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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등학생의 행동활성화체계/행동억제체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조 순 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보영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발생 및 유지요인으로 행동활성화체계(BAS), 행

동억제체계(BIS), 정서조절곤란을 제시하며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BAS와 BIS 각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

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동중독에 취약한 집단인 청소년 고등학생 464

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체계(BAS/BIS)척도, 한국판 정서조

절곤란 척도(K-DERS),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AS 및 BIS, 정서조절곤란,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BAS와 BIS, 정서조절곤란은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BAS와 BIS 각각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은 완전매개를

하며, 이런 결과는 BAS와 BIS 각각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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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정서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에 BAS 및 BIS,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행동활성화체계(BAS)/행동억제체계(BIS), 스마트폰 중독, 정서조절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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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커

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이 인터넷뿐 만 아니

라 휴대전화에 이어 이러한 변화들을 주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

급과 사용은 짧은 시간 내에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에서든 전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 음악, 게임, 쇼핑 금융, 동영상, 심지어 회사업무 등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김병년, 2013). 이러한 점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성과

높은 휴대성을 갖추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20)에서 발표한 ‘2019 방송매체 이

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년도보다 1.7%로 증

가한 91.1%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접속이 보다 용

이해져,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스마트

폰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2020)이 발표한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

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은 전체 위험군

비율이 20%로 전년 대비(19.1%)보다 0.9%p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은 과의존 위험군임을 의미한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청소년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29.3%) 대비 0.9% 증가하여, 2011년에 11.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8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또

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65.5%

에서 2019년 78.7%로 최근 3년 사이 13%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

며, 그중 대상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52.2%로 가장 높이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

흥원, 2020).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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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경향이 높아지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사용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면서 대인관계, 학교적응 및 사회성 발달을 저해한다(김효정, 안

현숙, 2015; 이민석, 2011). 또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초초함을 느끼고 심지

어 금단 현상 증상까지 겪게 되는 정신건강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한주리, 허

경호, 2004).

현재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장애의 진단 통계편람인 DSM-5(APA, 2013)에서

제시하는 진단 체계에는 포함되진 않았으나, 최근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물질사용

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도 물질중독과 유사한 뇌질환 및 심리적

장애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Substance

Related & Addictive Disorder)의 범주로 분류하였다(APA, 2013). 따라서 스마

트폰 중독이 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행동 패턴을 지닌 행동중독(behavioral addition)의 하나의 유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우상우, 박기쁨, 정성훈, 장문선, 2010; 하진미, 손정락, 2016;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행동중독은 특정 행위를 통해 욕구충족을 얻는

점에서 알코올, 마약 등과 같이 물질에 의존하는 물질중독과 유사하나 특정 행

동이나 활동, 과정에 대한 중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물질중독과 구분된다(한국

정보화진흥원, 2011). 더욱이 스마트폰은 휴대성이 편리하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행동중독보다 접근이 용이하기에 쉽게 중독에 몰두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구

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약물이나 다른 행동중독에

서 나타나는 유사한 신경학적 손상이나 기능저하를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Feltenstein & See, 2008; Kim et al., 2011; Montag, Kirsch, Sauer, Markett,

& Reuter, 2012; Zhai, Wang, & Lu, 2008).

행동중독을 설명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가 Gray(1987, 1990)의 강화민감성 이

론(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이다. 강화민감성 이론에서 Gray(1987,

1990)는 심리적 동기체계인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이

하 BAS) 및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이하 BIS)를 제안하며

이를 중독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 두 체계는 서로 독립적인 체계로, 각자 고

유한 뇌의 영역에 지배받는(Carver & White, 1994; Gray, 1987; Zinba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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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lman, 1998) 비자발적이고 무의식적 동기체계이다. BAS는 유기체가 바라는

어떤 것을 향해 접근하게 되는 심리적 가속(엑셀레이트) 체계로 비유할 수 있

다. 즉, ‘음식’, ‘성’ 혹은 ‘더위’나 ‘고통의 회피’ 등과 같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단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며, 자신이 바라는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기대할 때 생기는 긍정적인 정서인 행복, 흥분, 희망 등을

유발하는 동기체계이다. 반면에 BIS는 위험단서와 처벌에 반응해 움직임을 억

제시키는 심리적 멈춤(브레이크) 체계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처벌’이나 ‘위협’과

같은 부정적 단서들에 반응해서 불안을 경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멈추고 또 다른 위험 단서들을 찾기 위해 환경을 조사하도록 유도하는 동기체

계이다.

황현국과 이인혜(2015)의 연구에서 BAS와 BIS가 인간의 동기 및 행동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며(Pickering, Corr, & Gray, 1999), 행동중독의 하나인 휴대폰

및 인터넷 중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혜미, 2010; 박수미,

박윤아, 이해우, 이준영, 정희연, 최정석, 2011; Park et al., 2013). 최근 중독 연

구에서는 핵심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BAS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정동진,

조현, 박재우, 곽민정, 김대진, 2016), 높은 BAS 성향이 충동성의 원인으로 작용

하여(Gray, 1990), 중독을 일으키는 문제행동과도 연관됨에 따라(Breen &

Zukerman, 1999) 알코올이나 니코틴 혹은 도박 중독 등의 물질중독과 행동중독

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O’Connor, Stewart, & Watt, 2009). BAS가 중독행동과

관계가 있는 이유는 BAS가 활성화되는 것을 결정하는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

(Olivier & Koob, 2010)이 있으며, 하위요인 중 하나인 보상추구 특질이 보상과

관련된 학습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학습된 긍정적인 기대가 이후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중독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mith & Anderson,

2001). 이뿐만 아니라 BAS가 행동중독의 하위유형인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송병국, 최창욱, 조혜영, 오민아, 2017;

Ko et al., 2008; Yang & Lester, 2003)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Carver와 White(1994)는 BIS가 높을수록 처벌 가능성에 더욱 민감하

게 반응하고, 불안 수준이 더 높음을 밝혔으며, BIS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

적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독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도상금, 박현



- 4 -

주, 2000). 즉, 행동중독의 하위유형인 스마트폰 중독의 관점에서 보면, BIS 경

향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상황에서 야기되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교류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동진 등, 2016).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행동중독의 하위유형인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이 서로 관련이 있고(서민재, 최태영, 우정민, 김지현, 이종훈, 2013; 이동한, 이

환배, 김대진, 이상규, 2015),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가장 많이 하기 때

문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진흥원, 2017) 이를 바탕으로 BAS 및 BIS가

중독행동과 연관성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행동중독의 하위유형인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심리적 동기체계인 BAS와 BIS에 대한 Sutton과 Davidson(1997)는

이 두체계의 활동패턴 차이가 정서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BAS와 BIS

의 민감성 차이가 정서 양식을 만들고 그 차이가 기질, 정신병리의 취약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BIS가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를

더 잘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기 때

문에 심리적 부적응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조

문한, 오현숙, 김영직; 2017). 이뿐만 아니라 이선미와 박기환(2013) 연구에서도

BAS와 BIS가 각각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BAS는 정서조절

곤란을 부분매개하여, BIS는 완전매개를 통해 행동중독의 하위유형 중 하나인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BAS가 민감한 사람들이

폭식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이 자신이 느끼는 정서에 민감하지 못

하게 되어 정서조절의 곤란을 경험하게 되면 폭식행동과 같은 충동조절의 문제

가 행동중독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적 기간으로 이 시기의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극단적인 변화

가 많은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더디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Harter와 Buddin(1987)은 청소년기의 정서조절은 인지적 발달과

과업의 성공적 수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숙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 시기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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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정서조절능력은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

기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겪는 청소년에게 정서조절은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김진숙, 김창대, 유성경, 지승희, 2003). 하지만 정

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 우울과 같은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

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정서조절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정서조절곤란

(Emotion Dysregulation)이라고 한다. 나아가 정서조절곤란이 반복되어 개인의

패턴으로 발달하게 되면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정신 병

리로 발전하게 된다(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곤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이만제, 2009; 이정

민, 김미리혜, 김정호, 2012; 조성훈 권정혜; 2015), 휴대폰 중독(최재천, 이지연,

장진이, 2014), 병적도박(Williams, Grisham, Erskine, & Cassedy, 2012), 알코올

을 포함한 물질중독(이서윤, 안소영, 2013; 이주연, 전종설, 2015; 양모현, 류준범,

이경순, 2014; Coffey & Hartman, 2008; Fox, Axelrod, Paliwal, Sleeper, &

Sinha, 2007) 등의 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중독 행동과 관련됨이 확인되었다.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

구 결과(김소연, 전종설, 2016; 김은영, 김정기, 최승애, 남태현, 2016; 이현주, 하

은혜, 2016; 최다혜, 이혜진, 2017)를 살펴봐도 정서조절곤란이 행동중독에 선행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성인도 아이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어 혼돈,

갈등, 외로움 등의 감정으로 인해 긴장이 지속되는 시기로. 특히, 청소년들은 통

제력이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더 중독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Kwon, 2011).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넷 및 휴대폰에 비해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특히 이는 연령과도 관계가 있어 학교급이 높아

질수록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대영, 이정

기, 2014). 또한 박혜진(2013)은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명진(2014)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부모의 감시나 지도, 통제에서 벗어나 외부활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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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정서조절곤란이 심리적 부적응과 함께 행

동 장애 및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이보경, 2005)는 연구가 있는 반면, 정서

조절을 잘하게 될 때 심리적 불편감이 감소하며 결국 인터넷 게임 과사용이 감

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조성훈, 권정혜,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활성화체계(BAS)와 행동억제체계(BIS)라는 심리

적 동기체계 변인이 정서조절곤란이라는 정서적 취약성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행동중독에 취약한 청소년기 고등학

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 7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행동중독에 취약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동활성화체계(BAS)

와 행동억제체계(BIS)가 정서조절곤란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리적 동기체계인 BAS와 BIS가 정서조절곤란

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BAS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 BAS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BIS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2. BIS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고등학생의 행동활성화체계(BAS)와 행동억제체계(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의 BAS/BIS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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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곤란

스마트폰 중독BAS

그림Ⅰ-1. 고등학생의 행동활성화체계(BAS)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모형

정서조절곤란

스마트폰 중독BIS

그림Ⅰ-2. 고등학생의 행동억제체계(BIS)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행동활성화체계(BAS)/행동억제체계(BIS)

BAS는 유기체가 원하는 자극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체계로, 목

표하는 단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생기는 흥

분, 행복감, 희열, 희망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교헌, 김원

식, 2001). 즉, BAS가 활성화되면 목표에 접근하려는 행동이 증가 되고, 보상 단

서에 반응하여 긍정적 감정을 크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BIS는 유기체가 처벌이나 위협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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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목적인 동기체계로, 불안 또는 두려움과 같은 단서들

에 반응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Arnett & Newman, 2000; Carver

& White, 1994; Gray, 1987, 1990; Hagopian & Ollendick, 1994). 즉, BIS가 활성

화되면 행동이 억제되고, 불쾌한 정서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생리적 반응

을 증가시켜(Gross & Levenson, 1997) 각성과 불안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BAS와 BIS를 측정하기 위하여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미국판 BAS/BIS 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번안하

여 타당화한 한국판 BAS/BIS 척도를 사용하여 얻어진 점수를 말한다.

나.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내성과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 초조함을 느끼는 금단현상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촉발되어 일상생

활에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인 간 갈등을 유발시켜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

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진단 척도(김동일, 정여

주, 이윤희, 김병관, 전호정, 2016)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에 대한 자각의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고 원하는 목표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 상황에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

미한다(Gratz & Roemer,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였고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하여 개발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

도(K-DERS)에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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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행동활성화체계 / 행동억제체계

강화민감성 이론에서 Gray(1987, 1990)는 행동과 정서를 기초하고 있는 두 가

지의 심리적 동기체계로 행동활성화체계(behavioural activation system: BAS)와

행동억제체계(behavioural inhibition system; BIS)를 제안했다.

BAS는 유기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움직이는 심리적 가속 페달에 비유할 수

있으며 충동성을 표상으로 한다. 즉, 개인이 원하는 특정 단서를 민감하게 감지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체제로 희망, 흥분,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교헌, 김원식, 2001). 다시 말하면, BAS 민

감성이 높은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때 긍정적 감정과 동기

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교헌, 김원식, 2001). 또한 BAS는

성격의 ‘충동성’ 차원과 관련이 있어(황현국, 이인혜, 2015; Gray, 1990)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으며, 특히 BAS의 민감성이 높은 경우 목표 행동에 대한 접근 행동

을 높이고, 보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긍정적 감정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된

다. 이 체계는 좌반구 전전두엽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파민의 경로로

도 알려져 있다.(Carver & White, 1994; Wheeler, Davidson, & Tomarken, 1993;

Stellar & Stellar, 1985).

반면에 BIS는 유기체가 처벌이나 위험단서에 반응하여 행동을 중지하는 심리

적 멈춤 체계에 비유할 수 있으며 불안을 표상으로 한다. 즉, 처벌이나 위협과

같은 불안과 관련된 단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멈추고 다른 위험이나 위협 단서들을 찾기 위해 환경을

조사하도록 유도하는 동기체계이다(Gray, 1990).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때 흔히 경험하게 되는 공포, 불안, 좌절, 슬픔 등의 정서가 BIS

의 높은 민감성과 관련이 있다. 이 체계는 뇌의 중격해마체계와 세르토닌 경로



- 11 -

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Gray, 1987, 1990), 신경증적 경향성,

부정적 정서성 등과 높은 정적 상관임이 보고되었다(김교헌, 김원식, 2001;

Carver & White, 1994). 특히 불안과 관련되어 BIS가 활성화되면 부정적인 자

극이나 처벌로부터 철회하게 하여 행동을 억제시킨다. BIS 또한 여러 정신 병

리의 예측 변인이 되어, 높은 BIS 수준은 개인을 사회불안, 강박 등의 불안 관

련 장애와 불안이 혼합된 우울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다(Coplan,

Wilson, Frohlick, & Zelenski, 2006; Fullana et al., 2004).

2.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란 자신의 행위가 중요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으로 유지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말한다(양정남, 1998). 일반적으로 정신의학

에서의 중독(addiction)이란 주로 약물중독을 의미해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알

코올, 마약 등의 물질로 국한(Walker, 1989)하여 물질중독을 정의하는 것에서 나

아가 행동 역시 중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West, 2001)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영애와 정규석(2016)은 최근 인터넷 게임 등 ‘행동’에 대한 중

독을 질환으로 DSM-5가 분류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을 행동중독으로 개념을

정립하였고,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통해 중독 행동을 하는 것이기에 행동중독으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강희양, 박창호, 2012).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정신의

학회(APA, 2013)에서는 물질사용과 관련 없이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도 물질중

독과 유사한 뇌질환 및 심리적 장애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Substance Related & Addictive Disorder)의 범주로 분류하

였다.

스마트폰 중독의 정의는 현재까지 명확히 합의된 정의되지 못한 상태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휴대전화 중독의 개념과 진단기준

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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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6; 김희재, 김태희, 김종완, 2014).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단, 내성, 일상생

활장애와 같은 구인은 인터넷, 휴대전화, 스마트폰 중독 모두에 해당되는 반면

이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오선화, 하은혜, 2014) 스마트폰 중독만의 고유

의 구인도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폰의 휴대성, 즉시성과 같은 특

성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중독에 비해 차이가 있으

며(황재인, 신재한, 2013;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게임, 채팅, SNS등 콘텐

츠별로 중독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에(김병년, 2013) 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2014)는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의 개념에 스마트기기의 새로운 특성을 부가

하여 개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해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김동일 등(2016)이 개발하고 타당

화한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구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

화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현저성, 충동․강박적 사용, 금단, 내성, 문제(신체적,

비행, 일탈), 대인간 갈등으로 선정하고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문항과 구인에 대해서 신뢰도, 구인타당도, 준거타

당도를 확인하였다. 첫째 금단현상은 스마트폰을 빼앗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분노, 초조감, 불안해 지는 것으로 정여주(2005)는 도박중독, 약물중독에서 상용

되는 중독의 대표개념으로 보았다. 둘째 내성은 스마트폰 사용을 점점 더 많이

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셋째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다.

넷째 충동․강박적 사용은 스마트폰의 알람이나 메시지 도착 소리 등에 충동적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이를 강박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이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일상생활의 문제와 대인 간 갈등이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다

양한 신체적 증상 발현 등의 신체적, 비행, 일탈문제를 별도로 나누고,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주변 가족, 친구들과 갈등을 겪는 대인 간 갈등과 분리해서 제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하고 타당화 한 연구(김동일 등, 2016)를 기초로 하여 스마트

폰 중독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즉,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통

제력을 상실하여 내성과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 초조함을 느끼는 금단현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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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어려움이 촉발되어 일상생활에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인 간 갈등을

유발시켜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3. 정서조절곤란

정서는 개인의 삶에서 무시하거나 억제해야 하는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인 현상

이 아니라 생존 및 적응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행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Campos, Campos,

& Barrett, 1989; Carver, Lawrence, & Scheier, 1999). 이에 매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를 자각하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하

고 대처하는 정서조절이 중요하다(이지영, 권석만, 2006). 따라서 정서조절을 불

쾌한 감정을 다루기 위해 동원하는 무의식적, 의식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모든 대

처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고(이지영, 권석만, 2006; Gross,

1998), Cole과 동료들은(Cole, Mochel, & Teti, 1994)는 개인이 당면한 입장에서

요구와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되는

등,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폭넓은 구성개념으로 보았다(Walden &

Smith, 1997).

하지만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정서조절(Cicchetti et al., 1995; Thompson, 1994)의 실패가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정서조절곤란이라고 하였다(Cole, Mochel, & Teti, 1994).

Barnow, Stopsack, Grabe, Meinke, Spitzer, Kronmüller, & Sieswerda(2009)는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정서적 취약성을 정서조절

곤란으로 개념화하고, 정서조절곤란을 겪는 사람이 작고 사소한 자극의 영향을

쉽게 받고, 부정적인 정서를 회복하는데 긴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

인 내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방해하여 다양한 정신병리의 발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이원화, 이지영, 2011; 최은희, 최성진 2010; Cole,

Michel, & Teti, 1994; Silk, Streinberg, & Morris, 2003). 또한 일시적으로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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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키며 과잉행동이나 행동억제로도 나

타날 수 있어(이지영, 권석만, 2006)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Cole, Michel, & Teti, 1994).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하면 일시적으

로는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지 않거나 불안 감소 등의 이득을 얻게 되지만, 장기

적으로는 정서조절곤란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정신병리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서조절곤란을 정서조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다 분명하

게 정의내리기 위해 꾸준한 노력들을 시도하였으나, 정서조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복잡한 개념일 뿐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이라는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측

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했기 때문으로(Gratz & Roemer, 2004) 정서조절 및 정

서조절과정에 대해 각자의 연구관심사에 따라 정의를 내리거나 선택함으로써 연

구를 진행해오고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Gratz와 Roemer(2004)의 통합적인 개

념을 채택하여 정서조절의 정의를 제안하면서,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 정서조

절곤란(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측정도구를 통해 개념

화하고자 한다.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의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

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

게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라는 대로 정서적 반응들을 조절하려고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전략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서조절을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결핍될 경우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의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eenan,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의 6가지 하위요인의 특성에 근거

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를 사용하여 정서조절곤란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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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들 간의 관계

가. BAS/BIS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인간의 심리적 동기체계인 BAS 및 BIS는 인터넷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

는 요인이다(김혜미, 2010; 박수미, 박윤아, 이해우, 이준영, 정희연, 최정석,

2011;, Park et al., 2013). 예를 들어 BAS는 중독과 관련된 특질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Stautz & Cooper , 2013) 충동성, 감각추구 등과도 상관이 있다

(Darkes, Greenbaum, & Goldman, 2004). 또한 여러 연구에서 흡연 및 도박

(O’Connor, Stewart, & Watt, 2009), 알코올(Ivory & Kambouropoulos, 2012) 등

의 중독행동과도 관련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 중 행동중독의 하위유형 중 하

나인 인터넷중독과도 그 연관성이 연구되어 인터넷 과사용자가 일반 사용자보다

BAS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Franken, Muris, & Georgrieva,

2006; Kambouripoulos & Staiger, 2001; Meerkerk et al., 2010). 이외에도 Ko 등

(2008)은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AS의 하위요인 인 재미추구가 인터넷

중독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 하였고, 외향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및 스마트

폰 과사용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송병국, 최창욱, 조혜영, 오민아, 2017;

Yang & Lester, 2003).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BAS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즉각적인 욕구충족 경험이 보상으로 작용해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중독에

이르게 될 수 있다(강주연, 2012; 조수진, 2012).

반면에 BIS(Gray, 1990)는 혐오 및 공포 자극들로 인해 활성화되면 불안이 높

아지게 되고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중독행동을 보이게 된다(도

상금, 박현주, 2000). 이런 BIS의 특징이 스마트폰 중독의 배경이 될 수 있다.

BIS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아 타인과 직접적인 교류보다 온라인을 통

한 간접적인 교류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BIS 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상황에서 야기되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교류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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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몰두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정다은, 2016; 정동

진 등, 2016). 다시 말하면 BIS가 높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환경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 억제체계가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중

독경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BIS가 핵심을 이루는 신경증이 스마트폰 과

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조수연, 2014; 채려분, 2013; Montag, Jurkiewicz, &

Reuter, 2010; Zamani, Abedini, & Kheradmand, 2011)는 선행연구에서도 BIS가

행동중독인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성향과 BAS, BIS와의 관계를 예측한 연구(Kim 등, 2016)도 살

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BAS와 BIS 점수가 비교집단에 비

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BAS 수준이 높은 개인이 보상에 민감하고 보상에

접근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중학생들의 컴퓨터 관련 중독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BAS/BIS 성향은 각각 충동성 및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Gray, 1990), 중독을 포함한 문제행동과 연관되어 있다(Breen & Zukerman,

1999).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BAS와 BIS가 행동중독인 스마트

폰 중독과 연관성이 있는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나. BAS/BIS와 정서조절곤란과의 관계

정서변인과 관련하여 심리적 동기체계인 BAS와 BIS가 대인관계，폭식，심리

적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이석호，2009;

Baumann, Kaschel, & Kuhl, 2007; Gross, 1998). 아울러 Davidson(2000) 또한

BAS와 BIS 민감성의 차이가 정서 양식(affective style)의 차이를 만들고 이 정

서 양식 차이가 기질，성격，정신병리의 취약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BIS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더 잘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에 취약한 모습

을 보인다(민병배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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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ton과 Davidso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과 편도체의 활동패턴의 차

이를 BAS와 BIS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이 시스템의 활동패턴 차이가 정서조절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Gomez와 Gomez(2002)도 BAS가 민감한 사람들이 긍

정적 자극에 대한 과제 수행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BIS가 민감한 사람들은

부정적 자극에 대한 과제 수행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하였다. 이는 접근-회

피 성향이 자극의 감정가에 따른 선택적 주의를 하게 하는 것을 밝힌 연구로，

공포，좌절，불안，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BIS의 높은 민감성과 관련이 높

고，BAS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하는 김교헌과 김원식(2001)의 연

구와 같은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접근 기질을 갖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자극의 추구 및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보상을 경험하여 긍정적 정서에

선택적 주의를 하게 되고, 회피 기질을 갖는 사람들은 학습된 처벌 단서에 더욱

민감하여 부정적 정서에 선택적 주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두 체계의 민

감성이 동시에 높은 사람들의 경우 양가적인 정서가 내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정서조절곤란을 겪어 중독행동의 발생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같이 행동중독의 하위유형으로 보는 폭식 장애와 정서조절곤

란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보면, 폭식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이 부정정서에

대한 역기능적인 대처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폭식 행동을

촉발하였으며, 폭식하는 동안 혹은 그 이후에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기 때문에 폭

식 행동이 반복된다고 설명한다(Bennett, Greene, & Schwartz-Barcott, 2013;

Leehr et al., 2015; Rommel et al., 2012). 즉, 부정정서를 느끼면 BIS가 활성화되

고 이것이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지고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미현,

채규만, 2012; 조혜진, 권석만, 2011; Whiteside et al., 2007)이 이러한 경험적 연

구결과를 뒷받침한다.

BAS/BIS와 정서조절의 관계를 본 연구들에서 BIS 민감성은 일관적으로 정서

조절곤란 및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과 정적 관련성을 갖는 반면, BAS는 적응

적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을 가지는 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Hannan & Orcutt, 2013; Markarian, Pickett, Deveson, & Kanona,

2013; O’Connor, Staiger, Kambouropoulos, & Smillie, 2014; Tull, Gr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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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zman, Kimbrel, & Lejeuz, 2010). BAS의 복합성은 BAS와 BIS의 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보상과 처벌 자극에 모두 민감하고 접근-회피 동기 성향을 모두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극 및 활동에 대해 접근-회피의 내적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함에 따라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은 정서조절곤란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서조절곤란은 다시 부정정서

를 조절하는 부적응적 대처방식으로서 중독행동과 같은 보상 자극을 탐닉하려는

동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Heatherton & Baumeister, 1991)

다. 정서조절곤란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중독은 일상생활 유지에 지장을 주고 신체적 혹은 정신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습관을 말하며, 부작용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상경험을 얻기 위하

여 멈추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김교헌, 2007; Oktan, 2011). 행동중독은 물질중

독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뇌 회로의 영향을 받으며, 유사한 단계를 거쳐 작용한다

(Potenza, 2006). 또한 정서조절곤란을 많이 경험할수록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과 관련되어, 물질중독 뿐 아니라 행동중독에 빠질 위험 역시 높아지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Nikmanesh et al., 2015; Oktan, 2011). 즉, 중독의 핵심은 통제

와 조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서조절곤란은 행동중독을 야기하는 강

력한 요인으로서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우상우, 박기쁨, 정성훈, 장문선,

2010; Oktan, 2011; Weinstein & Lejoyeux, 2010). 이와 더불어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독(이서윤, 안소영, 2013; 이주연, 전종설, 2015; 양모현, 류준범, 이경순,

2014; Coffey & Hartman, 2008; Fox, Axelrod, Paliwal, Sleeper, & Sinha, 2007),

스마트폰 중독(김소연, 전종설, 2016; 최다혜, 이혜진, 2017), 인터넷 중독(조성훈,

권정혜, 2015)등의 다양한 중독 행동의 유형들과 정서조절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

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엄민경(2013)은 정서표현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정서표현성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지는 부적상관 결

과를 보고하며, 전미아(2014)의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스마

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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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정서조절능력 수준이 낮았고(이만제, 2009),

부모와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함이 검증되었다(김서현, 김정규, 2016). 중독 행동과 관련해 정서조절곤

란을 많이 경험할수록 남녀 청소년 모두 인터넷 중독성향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

며(김현복, 2011), 스마트폰 중독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다혜,

이혜진, 2017). 이외에도 정서조절곤란과 인터넷 중독의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으며(김서현, 김정규, 2016; 변시영, 조한익, 2011; 이정민 등, 2012; 전세

훈, 이지연, 2017), 정서조절곤란을 많이 겪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역시 높게 나타

남을 확인하였다(김은영 등, 2016; 이현주, 하은혜, 2016; 윤혜정, 권경인, 2011;

최다혜, 이혜진, 2017; 최재천, 이지연, 장진이, 2014). 즉,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

게 되면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을 약화시키고 중독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중독 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적 시기로 이 시기의 정서적

경험은 매우 극단적이고 변화가 많다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정서를 조절하는 능

력을 더디게 발달한다. 더불어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확산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측면에서 예방과 치료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매개변인으로서 정서조절능력이 검증된다면 예방과 상담적인 개입에서 변인

에 대한 경험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초래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개입프로그램 및 상담 전략을 구안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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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남․여학

생을 총 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5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4곳의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대상 학생

들의 각 담임 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시간, 설문지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총 500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연

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한국판 BAS/BIS 척도,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

진단 척도,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작성 시간은 평

균 2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이중 설문 참여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로

활용되는데 동의를 한다는 내용에 체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36부를 제외

한 464부의 응답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배포한 설문지의 회수율은 92.8%였다.

2. 측정도구

가. 한국판 행동활성화체계(BAS)/행동억제체계(BIS) 척도

고등학생의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미국판 BAS/BIS 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우리말

로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판 BAS/BIS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평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BAS와 BIS로 구성되어 있다. BAS

는 감각 추동(Drive: 4문항), 보상민감성(Reward Responsiveness: 5문항), 재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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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Fun Seeking: 4문항)의 3개의 하위척도로, BIS는 단일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BAS/BIS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체계의 활성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Ⅲ-1. 한국판 BAS/BIS척도 하위요인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BAS

보상 민감성 1, 2, 3, 4, 5 5 .77

추동 13, 14, 15, 16 4 .80

재미 17, 18, 19, 20 4 .65

전체 13 .83

BIS 6, 7, 8, 9, 10, 11, 12 7 .80

역채점 문항: 10, 12

본 연구에서의 BAS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으며,

BIS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BAS와 BIS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Ⅲ-1과 같다.

나.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진단 척도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S-척도, 15문항)이다. 그러

나 이 척도는 스마트폰만의 특징적 사용 양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최초 개발 당시와 달리 스마트폰 보급률, 연령대별 이

용특성, 서비스의 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척도의 개편 필요

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진단 척도(김동일 등,

2016)로 측정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총점의

범위는 30～120점이다. 하위요인은 현저성, 충동․강박적 사용, 금단, 내성, 문제

(신체, 비행, 일탈), 대인 간 갈등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

인별 5문항,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20, 30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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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Ⅲ-2.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진단 척도 하위요인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현저성 1, 2, 3, 4, 5 5 .80

충동․강박적 사용 6, 7, 8, 9, 10 5 .73

금단 11, 12, 13, 14, 15 5 .90

내성 16, 17, 18, 19, 20 5 .71

문제(신체, 비행, 일탈) 21, 22, 23, 24, 25 5 .75

대인 간 갈등 26, 27, 28, 29, 30 5 .77

전체 30 .93

역채점 문항: 10, 20, 30

김동일 등(2016)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본 연구에

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Ⅲ-2와 같다.

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였고 조용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하위 요인, 즉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경향, 정

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그

리고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사용 하지 않음, 5=매우 많이 사용)로 응

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래

(2007)의 연구결과, 문항 분석 및 요인 분석에서 예상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



- 23 -

온 17번 문항을 제외한 35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도 이와 동일한 문항

을 사용하였다.

표 Ⅲ-3.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정서조절곤란 1-35 35 .94

역채점 문항: 1, 2, 6, 7, 8, 10, 19, 21, 23, 33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 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계수(Cronbach’s α)가 .94이었다.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Ⅲ-3과 같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BAS, BIS, 정서조절곤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

순상관분석을 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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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BAS 및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소재한 4곳

의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464부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 과 같다.

표 Ⅳ-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64)

구분 빈도(명) 구성 비율(%)

성별
남 242 52.2
여 222 47.8

연령

만 15세 16 3.4

만 16세 258 55.6

만 17세 190 40.9

스마트폰

사용

주목적

통화 18 3.9

SNS 136 29.3

쇼핑 4 0.9

검색 13 2.8
인터넷 강의 11 2.4

웹툰(웹소설) 31 6.7

유튜브 234 50.4

게임 17 3.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 구성은 남자가 242명

(52.2%)으로 여자 222명(47.8%)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만 16

세가 258명(5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만 17세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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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만 15세 16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주 목적별

로는 유튜브에 가장 많은 234명(50.4%)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는 SNS 136명(29.3%), 웹툰 31명(6.7%), 통화 18명(3.9%), 게임 17명(3.7%), 검색

13명(2.8%), 인터넷 강의 시청 11명(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쇼핑은 가장 적은

4명(.9%)이 응답하였다.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행동활성화체계(BAS)와 행동억제체계(BIS), 정서조절

곤란,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표 Ⅳ-2에 제시하였다.

BAS 및 BIS는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BAS, BIS의 평균은 각각 2.97점, 2.93점으로 모두 보통점수

(2.5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곤란은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능한 것으로 고려할 때 고등학생이 느끼는 정서조절곤란 평균은

2.47점으로 보통점수(3점)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

트폰 중독은 최대 1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가능한 것으로 고려할 때 고등학생이

표 Ⅳ-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464)

주요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BAS 2.97 .44 -.01 .08

BIS 2.93 .55 -.29 .01

정서조절곤란 2.47 .65 .09 -.60

스마트폰 중독 1.89 .46 .5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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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스마트폰 중독의 평균은 1.89점으로 보통점수(2.5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Ⅳ-4

에 제시하였다. BAS는 정서조절곤란, 스마트폰 중독과 각각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17, p<.01, r=.14, p<.01). BIS 또한 정서조절곤란, 스마트폰 중독과 각

각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45, p<.01, r=.15, p<.01). BAS와 BIS 간의 상관

역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24, p<.01).

정서조절곤란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47, p<.01). 이는 BAS와 BIS가 민감할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클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계수

(N=464)

BAS BIS 정서조절곤란 스마트폰 중독

BAS 1

BIS .24** 1

정서조절곤란 .17** .45** 1

스마트폰 중독 .14** .15** .47**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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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S/BIS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BAS 및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1982)를 실시하

였다.

Baron과 Kenny(1986; Kenny, 2014)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은 3번의 분석과

4번의 해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째, 예측변인은 가정된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

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예측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

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줄어든다. 즉, 2단계의 독립변인을

예측변인으로 한 종속변인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예측변인의 효과(β값)가 독립

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β값보다 커야 한다.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

면 독립변인이 오직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완전매개효과

(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반면에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의 효과보다 작게 되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인을 통

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st)를 갖게 된다.

매개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지 분석하기 위한 Sobel test(1982)의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Z=value=a×b/√b2×SEa2+a2×SEb2인 Sobel(1982)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a는 경

로 a(독립변인→매개변인)의 비표준화계수, b는 경로 b(매개변인→종속변인)의

비표준화계수, SEa는 경로 a의 표준오차, SEb는 경로 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Z-value가 ±1.96보다 크다면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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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회귀분석에 따라 각 매개변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BAS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예언변인인 BAS가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17, p<.001), BA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서도 유의하므로(β=.14, p<.01) 첫째, 둘째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세 번째 조건

인 정서조절곤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β=.47, p<.001).

마지막으로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BAS와 정서조절곤란을 상정하

고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S를 단독으

로 독립변인에 포함시켰을 때에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나 정서조절곤란을 함께

포함시켰을 때, 즉 정서조절곤란을 통제한 후 BA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β=.06, ns), 정서조절곤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β=.46, p<.001). 그러므로 정서조절곤란은 BAS와 스마트

폰 중독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BAS 자

체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BAS가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

다.

BAS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완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3.51로 고등학

생의 BA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완전 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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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BAS, 정서조절곤란 및 스마트폰 중독의 중다회귀분석

(N=464)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β R2(adj-R2) t F

1 BAS

정서

조절

곤란

.25 .07 .17 .03(.03) 3.68*** 13.55***

2 BAS
스마트폰

중독
.15 .05 .14 .02(.02) 3.06** 9.37**

3

정서

조절

곤란

스마트폰

중독
.33 .03 .47 .22(.22) 11.37*** 129.36***

4

정서

조절

곤란

BAS

스마트폰

중독

.32 .03 .46

.22(.22)

10.97***

66.05***

.07 .04 .06 1.53

**p<.01, ***p<.001

.17***

정서조절곤란

스마트폰 중독BAS

.14** / .06

.46***

그림 Ⅳ-1. BA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 곤란의

완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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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IS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예언변인이 BIS가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45, p<.001),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서도 유의하므로(β=.15, p<.01) 첫째, 둘째 조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세 번째 조건

인 정서조절곤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β=.47, p<.001).

마지막 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예언변인으로 독립변인인 BIS와 매개변인인 정서

조절곤란을 함께 투입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BIS를 단독으로 독립변인에 포함시켰을 때에는 유의하였으나 정

서조절곤란을 함께 포함시켰을 때, 즉 정서조절곤란을 통제한 후 BIS가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β=-.08, ns), 정서조절곤란이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 하였다(β=.50, p<.001). 그러므로 정서조절곤

란은 BIS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BIS 자체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BIS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BIS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완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7.67으로 고등학

생의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완전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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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BIS, 정서조절곤란 및 스마트폰 중독의 중다회귀분석

(N=464)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β R2(adj-R2) t F

1 BIS

정서

조절

곤란

.53 .05 .45 .20(.20) 10.85*** 117.79***

2 BIS
스마트폰

중독
.12 .04 .15 .02(.02) 3.19** 10.17**

3

정서

조절

곤란

스마트폰

중독
.33 .03 .47 .22(.22) 11.37*** 129.36***

4

정서

조절

곤란

BIS

스마트폰

중독

.36 .03 .50

.22(.22)

10.96***

66.50***

-.07 .04 -.08 -1.75

**p<.01, ***p<.001

정서조절곤란

스마트폰 중독BIS

.45***

.15** / -.08

.50***

그림 Ⅳ-2.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완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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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BAS 및 BIS, 정서조절곤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주특

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행동

활성화 및 행동억제체계(BAS/BIS)척도,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진단 척도(김동일 등, 2016)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척도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 BAS, BIS, 정서조절곤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BAS

및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갖는 매개효

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BAS와 BIS 각각은 정서조절곤란과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즉 BAS와 BIS가 모두 민감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행동이 증가할 뿐

만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을 초래한다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BAS와

BIS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이미현, 채규만, 2012;

조혜진, 권석만, 2011; Leehr et al., 2015), BAS와 BIS가 높을수록 중독 행동이

증가하고(강주연, 2012; 김혜미, 2010; 박수미 등, 2011; 조수진, 2012; 정다은,

2016; 조수연, 2014),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많을수록 중독 행동의 발생이 증가한

다(김은영 등, 2016; 김현복, 2011; 엄민경, 2013; 우상우 등, 2010; 이만제, 2009;

이현주, 하은혜, 2016; 최다혜, 이혜진, 2017; Nikmanesh et al., 2015; Oktan,

2011)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경호(2014)의 대인불안

이 높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 33 -

둘째, BAS, BIS, 정서조절곤란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나 그 중 스

마트폰 중독에 정서조절곤란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 최다혜, 이혜진(2017)의 연구

에서 부정적 정서와 정서조절의 실패가 다양한 중독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으나,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수용하여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면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또한 엄민경(2013)은 정서표현성 수준이 높고, 인지적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전

략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한수진, 2015), 한미경

(2015)은 정서조절능력을 기르는 것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서 오는 공격성의 정

도를 낮출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도 맥락을 함께 하는 결과이다. .

셋째,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BAS 및 BIS는 정서조절곤란

을 완전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BAS 와 BIS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스마트폰 중독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현주와 하은혜(2016)의 결과

와도 일치한다. 즉, 부정적인 강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행동중독인 스마

트폰 중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강한 정서를 경험하며, 그 정서조

절의 곤란을 경험할 때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

면 BAS 및 BIS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정서조절곤란을 겪지 않는다면 스마트

폰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지만,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스마트폰 중

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같이 행동중독 유형의 하나로 보는 폭식행동에 관한 이

선미, 박기환(2013)의 연구에서 BIS가 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했을 때만 폭식행동이 초래된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다. 조

소현, 조아라(2008; Berg, Crosby, Wondelich, & Hawley, 2000; Cassin & von

Ranson, 2005)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BIS가 높은 경우 폭식행동을 보인다는 기

존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다. 즉, BIS의 민감성이 높더라도 정서조절의 어려

움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폭식행동이라는 행동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치료에 대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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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발달상 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안 할 때, 임상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변인인 정서조절곤란과 같은 심

리․사회적인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행동중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매개변인으로 제시된 정서조절곤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스마트폰 중독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할 때 실제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지를 고려하며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예방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원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스마트폰 중

독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확장시켜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확

장된 형태의 행동중독 분야로 치료적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매년 스마

트폰 중독의 위험군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중

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원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상담현장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 대해 임상적으로 개입할 때 정서조절곤란 정도를

파악하고, 대처와 조절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이 감소될 수 있다는

치료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으로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고등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소수의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집단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청소년 시기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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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떠나 무작위로 표집한 고등학생 대상이므로 실제

스마트폰 고위험군의 청소년을 충분히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스마트

폰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후

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두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반응이 과장, 과소평가와 같은 측정 오차의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통제된 실험설계방법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마트폰의 매체적 속성과 더불어

정서조절곤란과 관련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되 다른 요인들을 추가해

각 변인 간의 경로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행동중독 분야의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 센터가

부족한 실정에서 향후 국가적 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중독분야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시스템을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이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이행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중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병질환에

대한 추후 연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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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Behavioral Inhibition System on

Smartphone Addiction.

JO, Soon Hwa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is study suggest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BA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BIS), Emotion Dysregulation as the cause of Smartphone

addiction and attemp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of these. Moreover, this

study is to prove BAS and BIS affects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Emotion Dysregulation. The total of 464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vulnerable to behavioral addiction participated in measuring Smartphone

addiction using Korean version BAS/BIS, Difficulties of Emotional Regulation

scale(K-DERS) and Smartphone addiction self-diagnosis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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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results are the brief summary of the study.

First, BAS/BIS and Emotion dysregula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showed significant proportional correlation

Second, BAS/BIS, and Emotion dysregulation clearly explained smartphone

addiction.

Last, Emotion Dysregulation fully mediates between BAS/BIS and

smartphone addiction which means BAS and BIS respectively does not cause

direct effect to smartphone addiction but causes indirect effects.

The outcome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BAS and BIS and Emotion

Dysregulation has an important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and discussed

the importance and limits of this study.

Key words : BAS/BIS, Smartphone Addiction, Emotion Dys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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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판 행동활성화체계/행동억제체계(BAS/BIS)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들

입니다. 다음을 읽고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V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게 되면, 나는 흔히 흥분하고 기운이  

 넘친다.
① ② ③ ④

2
 내가 무언가를 잘해 냈을 때, 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3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보통 그 일로 크게 영향을  

 받곤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경기(게임)에서 이기면 보통 매우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볼 기회를 갖게 되면, 나는 곧바로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6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보통 크게  

 흥분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실수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8  비판을 듣거나 꾸중을 듣게 되면 나는 마음이 많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9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많이 근심하거나 마음 심란해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나는  

 좀처럼 예민해지거나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
① ② ③ ④

11
 나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 ① ② ③ ④

13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면, 나는 즉시   

 움직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내가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나는 흔히 그것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흔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방식에 전력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려 할 때, 나는 흔히 ‘아무것도 나를 방해  

 할 순 없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종종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흥분과 새로움을 매우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9
 새로운 일이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나는 언제나 그것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보통 ‘기분파’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는 역채점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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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자가진단 척도

※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자세히 읽고 자신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V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2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할 생각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힘들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없는 내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게임과 SNS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 메신저에 바로바로 답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 스마트폰을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8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9
 확인하지 못한 문자나 알림이 있을까봐 수시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10
 일 또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들려도  
 스마트폰을 잘 열어보지 않는다.  *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폭력적이 된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진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하는 부모님(혹은 주변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16  요즘 들어 스마트폰을 그만 사용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17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8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다른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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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채점 문항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한 번만 더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결국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된다.

19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게임을 원래 계획했던 만큼만 하고 그만둔다.*20

① ② ③ ④ 스마트폰을 더 하고 싶어서 어른들에게 자주 거짓말을 한다. 21

① ② ③ ④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잠이 부족하다.22

① ② ③ ④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서 손목이 아프다.23

① ② ③ ④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24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훔친 적이 있다.25

① ② ③ ④
 스마트폰 앱(메신저 등)으로 친구랑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관계에서는 멀어진다.

26

① ② ③ ④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소홀해져서 싸운 적이  
 있다. 

27

① ② ③ ④
 데이터 한도 초과로 부모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자주 혼이  
 난다.

28

① ② ③ ④
 앱이나 아이템을 구입하느라 지출한 비용이 많아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29

① ② ③ ④ 친구들 또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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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

※ 다음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찾아 하나의 해당숫자 위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지 

않다

대략

반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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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채점 문항임

번호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지 

않다

대략

반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을 

끝마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

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

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

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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