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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internet and cellular phones are very attractive to adolescents, they cause a lot 
of problems because of adolescent's addiction to internet and cellular pho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 among overuse of internet and 
cellular phone and academic achievement with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ir 
sex and grade. For this purpose, the survey consist of 44-item, self-administered 
paper-and-pencil questionnaire from 444 two middle schools students located in Busan. 
Also, their academic achievements were used for statistical data processing.

As a result, firstly, middle school students did not tend to be so seriously addicted to 
the internet and cellular phones. The internet was used more by male students and 
cellular phones by female students, and the more male and female students used the 
internet, the higher they tended to use the cellular phone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endency of internet use and academic achievemen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s. In terms of the tendency of using 
cellular phon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re were no correlations among male 
students, bu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in female counterparts. Secondly, in terms 
of grade, the 2nd-grade students had a higher tendency to use both of them than the 
1st- and 3rd-grade counterparts. The tendency of using the internet and cellular phones, 
in each grade had significantly static correlation and the higher they tended to use the 
internet, the lower they had academic achievement the 3rd-grade. On the other hand, the 
tendency of using cellular phones, only 2nd-grade students had low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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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휴대폰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없어서

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 되었으며, 일

상생활의 일부가 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

다. 정보통신부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2004)의 인

터넷 이용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률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속할 만큼 높으며 인

터넷 보급 확산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고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민 1인당 평균 2개의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

으며 국민의 41.7%가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한다. 

그 중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은 

10~20대이며, 6~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96.2%나 

된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이와 같이 인터

넷은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그것을 오락, 정보, 

커뮤니케이션 등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김세영, 2006). 

인터넷과 더불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있어 빠

른 속도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가 휴대폰이다. 요즘 중․고등학교의 학급에서 휴

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휴대폰은 항상 몸에 

부착돼 있는 신체의 옵션 같은 것으로 친구들과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문자나 컬러메일 등의 서

비스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수단이다. 또한 휴대폰은 밤늦게 야간 자율학습

을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부모님과의 중요한 연락 수단이 되어 주기 때문

에 든든한 ‘보디가드’ 구실까지 한다(김은옥, 

2005). 

최근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

과 휴대폰이 손에 없을 경우 심리적으로 큰 불안

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36.9%에 달했다. 

휴대폰이 오랜 시간 울리지 않으면 벨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 본다는 답변이 29.7%, 특

별히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아도 휴대폰을 계속 

꺼내서 확인하고, 길거리에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간다는 응답도 39.5%로 높게 나타났다(한국

정보문화진흥원, 2005). 

이러한 인터넷과 휴대폰의 과다사용은 생활의 

편리함과 신속한 정보교환, IT산업의 육성과 같

은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너무 몰입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

들 또한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에 과다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어 

다른 일상 과제에 소홀히 하게 되고, 학교와 가

정에서 심각한 적응문제가 생기게 된다. 인터넷 

때문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으며 불면과 악몽, 불규칙한 식사습관으로 건

강을 해치며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게임 

속에 사는 듯한 착각을 하기도 한다(Kubey, 

Lanvin, & Barrows, 2001). 

단적인 예로, 인터넷 폭력 게임에 빠져 있던 

중학생이 자신의 친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과 밤을 새며 인터넷을 즐기고 학교에 와서는 무

기력한 수업태도를 보이는 학생 수가 크게 늘어

나 교육 현장의 당면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김종래, 2003; 박영욱, 2005). 

또한 PC방에 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게 되며, 친구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고 

부모와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박경희, 2006).

인터넷 과다사용뿐만 아니라 휴대폰 과다사용 

역시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휴대폰이 청소

년들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한 주요 도구가 

되다보니 잠시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 하

고, 휴대폰이 켜져 있나 수시로 확인하는 등 중

독현상을 보이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다. 수업 중에 보내는 문자 내용도 중요한 것이 

아닌 ‘심심해’, ‘무슨 수업 중이야’ 등이 대다수였

다. 이는 중요한 일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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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2006년 1월 30일, 한국

일보). 

또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대

다수인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에 

따른 비용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부모와의 심

한 갈등, 또는 비용 마련을 위한 불법행위, 극단

적으로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증후군 중 하나로 ‘문자메시지 증후군’이라는 것

이 있다. 이는 장시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들이 어깨 결림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다(임경미, 2005). 아울러 정신적으로 사회와의 

단절, 감수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

도 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이나 동영상 

등에 중독될 경우 사회와 벽을 쌓고 휴대폰 속에 

점점 갇히게 되는(2006년 4월 20일  머니투데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왜곡된 인터넷과 휴대폰 문

화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이 그 정도를 넘어서

고 있다는 최근의 지적들을 보면 두 가지 매체 

사용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그 해

결책 모색을 위한 연구는 점점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선행연구고찰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에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모두 두 변인을 각각 독립

적으로 다루어 왔다. 즉,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

구 따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연구 따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터넷 혹은 휴대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혹은 과다사용)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Subramaniam, Shijia, & Munidasa, 2008; 김남

숙, 2002; 박영희, 2002), 휴대폰 중독은 남학생보

다 여학생이 (김정숙, 2003; 장혜진, 2002) 더 심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령에 따른 인터

넷 중독 경향을 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김광수, 2002; 박은영, 2005), 휴대

폰 중독은 이명규(2002)가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

비율(43.5%)이 고등학생(24.7%)에 비해 많다고 보

고한 반면, 곽민주(2004)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

생이 휴대폰을 더 중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렇듯 인터넷과 휴대폰의 사용이 성별 및 연

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본 연구

들은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 반해 두 가지 

매체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청소년들의 두 매체

에 대한 의존도는 성별 및 중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두 매체 사용에 따른 청

소년들의 학업 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용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와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각각 조사한 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사용과 

학업성취도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중학

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김세영, 2006; 김왕식․임영희, 2004; 서

은미, 2004)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시

간을 많이 소모하여 학교학습에 지장을 준다는 

연구(Subramaniam, Shijia, & Munidasa, 2008)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학

업 성취도에 관하여 57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ubey, Linvin, 그리고 Barrows(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 

중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 밤늦게까지 인

터넷을 사용하여 피로를 다음날까지 느껴 수업에 

충실히 임할 수 없거나, 인터넷 사용 때문에 수

업에 결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인터

넷 중독과 학업 성취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

다(Lee & Perry, 2004; Pawlak, 2002)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었다.

다음으로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도 휴

대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업시간과 공부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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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주는 단점이 있다는 곽민주(2004)의 연구결

과를 통하여 휴대폰의 과다 사용이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과다 사용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

사한 연구에서도 휴대폰의 과다 사용집단이 비과

다 사용집단에 비해 학업 성취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강동진, 2005). 그리고 최이순(2007)의 중․
고등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연구에서도 휴대폰 사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

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업상의 문제 즉 

학습부진과 집중력 감소 등을 가장 높게 인식하

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부정적 인

식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업상의 문제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과 휴대폰 모두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

어버린 청소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인터넷 사

용과 휴대폰 사용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은 그 

의의를 가질 것으로 여긴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

하는 학생들은 휴대폰도 많이 사용할 것인지, 인

터넷 사용이 높으면 휴대폰 사용은 적을 것인지, 

혹은 인터넷 사용과 휴대폰 사용은 아무런 상관

도 없을 것인지, 또한 두 가지 매체 사용의 상관

이 청소년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청소년이 학업 성취와 어떤 관

계가 있는지? 이를 조사해 보는 일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충실할 수 있으며, 사회의 건

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

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로써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 학문적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그

리고 그들의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정도와 학업성취도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중학생의 학교 생활지도에 필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학년에 따른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

연구를 위해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관내 남녀 

중학교 각 1개의 학교에서 9개 학급의 학생 612

명을 표집 하였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61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대답이 불성실

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13부와 인터

넷과 휴대폰 중 한 가지라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을 제외한 444부를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구성은 다음

의 <표 1>과 같다. 

구 분 n %

성별
남 193 43.47

여 251 56.53

학년

1학년 149 33.48

2학년 145 32.81

3학년 150 33.71

체 444 100.00

<표 1> 연구 상자 황

2. 측정도구

가. 인터넷 사용 척도 검사지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사용하고 있

는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Young, 1998)를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이 우리나라 청소년용으로 번안,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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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 시킨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은정 등

(2003)의 연구에서 검사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

아본 결과 Cronbach's   = .91로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 .90이었다. 하위요인은 ‘의존성 및 금단증상’, 

‘부정적인 결과’, ‘내성’의 세 요인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범위는 20점부터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휴대폰 사용 척도 설문지

휴대폰의 사용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는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검사지를 

참고로 곽민주(2004)가 제작한 휴대폰 중독 설문

지를 사용하였다(김은옥, 2005). 이 설문지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하위영역(학

교생활장애, 일상생활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내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 및 

내적 합치도는 <표 2>와 같다.

하 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학교생활

장애
5 1, 2, 3, 4, 5 .68

일상생활

장애
4 6, 7, 8, 9 .80

정  

기
4 10, 11, 12, 13 .80

단 7
14, 15, 16, 17, 18, 

19, 20
.74

내성 4 21, 22, 23, 24 .74

  체 24 .91

<표 2> 휴 폰 사용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

<표 2>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내

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는 .91이었다. 측정

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항상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점수 범위는 24점부터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폰 과다사용 수

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는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각 중

학교에서 200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

를 T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목적에 따

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계수

로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인터

넷 및 휴대폰 사용 정도와 학업성취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인터

넷 및 휴대폰 사용 정도와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분석을 실시하

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인터

넷 및 휴대폰 사용정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Ⅳ.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인터넷  휴 폰 사용

과 학업성취도의 계

먼저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경향과 학업성취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살펴본 다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녀별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경향과 학업성취

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표 3>와 같다.

인터넷 사용경향의 남녀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평균 40.50이고, 여자의 경우 평균 35.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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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휴대폰 사용경향 점수는 남학

생이 39.30, 여학생이 46.94로 남학생보다 여학생

이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차이는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

리고 학업성취도 점수는 여학생이 51.12점으로 

남학생의 48.39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여학생의 학업성취

도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남( n=193) 여( n=251)
t

M SD M SD

인터넷 

사용경향
40.50 12.48 35.02 11.52 4.79***

휴 폰 

사용경향
39.30 12.00 46.94 15.30 -5.72

***

학업 

성취도
48.39 10.46 51.12 9.48 -2.87**

*
p < .05 **p < .01 ***p < .001

<표 3> 성별에 따른 인터넷  휴 폰 사용과 

학업성취도의 평균과 표 편차

성별에 따른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

취도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우선 남학생이 보인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

면 남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휴대폰 사용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29, p < .01). 한편 인터넷 사용경

향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r=-.20, p < .01),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취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과 유사하게 인터넷 사

용과 휴대폰 사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r=.41, p < .01)을 보였다. 그러나 인터

넷 사용과 학업성취도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

고,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취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r=-.22, p < .01)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 사용과 학업성취도간

에는 부적 상관이 있고,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취

도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남학생의 경우와 

반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인터넷

사용경향

휴 폰

사용경향

학업

성취도

인터넷 사용경향 -  

휴 폰 사용경향   .29** -

학업 성취도 -.20
** -.11 -

**p < .01

<표 4> 남학생의 인터넷  휴 폰 사용과 학

업성취도와의 상 계

인터넷

사용경향

휴 폰

사용경향

학업

성취도

인터넷 사용경향 -

휴 폰 사용경향 .41** -

학업 성취도 -.01 -.22** -

*p < .05 **p < .01

<표 5> 여학생의 인터넷  휴 폰 사용과 학

업성취도와의 상 계

2. 학년에 따른 인터넷  휴 폰 사용

과 학업성취도의 계

먼저 <표 6>에서 학년별 인터넷 사용 점수를 

보면  1학년(M=36.32)과 3학년(M=36.17)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2학년(M=39.88)이 두 학년에 비

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

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알아본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학년간 차이는 .05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F(2,441)= 

4.38, p<.05). 이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 학년

간 차이는 2학년과 1학년 그리고 2학년과 3학년

간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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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례수 M SD

1학년 149 36.32 12.99

2학년 145 39.88 12.95

3학년 150 36.17 10.32

<표 6> 학년별 인터넷 사용 수의 평균  표

편차

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휴

폰 

사용

집단간 1291.92 2 645.96 4.38*

집단내 94996.73 441 147.39

합계 66288.69 443

*p < .05

<표 7> 학년에 따른 집단 간 인터넷 사용의 변

량분석 결과

집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56* 3.71*

3학년

*p < .05

<표 8> 학년별 인터넷 사용에 한 Scheffe 검

증 결과

집단 사례수 M SD

1학년 149 40.52 13.80

2학년 145 46.40 15.16

3학년 150 44.09 13.93

<표 9> 학년별 휴 폰 사용 수의 평균  표

편차

학년별 휴대폰 사용 점수의 평균은 <표 1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학년은 40.52이었고,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46.40, 44.09로  인터넷과 마찬가지

로 2학년의 휴대폰 사용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와 

사후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1>과 <표 12>에 의하면 연구대상의 학년

별 휴대폰 사용의 차이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2,441)=6.33, 

p<.05). 사후검증 결과, 1학년과 2학년 간의 차이

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2학년과 3학년, 3

학년과 1학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

혀졌다. 

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휴

폰 

사용

집단간 2588.78 2 1294.39 6.33
*

집단내 90178.70 441 204.49

합계 92767.48 443

*
p < .05

<표 10> 학년에 따른 집단 간 휴 폰 사용의 변

량분석 

집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5.88*

3학년

*p < .05

<표 11> 학년에 따른 집단별 휴 폰 사용에 

한 Scheffe 검증 결과

학년별 학업성취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12>와 같고, 변량분석의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2>에 따르면 세 학년간 

학업성취도 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 

차이에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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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례수 M SD

1학년 149 50.31  8.87

2학년 145 50.34 10.78

3학년 150 49.11 10.29

<표 12> 학년별 학업성취도 수의 평균  표

편차

변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업

성취

도

집단간 147.98 2 73.99 .74 

집단내 44166.02 441 100.15

합계 44314.00 443

<표 13> 학년에 따른 집단 간 학업성취도의 변

량분석 결과

각 학년별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취

도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 <표 15>, 

그리고 <표 16>과 같다. 우선 중학교 1학년의 인

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인터넷

사용경향

휴 폰

사용경향

학업

성취도

인터넷 사용경향 -

휴 폰 사용경향    .40** -

학업 성취도 -.07 -.03 -

**p < .01

<표 14> 1학년의 인터넷  휴 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 계

<표 14>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의 인터넷 사

용은 휴대폰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40, p < .01)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과 학업성취도,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취도간

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사용경향

휴 폰

사용경향

학업

성취도

인터넷 사용경향 -
- -

휴 폰 사용경향    .23** - -

학업 성취도 -.15   -.23** -

**p < .01

<표 15> 2학년의 인터넷  휴 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 계

2학년의 경우 인터넷 사용과 휴대폰 사용, 그

리고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5>. 인터넷 사용과 휴대폰 사용과는 정적인 상

관(r=23, p < .01)을 보였고,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부적인 상관(r=-.23, p < .01)을 보

였다. 

인터넷

사용경향

휴 폰

사용경향

학업

성취도

인터넷 사용경향 - - -

휴 폰 사용경향   .16* - -

학업 성취도 -.17
*  -.11 -

*
p < .05

<표 16> 3학년의 인터넷  휴 폰 사용과 학

업성취도와의 상 계

<표 16>에서 보듯이 3학년의 인터넷 사용경향

과 휴대폰 사용, 그리고 인터넷 사용경향과 학업 

성취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과 휴대폰 사용간에 정

적 상관(r=.16., p <  .05)이 나타난데 반해, 인터

넷 사용과 학업 성취도간에는 부적 상관(r=-.17, 

p < .05)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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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터넷 및 휴대폰 이용 수

준의 경향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인터넷 사용, 휴대폰 사용, 그리고 학업 성

취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에

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중학생의 전체적인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점

수를 살펴본 결과, 남녀․학년별 모두 평균 점수가 

35 ~ 47점내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 교육현장에서

의 염려와 추측과는 달리 심한 중독 성향이라고 

할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김은옥(2005), 김종래(2003), 우

형진(2006)의 연구에서처럼 인터넷과 휴대폰 이

용자들의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이 심각한 상황

에 도달했다거나 심리적 불안과 정신병적 조건의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논

의이다. 전반적인 인터넷 사용은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휴대

폰 사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기

존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의 경우 과다

사용이나 중독이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높다는 

결과들이 있었고(김교헌, 2001; 박경희, 2006; 이

석봉, 2005; 조정민, 2005; Subramaniam, Shijia, 

& Munidasa, 2008), 이에 반해 휴대폰 과다사용

이나 중독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다는 결과(김

정숙, 2003; 양심영, 2002; 장혜진, 2002; 황광민, 

2004)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

넷 사용은 남학생이, 휴대폰 사용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두 가지 매체사용에 있어서의 

성별의 차이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인터넷과 휴대폰과의 관계를 보면 남학

생과 여학생 모두 인터넷 사용경향과 휴대폰 사

용경향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

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녀 모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터

넷 사용과 휴대폰 사용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는 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 두 

가지는 서로 접한 관련을 맺는 매체임을 실질

적으로 확인해준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두 매체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두 매체 사용정도에 있어서의 성별차이가 반영되

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인

터넷 사용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에서 부적인 

상관이 나타난 반면,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

간에 아무 런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인터넷 사용 경향이 높은 남학생의 학업 성적은 

낮을 경향이 높으나, 휴대폰 사용경향은 그들의 

학업 성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여학

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과 학업 성취도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

도간에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학

생의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결

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추출해 내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인터넷 

사용에 더 몰두하므로 인터넷 과다사용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휴대폰 사용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 휴대폰 

과다사용이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

는 이유 중 하나는 김교헌(2001)과  Griffi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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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 언급한 바 있듯이, 남자가 내기나 도박

과 같은 것에 더 높은 중독적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

들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게임이나 성인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석봉, 

2005)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달리 여학생이 

휴대폰 사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타인과

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제인 휴대전화의 특성상 감

성적이고 대인관계를 남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여성의 성향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재인, 2007; 김정숙, 2003; 임경미, 2005; 장혜

진, 2002).

둘째, 학년에 따른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전반

적인 학년별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 경향을 보

면, 두 매체 모두 2학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2학년→1학년→3학년 

순으로, 휴대폰은 2학년→3학년→1학년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정민(2005)은 서울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인

터넷 중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중학교 1, 2, 3학년 중 2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

는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의 인터넷 사용수준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중독된 학년별 순서가 2학년→3

학년→1학년으로 본 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연령(학년)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사용 빈

도는 낮아진다는 김광수(2002), 박은영(2005)의 연

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은 연령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종래(200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저학년(1학년)이 고학년(2학년)보다 더 높은 인터

넷 사용률을 나타냈다. 즉, 학년(연령)이 증가하

면서 인터넷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볼 때, 2학년의 인터넷 사용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

서 입시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인터넷에 접근

할 여유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3학

년이 될수록 무거워지는 학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교사와 부모님의 규제가 늘어난다는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김태헌(2007)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인터

넷 중독은 1학년 보다 2학년 학생이 인터넷 일반 

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그리고 고위험 사용

자 모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이 1학년 보다 2학년이 높

았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결국 연령에 따

른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및 해석은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

겨진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에서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곳에서 찾

아야 할 것으로 본다. 휴대폰의 경우 학년이 높

아질수록 그 사용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

다. 이홍일(2005)의 초․중․고등학생의 휴대폰 이용

실태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은

옥(200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가 더 심하다고 나타났다. 이상

과 같은 경향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3학년보다 

2학년의 휴대폰 사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

은 예상과 상반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휴대폰 사용 점수가 1, 3학년보다 

2학년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

다. 1학년의 경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난 바

로 다음 학년으로 초등학교와는 다른 수업시간과 

많은 선생님들, 달라진 학교생활과 분위기를 익

히며 바뀐 환경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적응이 된 2학년보다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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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휴대폰 사용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에 몰입이 덜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에 신경을 써

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 혹은 몰입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라 본다. 고등학교 입시에 

1학년의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0%이며, 3학년의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3학년생이 느끼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클 것

이다. 따라서 학교나 가정에서 교사와 부모의 규

제가 강화될 수 있고, 3학년생 스스로 자신을 컨

트롤하는 자기 통제력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년에 따른 인터넷 사용, 휴대폰 

사용, 그리고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에서는 학

년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이 나

타났다. 1학년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그 

다음 2학년, 3학년 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2, 3학년 모두 인터넷을 많이 사

용하는 학생이 휴대폰 또한 많이 사용한다는 점

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학년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상관

을 갖는 매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학

년의 경우, 인터넷 사용 경향과 학업 성취도, 휴

대폰 사용 경향과 학업 성취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터넷 사용이

나 휴대폰 사용이 많다 해도 그것은 학업성취도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2학년은 1학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 

경향과 학업 성취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 경향과 학업 

성취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휴대폰

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낮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3학년의 학

업성취도는 인터넷 사용 경향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렇듯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어떤 학년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기도 하고, 어

떤 학년에서는 휴대폰이, 또 어떤 학년에서는 인

터넷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은 

다른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

는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축적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축적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르

게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

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및 휴대폰 문화에 적합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인터넷이든 휴

대폰이든 외국에서 개발된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검사지를 번안, 수정하여 인터넷 중독(과다

사용) 척도 및 휴대폰 중독 척도로 활용해 왔다. 

본 연구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이는 분명 연구의 

한계이며 따라서 연구결과 또한 조심스럽게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

영한 인터넷 척도와 휴대폰 척도개발 연구가 시

급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휴대폰 과다사

용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으나 추

후에는 학업 성취도 외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 변

인, 사회경제적 변인, 환경․문화적 변인 등 두 가

지 매체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

탐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에 빠져드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거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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