 외재적 동기화를 위한 관계성의 

주요 요소였다. 다소 다른 점은 Cleverley 등[20]의 연구에서

는 부모가 청년에게 가하는 압력이 지지와 함께 동시에 언급되

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거의 언

급하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강화로서의 외적 지지만을 언급한 

것이 차이라 하겠다. 이는 Cleverley 등[20]의 연구에서는 문

제가 있는 청년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진술한 자료여서 외부 자

극에 한 그들의 주관적 생각과 느낌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

였다. 반면, 본 연구는 청년이 아닌 프로그램 제공자 입장의 외

적 자극이므로 비교적 긍정적 동기 부여 요소만 강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학생일지라도 발달적으로 아직 완전한 독립이 아

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부모와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연

구에서는 관계성 측면에서 외부 자극으로서의 강요, 압박 등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가정 하에 탐색해보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관계성 지지를 위해서는 학

생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인적, 물적 

자원에 한 조사도 스마트폰 과의존 프로그램 중재에 선행하

여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적자원 중에서 교사의 확보, 즉 선생님

을 통한 지지는 정신과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친 감에 한 요구’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

었다. 즉, 청소년이 애착 형성의 상이자 개별 지지의 제공자

인 건강관리자와 함께 한 경험은 상호 공감과 친 한 관계로 연

결되어 그러한 긍정적 감정이 치료 효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다[23]. 본 연구에서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되어 의문점은 학

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수나 직원에 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과의존 문제가 있는 학생의 부모, 프로그램 운영 교

사, 그 외 친구들만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교육환경인 재

학 중인 학교 내에서는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을 직접적,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거나 지지적 역

할의 비중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상 해봤던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학 교직원은 언급하지 않

았는지는 알 수 없어, 추후 연구에는 이 부분에 해서도 추가 

탐색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관계성의 마지막 세부 개념인 심

리사회적 연결, 즉 재미와 흥미는 자기결정성이론에서도 내재

적이며 본질적인 활동 양상으로서 재미, 만족, 도전을 도모하

거나, 새로운 경험이나 탐색을 통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요소는 적응과 행동 유지를 위해 결정

적인 것이라 하였다[24]. 청소년을 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겪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술해서인지, 본 연구에

서의 참여자들 모두가 일단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에는 이러한 재미와 흥미 요소가 참여 지속과 동기화 유지에 있

어서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프로그램 제공자는 

학생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스스로가 관

심을 두고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내용으로 중재를 고

안, 운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관계성에서 

‘면 면’ 맥락이 강조되었는데, 스마트폰 기기만큼 혹은 그 이

상의 재미를 줄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기계  인간’ 문제

를 극복한 인간 효용 가치를 적용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계성 지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제공자는 친한 친구

나 부모를 초청한 각종 동반 참여 캠프를 마련하고 전국 지역

사회 내 스마트쉼센터와 학과의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이나 과의존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력이 있는 학생이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초 ․ 중 ․ 고등학생 멘토링을 하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셋째, 유능성은 내재화된 변화 동기를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것을 포함하였는데, 유능성의 주요 관건은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

여자들은 유능성의 속성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학생들이 느끼

는 성공 경험의 축적을 이야기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기

이해와 가치를 반복적으로 지각하도록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긍정적인 변화 주체자로서의 성공 경험을 쌓게 

하거나 홍보 사로 활동하게 하는 안을 제안한다. 단기적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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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공을 주로 해왔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지속적 평가 관리

나 중재 효과에 해서는 의견을 내놓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에 따라 타 주제 분야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공 

경험이 요구되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현상에서는 유능감 확

립이라는 동기화 과정의 완성적 측면이 도전적인 과제로 남으

며, 추후 프로그램 적용 연구에서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지시적 

내용분석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들이 학생보다는 청소년을 

상으로 한 프로그램 내용의 포괄성이나 다양성을 떠나,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하위 이론 중의 하나인 기본 심리 욕구 세 가지

에 국한된 내용만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과의존의 문

제가 있는 학생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 입장의 중재자여서 자

기결정성 이론의 개념적 적용 범위가 좁았다는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건강 행위 변화를 위한 임상 중재

에 개념적 틀을 적용해 보았다는 측면과, 향후 이와 관련된 주

제의 간호연구, 교육, 실무에 변화이론이나 발달맥락연구 등 

다른 사회행동 이론을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해 볼 가능성을 시

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 이론 세부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에 그쳤지만, 이러

한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에 스마트폰 과의

존 학생을 상으로 하여 중재 프로그램 참여 시 기본 심리 

욕구가 동기화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변화된 결

과를 확인,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 과의존되었거나 중독된 청소년과 상

호작용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제공자를 상으로 자기결정

성 이론에 기반을 둔 개인의 기본 심리 욕구 충족을 통한 스마

트폰 과의존 학생의 동기화를 도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방

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변화 주체로서 학생 개인의 

의지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게 돕고, 둘째, 교육 ․ 사회적 환경에

서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적 맥락을 지원하며, 셋째 추진된 변

화로 체감되는 자기효능감을 지속시켜주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과의존, 중독 

관련 실무 분야의 건강관리자들은 학생이 가능한 한 자율적

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자각하고 각자 관심 있는 프로그

램을 선택, 설계하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의미 있는 환경적, 관계적 맥락을 조사하여 그

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나 자원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

터 탈출에 긍정적 자극이 되도록 연계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통

해 중재한 이후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학생이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그램을 효율적으로 반복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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