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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정도와

인 계능력간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연구 상자는 국 6개 지역 학에 재학

인 학생 502명이며,201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성인 스마트폰 독 자가진단척도와 인 계능력 검사

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χ2-test,t-test,ANOVA,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다.SNS이용자의 스마트폰 독정도는 독군이 24.8%,일반군이 75.2% 다.

SNS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독집단과 일반집단의 인 계능력은 차이가 없었으나,하 역 자기

노출능력은 독집단이일반집단보다더높게나타났다.그리고스마트폰 독하 역 가상세계지향

성이 높을수록 인 계능력이 낮았고,스마트폰 독정도가 높을수록 인 계능력 하 역 인갈

등 다루기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본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방 인 계능력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스마트폰 중독 대인관계능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relationbetweensmartphoneaddictionand
interpersonalcompetenceofcollegestudentsusing socialnetwork service(SNS)through
smartphones.Thisstudyusedadescriptivestudydesign.Theconveniencesampleconsistedof
502collegestudentsinsixcities.Thedatawerecollectedfrom MaytoJunein2012using
KoreanSmartphoneAddictionPronenessScaleandInterpersonalCompetenceQuestionnaire.
Descriptivestatistics,χ2-test,t-test,analysisofvariance,andPearsoncorrelationcoefficient
wereusedtoanalyzethedata.Theresultsshowedthat24.8% ofSNSuserswereconsidered
asariskgroup,while75.2% werenormalusergroup.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of
interpersonalcompetencebetweenriskgroupandnormalusergroupintheSNSusers.However,
riskgrouphadhigherself-disclosurescoresthannormalusergroup.Thesubjectswhohad
higherscoresforvirtuallife,oneofsmartphoneaddictionsubdomains,hadlowerinterpersonal
competenceandthosewithhighersmartphoneaddictionscoresshowedlowerscoreofmanaging
interpersonalconflictin subdomains ofinterpersonalcompetence.These findings would
contributeindevelopmentofpreventiveinterventionsforsmartphoneaddictionandimprovement
program forinterpersonalcompetenceincollege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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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필요성 

스마트폰 기기의 발 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속할수 있는유비쿼터스 네트워크환경이조성되면서

스마트폰 보 이 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 다양한

애 리 이션이 개발 되면서 스마트폰의 활용 범 도

일상생활의 분야로확장되고있다.스마트폰은신속

한 정보 달, 화나 게임과 같은 문화콘텐츠의 향유,

비즈니스기반의확 등과같은많은편리함을가져다

주었다.하지만스마트폰의 정 측면이면에는과다

이용으로 인한 독과 같은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스마트폰이용자가운데10 나20 같은 은층의

비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독에 한 사회

심이 필요하다.방송통신 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말 재우리나라스마트폰이용자는우리국민

의 약 70%인 약 3,751만명에 이르며,연령 별로는 20

가가장높았다[1].스마트폰 독은스마트폰이용자

10 7명이스마트폰 독증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응답자의67%가특별한이유가없어도스

마트폰을자주확인하고,34%는스마트폰이없거나찾

지 못해 불안감을 느낀 이 있다고 응답하 다[2].

한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독률이 성인에 비해 2배 이

상 높게 나타나[3]스마트폰 독이 사회 문제로 떠

오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 독은신체 측면은물론정신 ,사회

측면과 연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

지 않다.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독은 스마

트폰을 과다 사용하므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래하

는 것으로 내성, 단증상,돌출행동,감정변화,갈망,

통제력상실과같은다양한임상소견이나타날수있다

[4]. 한 스마트폰 독이 높은 경우 타인을 통제하려

하고독립성을유지하지못하고,타인의욕구에지나치

게민감하며,다른사람에게지나치게 여하는문제들

을 가질 수 있다[5].그러나 스마트폰 독과 인 계

의 연 성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스마

트폰 독이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이라는 매개를 통해

인 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6]와 스마트폰 독

사용이 인 계와 계가없다[7]는연구가모두보고

되고 있다.

인 계와 련하여 주목해야 할 스마트폰 활용 분

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Network Service,

SNS)이다.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따르면SNS이용자의약94%가스마트폰을통

해 SNS를 이용하 다.주목할 은 2012년 동일 조사

에 비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이용은 40%가 감소한

반면스마트폰을통한SNS이용은32%가증가하여스

마트폰이SNS이용의주된수단으로부각되고있다는

사실이다[3].이 게 SNS사용이 증가하면서 SNS가

인 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

재한다.SNS는 정 온라인 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잠재 요소들을가지고있고,스마트폰을사용

할경우언제어디서나SNS사용이가능하여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보다 쉽게 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8]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온라인을 통해서는 심도 있는

인 계 형성이 어렵다는 지 도 있다.온라인상에서

는서로악담을주고받거나비 을폭로하는등부정

행동을보이는경우가더많았고[9],사이버공간은진정

한사회 계의외형만을갖는것으로사회 결속을

약화시키는 문제 이 있다[10].

인간은 생존하기 해 타인과의 교류가 필수 이며

타인과의 계속에서만충족할수있는욕구를가지고

있다.발달이론측면에서성인기 기에해당하는 학

생들은친구,동료,가족등주변사람들과의친 한

인 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한 발달과제의 하나이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학생활에서만 존재하는 독특

한 학문화라는공간에서 인 계 응에어려움

을갖는경우가많다[11]. 한 학생 부분은스마트

폰을가장많이이용하는연령 인20 에해당하고있

어스마트폰으로인한 인 계문제에노출될가능성

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의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스마트폰

을사용하는청소년, 학생,성인들을 상으로사용실

태를 조사하는연구[2][3]와스마트폰사용이정신건강

이나 인 계에 미치는 향을탐색하는연구[5][7]가

주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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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마트폰 독 련 요인을 악하는 연구[6]등도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스마

트폰사용이 인 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서로

상반되는연구결과[6][7]가보고되고있어이에 한추

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스마트폰을 통한

SNS사용이많은 학생들의경우스마트폰의과다사

용이 인 계에미치는부정 향[5]과SNS를통한

온라인 계형성이라는 정 향[8]이 모두 존재하

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 같은 연구문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정도를 조사하고,SNS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즉SNS주이용집단의스마트폰 독정도와

인 계능력 사이의 계를 악하여 스마트폰의 건

한 이용과 독 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연구의목 은 학생들의스마트폰이용행태,그

리고 스마트폰 독정도와 인 계능력 사이의 계

를 악하는 것이며,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스마트폰

독정도를 악한다.

둘째,SNS주이용집단의스마트폰이용행태에따른

스마트폰 독정도와 인 계능력을 악한다.

셋째,SNS주이용집단의스마트폰 독정도에따른

인 계능력을 악한다.

넷째,SNS주이용집단에서스마트폰 독과 인

계능력의 계를 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연구는 학생들의스마트폰이용행태 SNS주

이용집단의스마트폰 독정도와 인 계능력사이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S시,I시,D시,B시,U시,G시에

소재하는 학 재학생들 스마트폰을이용하고 있으

며본 연구에 참여하기로동의한학생들을 편의표출하

다.G*Power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에 필요

한표본수를효과크기.20,유의수 .05,검정력.80,집

단수 6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330명이 요구되었다.따

라서분석을 한 체 상자502명과SNS주이용집

단 415명은 충분한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3.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은 음성과 문자 메시지 주의 휴 폰에서

진화하여 휴 가 간편하면서도 개인용 컴퓨터의 인터

넷,게임,온라인,커뮤니티기능등을포함하는휴 폰

단말기를 말한다.스마트폰 독은 스마트폰에 지나치

게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의

미한다[12].

스마트폰 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14]에서 개발한

성인스마트폰 독자가진단척도(KoreanSmartphone

AddictionPronenessScale)로 측정하 다.이 도구는

15문항의4 척도이며하 역은일상생활장애,가상

세계지향성, 단,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가 높

을수록 독정도가높음을의미하며,총 이44 이상

이면고 험이용자군,40∼43 은잠재 험이용자

군,39 이하는 일반 이용자군으로 분류된다.개발 당

시Cronbach's는.75이었고본연구에서는.92이었다.

3.2 대인관계능력

인 계능력은사회 상호작용의결과로나타나는

상이며일반 으로 두사람 이상의 계에서발생한

다.한 개인이 타인과의 계에 해 어떻게 생각하며,

타인에 해 어떤 행 를 하는가 는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련된 심리 양식을 의미한다

[13].본 연구에서 인 계능력은 Buhrmester와

Furman,Wittenberg,Reis[15]가개발하고김창 와김

수임[16]이 번안한 인 계능력검사지(Interpersonal

CompetenceQuestionnaire,ICQ)로 측정하 다.이 도

구는 총 40문항의 4 척도이며 하 역은 처음 계

맺기,타인에 한불쾌감주장,자기노출,정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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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인갈등 다루기로 구성되어 있다. 수가 높

을수록 인 계능력이 좋음을 의미하며,김창 와 김

수임[16]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alpha

.82∼.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4.1 자료수집

본 연구는 E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EU

2012-10)을 거쳐 수행되었다.자료수집 조사원들에

게 연구목 을 설명하고 조사방법을 훈련하 다.연구

상자들에게는연구목 ,익명성,비 보장,자발 참

여 단이가능함을알려주고,자료는연구목 으로

만 활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자료수집은2012년5월24일부터6월20일까지6개지

역 학에 재학 인 학생 580명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실시하 으며,이가운데응답이 락되거나불완

한 경우를 제외한 502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4.2 자료분석

자료는 SPSS21.0 로그램을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스마트폰 독정도는 실수와

백분율로구하 다.SNS주이용집단의스마트폰이용

행태에 따른 스마트폰 독정도와 인 계능력의 차

이,스마트폰 독정도에 따른 인 계능력의 차이는

χ2-test와 t-test,ANOVA로,스마트폰 독과 인

계능력의상 계는Pearsoncorrelationcoefficient로

분석하 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중독정도

상자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독정도는 [표 1]과

같다. 상자의나이는20.81±1.96세 으며,54.4%는여

성이었다. 상자의 82.7%(415명)가 스마트폰 기능

SNS를가장많이이용한다고응답한반면음성통화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자는 1%에 불과하 다.

상자의 스마트폰 독정도를 살펴보면 일반군은

75.9%, 독군은 24.1%이었으며, 독군을 험정도에

따라 세분하면 고 험군은 8.4%,잠재 험군은

15.7%로 나타났다.

2. SNS 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정도

SNS주 이용집단 즉,SNS를 스마트폰의 주 이용기

능으로 응답한 상자들은 체 응답자 502명 가운데

415명이었다.SNS 주 이용집단의 경우 일반군은

75.2%, 독군은24.8%이었으며, 독군가운데고 험

군은 8.7%,잠재 험군은 16.1%로 이용자 체에서

험군이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중독정도

구분 빈도 (%)

일반적 
특성

성별
(n=502)

남 229 45.6

여 273 54.4

주 이용기능
(n=502)

SNS  415 82.7

정보검색 54 10.8

게임 등 오락 17 3.4

음악영화 감상 11 2.2

음성통화 5 1.0

스마트폰
중독정도

전체
(n=502)

고위험군 42 8.4

잠재적위험군 79 15.7

일반군 381 75.9

SNS 
주 이용자
(n=415)

고위험군 36 8.7

잠재적위험군 67 16.1

일반군 312 75.2

SNS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이용행태에따른스마

트폰 독군과 일반군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독군

의 평균 연령은 20.23세로 일반군의 20.76세 보다 어렸

으며(p=.009)일반군은 여성의 비율이 55.1%로 남녀가

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 으나 독군은 67.0%로

독군의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p=.038).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기 으로 분류하 을 경우

독군은하루이용시간이3시간이상인비율이78.7%로

다수를차지하 으나일반군에서는3시간미만의비율

이54.8%로 독군의하루사용시간이더많은것으로

나타났다(p<.001).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보면 독군

과일반군모두 커뮤니 이션을 해서라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많았고(p=.032) 독군이 일반군에 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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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족도(p=.024)와SNS하루이용빈도가많은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2. SNS 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정도                               (n=415)

구분
독군(n=103) 일반군(n=312) χ2/t

(p)n (%) n (%)

연령 M(SD) 20.23 1.67 20.76 1.97
-2.65
(.009)

성별a 남 34 33.0 140 44.9 4.48

여 69 67.0 172 55.1 (.038)　

요금제a

　

무제한 62 60.2 170 54.5 1.02

비 무제한 41 39.8 142 45.5 (.360)　

스마트폰
이용기간

1월 미만 0 0.0 6 1.9 6.51

1∼3월 미만 8 7.8 25 8.0 (.259)　

3∼6월 미만 13 12.6 58 18.6 　

6∼12월 미만 36 35.0 78 25.0 　

1∼2년 미만 37 35.9 114 36.5 　

2년 이상 9 8.7 31 9.9 　

하루이용
시간

1시간 미만 2 1.9 31 9.9 41.04

1∼3시간 미만 20 19.4 140 44.9 (<.001)　

3∼6시간 미만 36 35.0 80 25.6 　

6∼12시간 미만 23 22.3 38 12.2 　

12시간 이상 22 21.4 23 7.4 　

이용동기

유행 24 23.3 63 20.2 10.54

정보검색 9 8.7 55 17.6 (.032)　

학업도움 5 4.9 5 1.6 　

커뮤니케이션 61 59.2 163 52.2 　

기타 4 3.9 26 8.3 　

이용
만족도a

만족 97 94.2 267 85.6 5.31

불만족 6 5.8 45 14.4 (.024)　

SNS 1일 
이용빈도

10회 이하 58 56.3 248 79.5 21.52

11∼20회 21 20.4 31 9.9 (<.001)　

21회 이상 24 23.3 33 10.6 　
aFisher’s exact test

3. SNS 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SNS주이용집단의스마트폰이용행태에따른 인

계능력은 [표 3]과 같다.SNS주 이용집단의 연령은

20.63±1.91세 으며, 인 계능력은 남성이 평균

2.90 으로 여성의 2.85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26).스마트폰 요 제 유형에 따라서는 무제한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p=.014).학업에 도움이 되어

스마트폰을이용한경우(p=.016)와SNS이용빈도가11

∼20회인 경우(p=.005)에 인 계능력이 가장 높았으

며,스마트폰이용만족도에따라서는만족집단이불만

족 집단보다 인 계능력 수가 더 높았다(p=.019).

표 3. SNS 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따른 대인관

계능력                                    (n=415)

구분 N M SD
t(p)
scheffe

성별
남 174 2.90 0.26 2.23

여 241 2.85 0.23 (.026)

요금제
무제한 232 2.90 0.24 2.46

비 무제한 183 2.84 0.24 (.014)　

이용기간

1월 미만 6 2.83 0.34 1.62

1∼3월 미만 33 2.77 0.21 (.155)　

3∼6월 미만 71 2.86 0.23 　

6월∼1년 미만 114 2.87 0.27 　

1∼2년 미만 151 2.90 0.23 　

2년 이상 40 2.90 0.19 　

하루 
이용시간

1시간 미만 33 2.82 0.23 .51

1∼3시간 미만 160 2.87 0.25 (.731)

3∼6시간 미만 116 2.89 0.24 　

6∼12시간 미만 61 2.88 0.27 　

12시간 이상 45 2.88 0.21 　

 이용동기

유행a 103 2.83 0.26 3.08

정보검색b 63 2.93 0.26 (.016)

학업도움c 10 2.99 0.17 c>e

커뮤니케이션d 231 2.87 0.23 　

기타e 8 2.72 0.22 　

이용 
만족도

만족 364 2.88 0.24 2.36

불만족 51 2.80 0.27 (.019)　

SNS 1일 
이용빈도

10회 이하a 306 2.86 0.24 5.305

11∼20회b 52 2.97 0.20 (.005)

21회 이상c 57 2.87 0.24 a,c<b

4. SNS 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SNS주 이용집단에서스마트폰 독정도에 따른

인 계능력은 [표 4]와 같다. 독군과 일반군 사이의

인 계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인

계능력의 하 역 자기노출 능력은 독군이

2.96 으로일반군2.87 보다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p<.05).

표 4. SNS 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른 대인관

계능력                                (n=415)

구분
독군(n=103)일반군(n=312)

t
M SD M SD

대인관계능력 2.89 0.21 2.87 0.25  .64

 - 처음 관계 맺기 2.90 0.45 2.81 0.46 1.69

 -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2.77 0.45 2.82 0.42 -1.08

 - 자기노출 2.96 0.31 2.87 0.34  2.61*

 - 정서적 지지 및 조언 2.93 0.27 2.93 0.30  .19

 - 대인갈등 다루기 2.86 0.30 2.91 0.29 -1.5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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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S 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대인

관계능력의 상관관계

SNS주 이용집단에서 스마트폰 독정도와 인

계능력사이에유의한상 계는없었다[표5].그러나

스마트폰 독정도는 인 계능력 하 역 인

갈등 다루기 능력(p<.05)과 역 상 계가 있었다.

인 계능력은 스마트폰 독 하 역 가상세계지

향성(p<.001)과 역 상 계가 있었다.

표 5. SNS 주 이용집단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n=415)

구분
스마트폰
독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단 내성

대인관계능력 -.039 .008 -.187** -.087 .037

- 처음 관계 맺기 .071 .100* -.028 .013 .106*

-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086 -.059 -.129* -.085 -.061

- 자기노출 .058 .096* -.088 .019 .090

- 정서적 지지 및 조언 -.073 -.032 -.218** -.124* .026

 - 대인갈등 다루기 -.140* -.114* -.224** -.155* -.053

*p<.05,  **p<.001

IV. 논의

본연구에서는 국6개지역의 학에재학 인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정도를 악하고 상자들 가

운데SNS주이용집단의스마트폰 독과 인 계능

력간의 계를 분석하 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는

SNS(82.7%)로 나타났다.이는 만 12세 이상에서 59세

까지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으로 한 조사[2]에서

47.5%가SNS이용경험이있다는응답과비교할때

학생들이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자들을 스마트폰 독 험군 기 에 따라 분류

하면고 험군이8.4%,잠재 험군이15.7%로나타

났다.SNS주 이용집단만을 상으로 할 경우 고 험

군은 8.7%,잠재 험군은 16.1% 다.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성인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정도

를조사한연구[14]에서고 험군이1%,잠재 험군

이6.7%로두집단을합한 독군이7.7% 던것과비

교하면 학생들에서 독군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

다.우리나라국민의70%가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다

는 과스마트폰사용자가운데10 나20 의비율이

높다는 을 고려하면 앞으로 스마트폰 독 고 험군

과 잠재 험군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한 사회 심과 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NS주이용집단에서 독군의평균연령이더어렸

고,여성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는데이는선행연구들

과[7][12][17]유사한결과이다. 학생들의휴 폰이용

동기를분석한연구[18]에서어린여학생이 인 계

동기를 충족하려는 충동이 더 강하다는 결과는 독군

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상을 지지해 다.따라서

인 계에서 성별 차이가 스마트폰 독 과정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SNS

이용빈도가 11회 이상인 경우 독군의 비율이 일반군

에 비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휴 폰 이용

량이 많을수록 휴 폰 독정도가 높다는 연구[19]와

잠재 험사용자군의 40%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이용시간이늘었다고응답한연구[20]와유사한

결과로서 스마트폰의 지속 인 반복이용이 독을

래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SNS주이용집단의 인 계능력은성별,요 제유

형,이용동기,만족도,SNS하루이용빈도에따라차이

가있었다.본연구에서는SNS주이용집단가운데남

학생이여학생보다더높은 인 계능력을보 다.그

러나 인 계에 한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인

계능력이 차이가 없게 나타난 연구[21]와 남성이 높

게 나타난 연구[22],그리고 여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

[23]등연구결과가다양하게나타난 을고려할때성

별에 따른 인 계능력의 차이에 해서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SNS하루 이용 빈도가 10회 이하 그리고 21회 이상

인 집단보다 11회∼20회인 집단의 인 계능력이 더

높았으며,SNS주이용집단에서 독군과일반군사이

의 인 계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하 역 가운

데자기노출 능력은 독군이 일반군보다 유의하게 높

게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SNS이용후 인 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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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유의미한 정 향이 있었고[24],스마트폰의

정상 인 이용은 학생들의 면 면 커뮤니 이션을

향상시키지만,스마트폰 독에 취약한 상자들의 경

우 오히려 커뮤니 이션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25]

와유사한결과이다. 한,청소년에서스마트폰사용시

간이사회성발달에정 인 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

연구[26]나 SNS활동이 지나칠 때는 오 라인에서의

인 계에부정 인 향을미칠수있으나SNS같은

온라인에서의 극 자기표 이 타인과의 계에서

외연을 확 하고 기존의 계를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연구[24]와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SNS는타인과의소통을증진하는특성을가

지므로 온라인 네크워크 형성에 유리하고온라인커뮤

니 이션의 장벽을 낮추어 인 계 발달이 진되는

것[27]과SNS사용빈도에따라 인 계능력이증진되

는것을고려하면정상 범 내에서의스마트폰사용

은 인 계능력을증진하는 효과가 있는것으로해석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스마트폰 독 방 교육

로그램이나 독사용진단애 리 이션등과같이스

마트폰정상 사용을유도할수있는 로그램이나도

구가개발된다면 스마트폰의 정 기능을 보다증진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정도를 악하

고,이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주로 이용하

는 상자들의 스마트폰 독과 인 계능력을 검증

하기 해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502명가운데스마트폰 독군은24.1%

고,스마트폰에서가장많이이용하는서비스는SNS

다.SNS이용자가운데스마트폰 독집단과일반집

단 사이의 인 계능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하 역

가운데 자기노출 능력은 독집단이 일반집단 보다 높

았다.그리고 가상세계지향성이 높을수록 인 계능

력이 낮았고,스마트폰 독정도가 높을수록 인갈등

다루기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스마트폰 보 이 확 되면서 학생들의 스마

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은스마트폰 독

과같은부작용에도쉽게노출될수있다.본연구에서

학생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 24%가 독군으로 분류

되어스마트폰 독에 한사회 심과 책이필요

하다.특히, 부분의 학생들은스마트폰이용비율이

가장높은20 에속하기때문에 학차원에서학생들

의스마트폰 독을 방하고 치유하기 한 로그램

의 개발 운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스마트폰이용시간이나빈도가많을수록 독

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사용정도를 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 리 이션과같은 자가 진단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스마트폰을 독 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스마트폰이용 자체를 부정 인행 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SNS를가장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당한

수 에서SNS를활용하는것은 인 계능력을높이

는 정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

도 SNS사용빈도가 거나 많은 집단에 비해 간인

집단의 인 계능력이높았다.이는스마트폰의정상

이용은 학생들의 면 면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네트워크형성을편리하게 하여 인 계 발달

을 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학생들에게

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시하고,올바른 스마트폰

이용태도를 가지도록 국가와 학이 력하여교육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SNS를주로사용하는 학생들에서스마

트폰 독이 인 계에미치는 향을조사 분석하고

응방안을제시하 다는측면에서의의가있다.하지

만연구가일부지역 학생들만을 상으로하 고

상자의 개인 특성에 한 분석이 제한되어 연구결과

를일반화하는데주의가필요하며,스마트폰 독을

방하고 치유하기 한 재 로그램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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