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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SNS use time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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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대학생 144명에게 SNS 사용시간,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자 t-test와 ANOVA로 파악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s multiple test로 확인하였다.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파악하였다.

대상자 144명 중 남자는 55명(38.2%), 여자는 89명(61.8%), SNS 사용 시간 여자 2.2시간, 남자1.9시간이었다. SNS

사용 시간과 대인관계 유의한 상관관계 양적 상관을 보였는데(p<.014) 특히 하위요인 중 친밀감과 높은 수준의 양적

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신체상 및 학업성취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와 신체상 간의

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3).

주요어 : 대학생, SNS,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It was identified as t-test 
and ANOVA to confirm SNS usage tim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 to 
144 college students. Duncan's multiple test Respectivel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body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SNS use 
time. Of the 144 subjects, 55 (38.2%) were male and 89 (61.8%) were female, and 2.2 hours for female and 
1.9 hours for male. (P <.014),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body image and academic 
achievement, although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imacy and high level among sub-factor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and body image (p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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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2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웹

환경의 큰 변화는 SNS이다. 온라인상에 “나”라는 개념

이 생기고 그 서로 다른 “나”들이 연결되어 새로운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1]. SNS 이용자는 전 세계적

으로 15억 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SNS 이용자도

3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2]. 특히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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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SNS 보급률은 75%

로 세계 최고로 조사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

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SocialNetwork Service: SNS)의 사용이 늘고 있으며

특히 20대(89.0%)가 제일 많이 이용한다[2]. 이처럼

SNS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등장한 어떠한 기술보다 빠

르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날로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3[4]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SNS가 인

간관계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 시킨 것으로, 인맥관리에

도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미국의 대표 SNS가 된 페이

스북의 경우 디지털 인맥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조했

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친구를 찾

을 수 있고,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이나 사진에 담아 올려 쉽게 친구들과 공

유할 수 있다.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전할 수 있

다. 이는 SNS 사용만으로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관계형성과 인맥관리가 가능한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SNS는 실시간 정보전달 및 교환, 대

인 관계형성 등 긍정적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을 가져왔다[5].

이는 소통의 변화로 기존의 방법들이 자신들만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폐쇄적인 성향을 가진 반

면 SNS는 자신의 관심사와 의견 등을 다른 사람과 실

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인터넷 커뮤니티보다 더 즉시적이고, 개방적이

며 관계 맺는 사람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6].

SNS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SNS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실제로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정서적 교류를 하기

도 한다[7]. 또한 SNS를 사용하면서 외로움이 낮아지기

도 하며[2] 행복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다[8][9][10]

는 점을 살펴볼 때, SNS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SNS상에 올라오는

타인의 게시물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모습을 비교를 하게 되면서 부정

적 감정을 경험한다[11].

그러나 SNS 사용이 과다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SNS에

의존하거나 소셜미디어 중독적 현상을 일컫는 소셜 미

디어 중독 장애(Facebook Twitter) 등에 초점이 많이

가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SNS를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 대인관계, 신체

상,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과 학교 생활 지도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시간,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관

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사용시간 정도를 파

악한다.

2) SNS사용 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3) SNS사용 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

취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

계, 신체상,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는 M시에 소재한 대학교 2학년부터 4학

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수집되

었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대학생

으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익명보장, 연

구 참여 ㅡ중단에 대해 설명 후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의 평균

차이 검정 및 상관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를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 검정력 .95 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 134명이었으나, 설문이 가능한 대학생 210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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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44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SNS 사용시간( SNS Use Time)

SNS 사용시간의 측정은 양혜승 외[12]가 개발한

‘페이스북 읽기’ 측정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양한 SNS 사용시간을 측정하

기 위해 SNS에서 다른 사람이 올려놓는 내용을 읽는

행위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 SNS에서 다른 사람

의 피드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읽는 행위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자신의

SNS 사용시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SNS

사용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범주화하였다. ‘30분 미만’

1, ‘30분 이상~2시간 미만’ 2, ‘2시간 이상~5시간 미만’ 3,

‘5시간 이상~’ 4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개발 당시와 본 연구에서 .96이었다.

2)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Schiein과 Guernet[13]의 대인관계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이형득과 문선모[14]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

성의 7가지 하위영역에 걸쳐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으면 해당영

역의 대인관계성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 값은 .96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3) 신체상(Body Image)

대학생의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도구로

Mendelson, Andrews, Bucholz[15]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 개발한 신체존중감척도(Body Esteem Scale,

BES)를 이정숙[1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도구는 외모, 몸무게 신체 특성에 관련된 신체이미

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총 23문항, Likert

방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의 대한 응답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2점,

‘비교적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채점되며,

신체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문항인 4번, 7번, 11번, 13

번, 17번, 18번, 19번, 21점은 역채점 하였다. 이척도의

점수는 최저 23점부터 최고 9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정숙[16]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6이었다.

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직전학기 평점 평균(Grade Point

Average: GPA)인 2017년 2학기의 성적 평균학점으로

개인이 직전학기 성적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하

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5.0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특성 및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SNS 사용시간과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 전체 144명 중 남자는 55명(38.2%), 여자는

89명(61.8%), 이었다. 사용하는 SNS 종류로는 페이스북

117명(81.3%), 인스타그램 76명 (52.8%), 트위터 10명

(6.9%), 블로그 8명(5.6%), 기타 7명(4.9%), 카카오스토

리 1명(0.7%) 이었다. SNS 사용시간은 30분미만 28명

(19.4%), 30분 이상 2시간 미만 75명(52.1%), 2시간이상

5시간 미만 376명(25.7%), 5시간 이상 4명 (4.0%)이었

다. SNS 사용이유는 지인들의 근황파악이 34%, 나의

근황 공유 13.2%, 다른 사람들 따라 8.3%, 새로운 관계

맺으려고 7.6% 등 이었다<표1>.

2.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

도 차이

SNS 사용시간은 평균 여자가 2.24시간, 남자의

평균이 1.89로 나타났으나(t=-3.036, p<.05) SNS 사용

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확

인되지 않았다<표2>

3. SNS 사용시간과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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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n %

성별
남 55 38.2

여 89 61.8

학년

2 50 34.7

3 62 43.1

4 32 22.2

SNS

종류

페이스북 117 81.3

트위터 10 6.9

인스타그램 76 52.8

카카오스토리 1 0.7

블로그 8 5.6

기타 7 4.9

이용

시간

< 30min 29 20.1

30min ~ < ~2hr 75 52.1

2hr ~ < 5hr 36 25.0

≥ 5hr 4 2.8

인맥

수

1~100명 30 20.8

101~200명 33 22.9

201~300명 29 20.1

301~400명 24 16.7

401명 이상 27 18.8

사용

이유

다른 사람의 최근변화를 알

기 위해

49 34.0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

해

12 8.3

새로운 사람과 관계형성 11 7.6

내 일상사, 사적인 글 게시

및 반응 확인

19 13.2

기타 53 36.8

1 2 3 4 5

1. sex -

2. Use

Time
.241** -

3.Interperso

nal-relation

ship

-.046 .205* -

4. Body

Image
-.137 -.024

.244*

*
-

5.

Academic

Achieveme

nt

.148 -.045 .032 .081

주. *p <.05, **p <.001

대학생의 SNS 사용시간, 성별,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r=.241, p

=.004), 대인관계(r=.205, p=.014)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나 신체상(r=-.024 p=.779)과 학업성적(r=-.045

p=.593) 에서는 부의 방향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유

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대인관계와 신체상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44, p=.003)<표3>.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tics

표 2. 성별에 따른 SNS 사용시간, 학업성취도, 신체상, 대인관계

차이

table 2. Differances of SNS Use tim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남자

(n=55)

여자

(n=89)
t p

M(SD) M(SD)

Use

Time

1.89(0.57
)

2.24(0.81) -3.036 0.003

Interperso

nal-relatio

nship

72.36(8.75) 71.47(9.86) 0.550 0.858

Body

Image
53.73(5.86) 54.93(6.42) -1.131 0.907

Academic

Achievem

-ent

3.30(0.51) 3.52(0.52) -2.477 0.606

표 3. 성별, SNS 사용시간,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table 3. Relationship with sex, SNS Use tim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ody image, Academic Achievement

Ⅳ. 논의 및 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 및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시도되었다. 성별에 따른 SNS 사용시간은 여성

이 좀 길었고 사용하는 SNS 종류로는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트위터 순이었다. 사용시간은 30분 이상 2시간 미

만의 경우 75명(52.1%)로 가장 많아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들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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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20대 대학생이라는 동질 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

어지나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적인 연구로 확인이 필요

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또한 SNS를 사용하는 이유에서

도 기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최근 변화를 알기 위

해’가 49명으로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기존의 연구[17][18][19][20]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으며 이는 연결을 원하고 연결을 시도한다는 면에서 대

인관계와 연관이 깊었다[21]. 이로써 연구자들이 세운

‘SNS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이다.’

라는 연구 질문은 지지되었다. 또한 대인관계 척도의

특성 상 하위요인 중 친밀감은 SNS 사용시간과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SNS 사용시간이 높을

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

며 그 외에도 하위요인 중 민감성과 이해성에서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인터넷의 사용이

대인관계와 관련됨이 밝혀졌는데, 실제로 최근 SNS 연

구들이 외향성, 외로움, 사회적 긴장감(social anxiety),

자존감(self-esteem) 등 사회적 상호작용과 직결되는

심리적 속성들을 매체 이용의 예측 변인으로 고려한 이

유는 이들 매체를 관계지향적인 것으로 파악했다[22].

‘SNS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신체의 왜곡된 정도가

클 것이다.’ 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SNS 사용시간에

따른 신체상을 살펴보았는데 부의 방향은 확인을 하였

으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 대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SNS 계정의 사용은 자신의 일상이나 관심사

를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같은 관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 정보공유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사람

들이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 SNS종류에 따른 신체상

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자주

사용하는 SNS종류의 특징과 더불어 성인초기의 대상

자들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Price[23]는 신체이미지를 신체 그 자

체뿐만 아니라 신체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 지도 포

함되는 개념이며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여겼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고 있는데[24],

그 중 SNS를 많이 이용하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가 높

다고 하여 본 연구와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하겠다[25].

다른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등의 SNS 사용은 신체불만

족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신체상, 외모비교, 날씬함의

내면화, 체중에 대한 만족도, 신체감시, 섭식장애 등에

도 영향을 미친다[26][27][28][29]고 하여 SNS의 사용은

여자 대학생의 정서경험과 신체존중감,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신체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중 SNS상의 신체이미지 게시물에 자주 노출 되었을

경우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신체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인이 느

끼는 상실감이 커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30].

SNS 사용시간에 따른 전체 학점평균, 전체 출석률,

하루 공부시간, 대학&교육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취득 학점으로는 학업성취도를 측정

하려 한 것은 학점이 교육성과의 대표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로 수업출석률, 강의실 앉는 위치, 하루 공부하는시간,

대학교&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학업성취도와 강의실 좌식간의 관계[31][32][33], 학업성

취도와 출석률간의 관계[34][35][36][37]는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크다는 점

을 통해 함께 측정함으로 학업성취도와 SNS사용시간

과의 관계를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SNS사

용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과는 낮을 것이다.’라는 연구

질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SNS사용시간과 강의실

앉는 위치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스마트폰 중독

이 높을수록 강의실 앉는 위치는 뒤쪽으로 가고 있으

며, 하루 공부시간을 짧아지고, 대학&교육 만족도는 낮

았다[38]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사용시간 외에 중독을 포

함한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시간에 따

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의 차이 및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사용

시간 은 남학생의 경우 1.89시간, 여학생의 경우 2.24시

간 이었고,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

취도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SNS 사용시간은 대인관

계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신체상 및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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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는 방향은 부의 방향이나 통계적으로 의의가 나타

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

서 초점이 되었던 청소년 시기가 아닌 성인초기의 대학

생으로 설정하여 SNS 사용시간과, 대학생활의 질을 평

가할 수 있는 대인관계, 신체상, 학업성취도에 어떤 관

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

역중심대학에 편중 되어 있어 일반화를 위해서는 대상

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반복적이 연구를 제언한다.

SNS 사용은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적

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이 시대의 한 현상으로 스마트

폰과 SNS에 대한 건강한 사용을 교육하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사점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후속연구에

서는 SNS중독의 나쁜 결과만을 찾는 것보다는 건강하

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고, 이들의 공통점과 중요한

변인들을 찾아 SNS사용에 대한 교육 및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의 수행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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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

시간

만족

감

의사

소통

신뢰

감

친근

감

민감

성

개방

성

이해

성

SNS

사용

시간

1

만족

감
.117 1

의사

소통
.118

.593

**
1

신뢰

감
.160

.396

**

.476

**
1

친근

감

.219*

*

.580

**

.727

**

.571

**
1

민감

성
.197*

.435

**

.564

**

.237

**

.528

**
1

개방

성
.130

.567

**

.781

**

.465

**

.690

**

.474

**
1

이해

성
.172*

.586

**

.737

**

.396

**

.717

**

.657

**

.641

**
1

주. **p <.001 주. *p <.05

추가분석. SNS 사용시간과 대인관계만족척도의 하

위척도들과 상관관계

Additional analysis. Correlation with SNS User

time and subcategor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