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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휴대전화 이용유형에 따라 잠재계층으로 분류하고 휴대전화 의존도와의 관계를 검증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유형
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가족&친구 집중형, 2)가족집중 저수준형, 3)필수이용형의 3개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휴대전화 이용 유형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1)가족&친구 집중형보
다 2)가족집중 저수준형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필수이용형보다는 1)가족&친구 집중
형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전화 이용유형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휴대전화 사용의 초기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과 과
의존 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휴대전화이용, 휴대전화의존도, 유형, 잠재프로파일,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latent groups 
according to the type of mobile phone usage and to verify the relationship with mobile phone 
dependency. Th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first grade panel data of the 
elementary school in the Korea Children 's Youth Panel in 2016. The results found 3 latent classes of 
mobile phone usage: family and friend concentration (Type1), family concentration low level (Type2) 
and essential (Type3).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e phone use typ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showed a significant effect. The Type 2 showed 
more dependency than the Type 1, and the Type 1 showed more dependency than the Type 3. These 
findings provided basis for the guideline of mobile phones use and for proper intervention to prevent 
mobile phone dependenc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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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과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휴
대전화는 전 연령대에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미국시장조
사기관인 퓨리서치의 20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
국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이고 휴대전화 사용자 가운
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전체 대상자의 95%에 달해 27
개 조사대상국가들 가운데 가장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2018년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
르면 2010년 조사 이래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 2017년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생의 52.4% 초등 고학년생은 82.6% 중고등학생
의 경우 90% 이상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2년 이래 크게 
상승하여 2017년 기준으로 37.2%의 초등저학년생과 
74.2%의 초등 고학년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보급률의 증가와 사용자 연령의 급격한 감
소, 와이파이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휴대전화는 이제 삶의 한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
았다[3]. 또한 휴대전화기기의 기능 향상으로 휴대전화는 
단순히 통신장비의 기능을 넘어서 개인저장 공간, 오락기
기, 사회적인 교류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
다[4,5].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의 과다사용에 따른 과의존, 중
독과 같은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정보
화진흥원이 발간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조
사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과위험 의존군(고위험군+잠재
적위험군)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1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6]. 전년대비 0.5% 증가하여 상승폭이 둔화되
고 있으나 전 연령대 중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7%로 휴대전화 과의존 실태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5년 대비 가장 큰 폭인 8.3% 상승하였다. 즉 전체 
유·아동 사용자 10명 중 2명이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그 상승폭은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접하는 
유아동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의지력과 자제력이 약한 아
동의 경우 특히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휴대전
화 과의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사용유형, 부모와의 관
계, 양육방식, 대인관계, 자존감, 정서적인 우울, 불안 등
을 들고 있다[8-13]. 주목할 사실은 휴대전화 이용유형

이 휴대전화에 대한 과의존 비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다. 휴대전화 이용용도 중에서 문자 메세지 이용비율과 
빈도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4,15]. 다만 휴대전화 과의존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휴대전화를 처음 접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16].

휴대전화를 사용 초창기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이용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는 휴대
전화 과의존을 예측하는 요소와 영향요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유형에 따라 잠재프로파일 분
석을 통해 잠재그룹을 찾고, 그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휴대전화 이용방식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하나의 단일집단으로 휴대전화의존
도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 비하여 휴대전화 이용유형에 
따른 집단과 의존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각 집단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접
근과 개입방법을 제시하여 과의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
견 예방하는데 적절한 개입방법과 시기를 모색하는데 기
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의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들은 휴대전화 이용 유형에 따라 어떤 
잠재유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휴대전화 이용유형에 따라 나눠진 초등학
생의 잠재유형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이용 수준을 통해 유형화하고  이 

유형이 휴대전화 의존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
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한국 아
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중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이다. 본 연구는 2016
년 초등학교 1학년 패널조사에 참가한 2,342명 중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84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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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도구
2.2.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휴대전화 이용 빈도를 활용하여 

유형화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
다.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총 9문항(가족과의 통화, 가족
과의 문자 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 시간 
보기)으로 이루어져있으며, 4점 척도(1=자주 사용한다, 
2=가끔 사용한다, 3=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전혀 사용
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해석상 편의를 위하여 모든 
문항을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04로 나타났다.

2.2.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휴대전화 의존도로, 이시형 외

[17]가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
다)로 구성되었다. 해석상 편의를 위하여 모든 문항을 역
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85로 나
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PSS 25.0, M-plus 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
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휴대전화 이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진행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활용한 적합도는 AIC, BIC, SABIC, Entropy, BLRT의 
p값 등이다. AIC, BIC, SABIC 값은 작을수록,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 BLRT의 p값이 유의할 때 모형적
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18]. 아울러 
유형화된 모든 집단이 5% 이상일 경우 집단별 비교가 가
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19], 본 연구 역시 그 기준을 활
용하였다. 셋째, 휴대전화 이용 유형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3.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먼저 성

별의 경우 남성은 959명(50.9%), 여성이 925(49.1%)로 
나타났고, 지역의 경우 도시 거주자가 1,506명(79.9%), 
농촌 거주자가 378명(20.1%)로 도시 거주자 비율이 약 
4배 높았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7점 만점에 평균 4.63
점(SD=1.008)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Table 2)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41점(SD=.41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대전
화 사용 용도별 이용 빈도를 확인해보면,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M=3.71, SD=.575)가 가장 높았으며, 사진 촬영
(M=3.05, SD=.91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
전화 의존도의 경우 4점 만점에 평균 2.15점(SD=.668)
으로 나타났다.

variable categories N %

Sex
Male 959 50.9

Female 925 49.1

Area
Urban 1506 79.9

Rural 378 20.1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status 
(M(SD)) 4.63(1.00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884)

Min Max Mean SD

Mobile Phone Usage 1.33 4.00 3.41 .419
- Phone call with family 1.00 4.00 3.61 .558
- Text message with family 1.00 4.00 3.45 .691
- Phone call with friend 1.00 4.00 3.59 .631
- Text message with friend 1.00 4.00 3.71 .575
- Games and entertainment 1.00 4.00 3.08 1.031
- Photography 1.00 4.00 3.05 .916
- Watch the video 1.00 4.00 3.23 .926
- Listening to music 1.00 4.00 3.45 .821
- View time 1.00 4.00 3.58 .693
Mobile phone dependency 1.00 4.00 2.15 .66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1,884)

3.2 휴대전화 이용 유형화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AIC, BIC, SABIC는 5개 유형이 가장 낮았고, Entropy
는 3개 유형이 0.960으로 가장 낮았으며, BLR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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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Model fit Groups

AIC BIC SABIC Entropy BLRT
P-value N(%)

1 38106.693 38206.434 38149.248 - - -

2 35537.024 35692.176 35603.221 0.953 .000 14271(75.7), 457(24.3)

3 34330.358 34540.922 34420.196 0.960 .000 1051(55.8), 674(35.8), 159(8.4)

4 31248.377 31514.352 31361.856 0.904 .000 1122(59.6), 382(20.3), 306(16.2), 74(3.9)

5 30609.395 30930.782 30746.517 0.909 .000 875(46.4), 382(20.3), 372(19.7), 181(9.6), 74(3.9)

Table 3. Model fit of Latent Profile Analysis

P-value는 모든 유형이 유의하였고, 2개 유형과 3개 유
형만이 5% 미만에 해당하는 집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활용한 적합도를 종합적으
로 살펴본 결과 3개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3개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은 가족 및 친구와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이 높고 나머지는 평균 수준인 것으로나
타나 ‘Family & Friends Concentration type(가족&
친구 집중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가족&친구 집중형
은 1,051명(55.8%)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가
족과의 통화와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이용 정도가 낮고 
나머지 용도는 대체로 평균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Family concentration low-level type(가족집중 저수
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가족집중 저수준형은 674
명(35.8%)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과의 통
화 외에는 모두 이용 수준이 낮아 필수적인 용도에만 사
용한다고 판단하여 ‘Required use type(필수 이용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필수 이용형은 159명(8.4%)으로 
확인되었다.

Fig. 1. Mobile Phone Usage Type

3.3 휴대전화 이용 유형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
휴대전화 이용 유형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10.4%(R2=.104)
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21.584, p<.001).

분석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이 휴대전화의존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201,p<.001). 
즉 여성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는 가족&친구 집중형을 기준으로 가족집중 
저수준형과 필수 이용형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한 결
과 각각 Coef.=.115(p<.001), Coef.=-.296 (p<.001)으
로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친구집중형보다 가족집중 저수
준형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필수 이용형보다는 가족&친구 집중형 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ariables Coef. S.E.

constant 2.141 .076

Sex(ref. Male) .201*** .030

Area(ref. Rural) .006 .037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status -.023 .015

Family concentration low-level 
type dummy 

(ref. Family & Friends 
Concentration type)

.115*** .032

Required use type 
(ref. Family & Friends 

Concentration type)
-.296*** .056

*** p<.001

Table 4. Relation between mobile phone usage typ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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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
하여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이용유형을 바탕으로 잠재프
로파일분석을 통해서 3개(가족&친구 집중형, 가족집중 
저수준형, 필수 이용형)의 잠재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잠재계층과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사용유형에서 가족&친구 집중형 집단
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가족, 친구와 통화 및 문
자, 즉 의사소통을 위한 사용정도가 가장 높으며 게임 및 
오락, 동영상감상, 음악듣기와 같은 오락적 용도로의 휴
대폰 사용은 평균이상으로 높은 집단이다. 둘째, 가족집
중 저수준형 집단은 가족과의 통화와 문자의 이용정도는 
낮고 친구들과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와 같은 친구들과
의 연락용도를 위한 사용이 가장 많고 게임 및 오락, 동
영상 감상, 음악듣기와 같은 오락적 용도의 이용이 평균
보다 높은 집단이다. 셋째, 필수 이용형 집단은 휴대전화 
사용항목 중 가족과의 전화 통화와 문자이용이 가장 많
고 이외의 오락적인 용도의 사용은 모두 낮은 집단이다. 
각 집단에 소속된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가족&친구 집중
형이 가장 많은 1,051명(55.8%)으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
이 이 집단에 속해있으며, 가족집중 저수준형이 두 번째
로 많은 674명(35.8%) 필수 이용형은 159명(8.4%)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특히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이용목적에 따른 유형화 연구는 거의 보고된 것이 없으
며, 휴대전화 이용목적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 개인
특성, 양육자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보고되고 있다[5,7,8,11]. 초등학생의 휴
대전화 사용은 남녀 아동 전체에서 게임․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와 같은 오락적 목적의 사용 수준 
점수가 낮은 반면, 가족과 통화나 문자 메세지, 친구와 통
화나 문자 메세지, 시간보기의 연락 목적의 사용 수준 점
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된다[20]. 이는 현재 연구에
서 살펴 본 항목별 휴대전화 이용수준과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휴대전화 이용의 각 항목별 수
준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을 유
형화 하고 나아가 이 유형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휴대전화 이용유형과 휴대전화 의존도와의 관계를 살
펴보면, 우선적으로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에 차이

를 보였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휴대전화 의존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통화 문자메세지와 
같은 연락을 목적으로 한 사용에 비해 오락적 목적을 위
한 사용비중이 높은 가족집중 저수준형 집단의 휴대전화
사용 의존도는 가족&친구 집중형 집단보다 높다. 오락적 
목적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의 평균값은 가족&친구 집중
형 집단이 가족집중 저수준형 집단보다 더 높으나, 전체 
휴대전화 사용항목 중에서 오락적 목적이 차지하는 상대
적인 비중은 가족집중 저수준형 집단이 더 크며, 오락적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과 성인
집단에서 휴대전화 사용 유형 중 오락적 목적을 위한 사
용이 높을수록 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2,3,14].

가족집중 저수준형은 휴대전화 이용용도에서 오락적 
항목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친구들과의 문자 메세지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과의존을 예측하거나 중독집단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항목이 친구들과의 문자 메세
지 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14].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
려하면 가족집중 저수준 집단은 현재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앞으로 휴대전화 과의존이나 중독으로 진행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 이용
초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험성이 높은 가족집중 저수준 집단에 적절한 이
용방법 교육과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연구는 잠재프로 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초등학생
들 사이에 휴대전화 사용유형이 다른 이질적인 하위 집
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용유형에 따른 휴
대전화의존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하
위집단별 휴대전화사용 유형에 따라서 휴대전화 의존도
를 낮추기 위한 적절하고 차별적인 개입과 예방교육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현재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
결과는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9개 문항으로 이용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휴대전화 이용문항이 포함되어 
잠재계층의 특성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이용유형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만을 검증하였다. 이후 휴대전화 의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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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과 휴대전화 과의존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은 잠재계층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
형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등학
생의 휴대전화 이용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하나의 
시점에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한 횡단연구이다. 이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휴대
전화 이용유형과 의존도의 변화패턴을 살펴본다면 휴대
전화 이용유형에 따른 의존도의 변화패턴과 이를 예측하
는 요인, 과의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 등 다각
도에서의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과 과의존 예
방을 위한 적정하고 실질적인 개입방향과 대책을 마련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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