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지역사회간호학회지)

ISSN 1225-9594 (Print) / ISSN 2288-4203 (Online)
Vol. 31 No. 3, 290-299, September 2020

https://doi.org/10.12799/jkachn.2020.31.3.290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

배은숙 1  · 강혜승 2  · 이하나 3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1,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2, 동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3

The Mediating Effect of Sleep 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among 

Adolescents 

Bae, Eun Sook1 · Kang, Hye Seung2 · Lee, Ha Na3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imhae College, Gimhae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umi University, Gumi

3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of Health, Yeongam,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leep 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ocial network service (SNS) addiction tendency among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
pants were composed of 204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enrolled at private school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6 to September 10,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regression 
analysis, and SPSS Process Macro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Results: The direct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 indirect effect of academic stress mediated with sleep quality about SNS 
addiction tenden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sitive intervention for 
academic stress and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enhancing sleep quality should be provided for adolescents in 
order to prevent SNS addiction. 

Key Words: Adolescent; Stress, Psychological; Sleep; Social networking; Behavior, Addictive

주요어: 청소년, 스트레스, 수면, SNS, 중독 

Corresponding author: Kang, Hye Seung
Department of Nursing, Gumi University, 37 Yaeun-ro, Gumi 39213, Korea. 
Tel: +82-54-440-1312, Fax: +82-54-440-1219, E-mail: hskang21@gumi.ac.kr

Received: Mar 29, 2020 / Revised: Jul 25, 2020 / Accepted: Aug 8,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을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여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 공간과 프로그램도 매우 제한된 실정이

다[1].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 등이 부족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결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

하고 있으며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는 social network service (SNS)이다[2]. SNS란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반의 소통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여 실시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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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의미한다[3]. 청소년은 현실 세

계보다 간편하고 통제가 쉬운 온라인 SNS를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4], 이들은 통제조절력

이 부족하여 성인보다 쉽게 중독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2]. 최

근 청소년의 SNS 이용이 성인의 2배에 이르면서 SNS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 청소년은 눈을 뜨자

마자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살피고 낮 동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자기 전에 SNS를 확인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 버렸다[5]. 청소년은 SNS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금단 및 내성을 경험

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 피로와 신체

적 문제가 발생한다[4].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 괴롭힘과 폭력

이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6]. SNS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SNS의 

과도한 사용은 SNS 중독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7]. 

청소년기는 학업에 대한 내적이나 외적 환경의 기대가 높아

지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로 학업성적 및 

학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모, 교사,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8].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

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미성숙하여 갈등, 긴장, 스트레스 등 불안정한 심리상

태를 경험한다[9].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

며, 대학 진학 및 진로 문제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입시 실패

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불안, 우울 등 정신적 스트

레스가 가중되고 있다[1,4]. 이렇게 치열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

경에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부정적 감정을 피

하고자 쉽게 SNS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온라인에서 

주로 소통하는 SNS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 

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이 높았고[10,11], 청소년의 학업 스

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12,13]. 국

외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

는 페이스북 같은 사회적 관계망 사이트에 접속이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14].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충분한 수면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 필수적이며, 

신체기능 유지,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15]. 하지만 우리

나라 청소년은 이른 등교 시간, 과외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한 늦은 귀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

로 인한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16]. 2019년 질병관리본부

의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17], 우리나라 고

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

고, 6~7시간이 30.4%, 7~8시간이 17.3%, 8시간 이상이 6.4% 

분포하였다. 최근 7일간 수면시간이 피로 해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49.3%로 수면 만족도가 낮았다

[17].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을 다룬 국내연구에서 학업 스

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감소

하였고[18], 국외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수면

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9,20].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낮에는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

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과 후

나 학원 수업을 마친 후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스마

트폰을 사용한다. 특히, 혼자 있는 이 시간대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

들어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15,21]. 수면의 질과 SNS 중독경향성의 국외연

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수면의 질이 감소하면서 인터넷 사용

이 늘어나거나 자제하지 못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고[22,23],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스마트폰에 의존하

여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24]. 이렇게 청소년

의 수면의 질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SNS 중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학업 스

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이 매개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의 SNS 사용의 급증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는 가운데 SNS 중독과 유사한 맥락의 인터넷 중독

[12-14,22,23], 스마트폰 중독[10,11,15,21,24]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수면의 질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

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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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SNS 중독경향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SNS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

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I광역시에 소재한 2곳의 입시학원 입시생 

중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으로 학생과 보호자 모두 

서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원 입시생 중에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학원만 다니는 학생과 보호자 동의가 없는 학

생은 제외하였다.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구하였다. 효과크기 .15, 유의수

준 .05, 검정력 .95, 독립 변수를 11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

본 수는 178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210부 중 무응답

이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여 최종 204부

(97.1%)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im [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도구 사용에 관한 이메일 문의를 통해 저자의 허락

을 받았다. 이 도구는 4개 하위영역으로 비교 2문항, 기대 6문항, 

내면 7문항, 표출 6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측정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최저 21점에서 최고 10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9]의 연구

에서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이었다．　

2) SNS 중독경향성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Suh와 Cho [7]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도구 사용에 관한 이메일 문의를 통해 저자

의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 소비 3문항, SNS 과잉소통과 몰입 7문항, SNS 집

착 및 금단증상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의 측정은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까지이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

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uh와 Cho [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다.

3)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Oh 등[25]이 개발한 척도로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수면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도구 사

용에 관한 이메일 문의를 통해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

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수면 양상 8문항, 수면평가 4문항, 수면 

저해 원인 2문항, 수면 결과 1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의 측정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아니다’ 4점까지이며,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Oh 등[25]

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5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는 .89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자료수집은 I광역시에 소재한 2곳의 입시학원장에

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 후 연구자가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관해 설명

하였다.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자는 학생 편으로 보호

자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으

며,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 오도록 하였다. 이후 학생과 

보호자가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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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8월 16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

지이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각각 학원에 방문하여 학원에

서 제공한 외부 소음이 차단되고 사생활이 존중되는 공간인 학

생상담실에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가 무기명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고, 설문지 작성시

간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작성한 설문지는 개별 봉투

에 봉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SNS 중독경향성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은 각 변수에 대하여 범주별

로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하여 만족하는 경우 

ANOVA 분석 후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실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SNS중독경향성 간

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는 회귀모형에서 잔차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는 SPSS 

Process Macro (Model 6, version 3.2)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Process Macro 방법으로 매

개모형의 각 경로별 유의성과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의 유

의성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

은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5,000회의 표본을 재추출

하였고, Bootstrap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 CI)

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수준 95% 하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15]．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과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동신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907-BM-035). 연구자가 직접 학원에 방문하여 연구대상자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과 비 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대

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참여를 언

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고, 설문지 작성에 든 노력의 보상으로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부호화하여 전산에 입력하였고, 암호 및 안전장치가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204명이며 남자 83명(40.7%), 여자 121명(59.3%)

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고, 학년은 1학년 40명(19.6%), 2학년 

73명(35.8%), 3학년 91명(44.6%)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학

교생활만족은 ‘그렇다’가 41.2%를 차지하였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이상에서 7시간 미만이 58.9%로 가장 많았다. 부

모(혹은 동거인)와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가 42.1%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루 SNS 사용시간은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SNS 인간관계 정도는 

41~50명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 수면의 질 및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검정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SNS 중독

경향성의 차이검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학교생

활만족도, 평균 수면시간, 부모(혹은 동거인)와의 관계, SNS 

인간관계 정도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

다. 대상자의 학년, 학교생활만족도, 평균 수면시간, 부모와의 

관계, 하루 SNS 사용시간(통화, 문자, 게임, 음악감상, SNS 웹 

검색 포함), SNS 인간관계 정도에 따라 수면의 질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학교생활만족도, 평균 수면시간, 부모와의 관계, 

하루 SNS 사용시간, SNS 인간관계 정도에 따라 SNS 중독경향

성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교생활만족은 ‘보통이다’인 

경우가 ‘그렇다’이거나 ‘매우 그렇다’ 경우보다, 하루 평균 수

면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 미만이거나 7시간에서 9시간 미만

인 경우가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부모와의 관계

는 보통이거나 만족하는 경우가 매우 만족하는 경우보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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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of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Sleep Quality and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be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cademic stress Sleep quality

SNS addiction 
tendency

M±SD F or H (p) M±SD F or H (p) M±SD F or H (p)

Gender Men
Women

 83 (40.7)
121 (59.3)

2.52±0.67
2.65±0.60

1.51
(.219)

2.85±0.58
2.66±0.51

4.53
(.033)

2.09±0.64
2.17±0.52

0.79
(.377)

School grade First
Second
Third

 40 (19.6)
 73 (35.8)
 91 (44.6)

2.44±0.68
2.68±0.64
2.60±0.59

2.95
(.229)

3.00±0.49
2.66±0.52
2.69±0.56

11.81
(.003)

a＞b, c

1.98±0.58
2.17±0.55
2.18±0.58

1.97
(.14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trongly disagreea

Disagreeb

Neither agree nor disagreec

Agreed

Strongly agreee

 1 (0.5)
12 (5.9)

 71 (34.8)
 84 (41.2)
 36 (17.6)

2.81±0.00
3.08±0.55
2.89±0.55
2.43±0.57
2.24±0.62

12.02
(＜.001)
b＞d, e
c＞d, e

2.33±0.00
2.58±0.49
2.57±0.54
2.77±0.50
3.09±0.55

21.56
(＜.001)

c＜e

1.75±0.00
2.29±0.56
2.38±0.48
2.04±0.55
1.84±0.62

20.64
(＜.001)
c＞d, e 

Average of sleep 
time（hour/day)

＜5a

5~＜7b

7~＜9c

≥9d

 47 (23.0)
120 (58.9)
 36 (17.6)
 1 (0.5)

2.77±0.61
2.66±0.58
2.17±0.67
2.33±0.00

19.44
(＜.001)
a, b＞c

2.55±0.55
2.70±0.49
3.11±0.56
2.93±0.00

20.71
(＜.001)
a, b＜d

2.29±0.52
2.16±0.58
1.84±0.50
2.35±0.00

4.61
(＜.004)
b, c＞d

Relationship 
with parents 
(housemate) 

Very dissatisfieda

Dissatisfiedb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c

Satisfiedd

Very satisfiede

 2 (1.0)
 6 (2.9)

 56 (27.5)
 

86 (42.1)
 54 (26.5)

3.57±0.07
2.79±0.62
2.86±0.52

2.65±0.56
2.18±0.64

37.21
(＜.001)

a, c, d＞e

2.50±0.33
2.73±0.33
2.58±0.54

2.67±0.54
3.01±0.51

20.68
(＜.001)
c, d＜e

2.30±0.35
2.00±0.79
2.37±0.55

2.20±0.52
1.80±0.51

30.36
(＜.001)
c, d＞e

Time of SNS use
(hour／day)

＜1a

1~＜2b

2~＜3c

3~＜4d

4~＜5e

≥5f

13 (6.4)
18 (8.8)

 56 (27.5)
 59 (28.9)
 51 (25.0)
 7 (3.4)

2.31±0.44
2.40±0.60
2.55±0.60
2.56±0.66
2.79±0.62
2.89±0.77

11.05
(.050)

2.96±0.39
2.96±0.44
2.79±0.56
2.70±0.61
2.67±0.50
2.19±0.29

15.31
(.009)

a, b＞f

1.72±0.44
1.66±0.46
1.98±0.55
2.30±0.55
2.35±0.52
2.51±0.34

36.05
(＜.001)

a, b＜d, e, f

Human relations 
through SNS 
(person)

10~＜20a

20~＜30b

30~＜40c

40~＜50d

≥50e

 25 (12.3)
 30 (14.7)
 36 (17.6)
 48 (23.5)
 65 (31.9)

2.23±0.58
2.53±0.64
2.81±0.59
2.87±0.50
2.45±0.65

6.95
(＜.001)
a＜c, d

3.06±0.53
2.84±0.55
2.67±0.59
2.51±0.44
2.77±0.54

5.12
(.001)

a＞c, d

1.59±0.41
1.97±0.53
2.35±0.57
2.40±0.47
2.11±0.54

40.76
(＜.001)

a＜c, d, e

a, b, c, d, e, f=Scheffé́'s test or bonferroni test; F=ANOVA; H=kruskal-wallis; SNS=social network service. 

SNS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2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SNS 인간관계 정도는 30명 이상인 경우가 20명 이하인 경우보

다 SNS 중독경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3. 학업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SNS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관계

학업 스트레스가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r=.52, p<.001) 학업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의 질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r=-.55, p<.001)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부

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r=-.58,　

p<.001)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은 낮게 나타났

다(Table 2). 

4.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 관계에서 수면의 질 

매개효과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

면의 질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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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diating Effect of Sleep 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N=204)

Model           Variables B SE β t p R2

Model 1 Academic stress → SNS addiction tendency 0.49 .04 .54 9.13 ＜.001 .29

Model 2 Academic stress → Sleep quality -0.52 .05 -.59 -10.49 ＜.001 .35

Model 3 Academic stress, sleep quality
Academic stress 
Sleep quality

→ 
→ 
→ 

SNS addiction tendency
SNS addiction tendency
SNS addiction tendency

 
0.30 

-0.37 

 
.06
.07

 
.33

-.36

 
4.72

-5.18

 
＜.001
＜.001

.38

B=regression weights; SE=standardized error; β=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NS=social network service. 

Table 4.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N=204)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B 
Boot 
SE

95% CI
B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Boot 
LLCI

Boot 
ULCI

Academic stress → SNS addiction tendency 0.30 .06 .08 .24

Academic stress → Sleep quality → SNS addiction tendency 0.19 .04 .12 .27

CI=confidential interval; LLCI=the lower limit of B in 95% confidential interval; ULCI=the upper limit of B in 95% confidential interval; 
SNS=social network service.

Table 2. Correlations among Academic Stress, Sleep Quality 
and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N=204)

Variables
Academic stress Sleep quality

r (p) r (p)

Academic stress  1.00

Sleep quality -.58 (＜.001) 1.00

SNS addiction tendency  .52 (＜.001) －.55 (＜.001)

SNS=social network service.

결과, Dubin-Watson 값은 2.10으로 기준 값인 2에 가까워 오차

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58~0.65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55~1.72로 10 이하이며, 독립변수 간 상관계

수가 .52~.58로 .8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

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잔차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는 

Process Macro version 3.2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Model 1에서 독립변수 학업 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SNS 

중독경향성(B=0.49,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Model 2에서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수면의 

질(B=-0.52,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Model 3

에서 매개변수 수면의 질이 추가되었을 때 학업 스트레스는 

SNS 중독경향성(B=0.30,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고, 매개변수인 수면의 질은 SNS 중독경향성(B=-0.37, p<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8% 

(R2=.38, p<.001)이었다(Table 3). 이때 매개변인이 추가된 모

형에서의 독립변인 효과(B=0.30, p<.001)가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의 독립변인 효과(B=0.49, p<.001)보다 작아 매개효

과 검정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 매

개효과 유의성은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을 

검정하였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의 SNS 중독경향성 대한 직접

효과의 크기는 .30이었고, 95% Bootstrap 신뢰구간(.08~.24)

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가 수면의 질을 매개로 하여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간접효

과 크기는 .19였고, 95% Bootstrap 신뢰구간(.12~.27)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이상에

서 수면의 질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수면의 질을 높인다

면 SNS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 스트레

스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SNS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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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숙 · 강혜승 · 이하나

B=-0.52
(p＜.001)

B=0.30
(p＜.001)

B=-0.37
(p＜.001)

Sleep quality

SNS addiction
tendency

Academic stress

SNS=social network service.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leep 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NS addiction tendency.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

로써 청소년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학교생활만족도, 수면시간, 부모와의 

관계, SNS 사용시간, SNS 인간관계 정도에 따라 SNS 중독경

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NS 사용시간, SNS 인간관계 

정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는 Kim과 Cho [1]의 연구

와 Ko와 Bae [5]의 연구에서 SNS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SNS 

인간관계 정도가 많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SNS 과다사용으로 SNS의 긍정적인 영

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바른 SNS 사용 교

육과 건전한 SNS 소통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는 Ko와 

Bae [5]의 연구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나 Byun 등[4]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은 유의한 차

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에 따

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는 Byun 등[4]의 연구에서 학교생

활만족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

과와는 상이하였다. 추후에는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결과에서는 청

소년이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와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고,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SNS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18-20]. 본 연구대상자가 입

시학원의 인문계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입시경쟁

으로 인한 압박감, 대학수능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성적 및 진로 문제가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18].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량이 

증가하고, 심리적인 부담감은 더욱 커지며, 입시 위주의 사회

문화적 압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느끼는 신체적이나 심리 ․ 사
회적 스트레스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

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교감신경 호르몬을 분비시켜 수면에 

들어가야 할 밤까지 지속하여 온몸을 긴장하게 하고, 우울을 

호소하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20].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낮 동안 집중력 저하와 졸림으로 학업 수행능력이 감

소하고, 피로감, 두통 등 신체적 이상과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18]. 이렇게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가 증가하면 수면의 질은 낮아지고, 학업성취도 저하와 함께 신

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의 학

업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대처방

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가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

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10,11]이나 인터넷 중독[12-14]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

소년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과 정

적 상관관계가 있고,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인

터넷 중독 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10-14]는 청소년이 경험하

는 학업 스트레스가 SNS 사용을 가중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SNS 의존성을 높여 사회

관계망에 집착하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괴리로 인한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6]. 결국, 청소년이 자신들만

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여 또래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스트레

스 없이 접근이 쉬운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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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인터넷 ․ 공간

에서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점

차 편향된 사고를 갖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에코 체임버

(Echo Chamber)’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26]. 에코 체임버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

회 갈등을 부추기게 되므로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 사회적으로 

양극화시키게 된다[26]. 따라서 청소년의 SNS 중독은 인터넷 

중독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

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SNS 사용 교육과 건강

한 SNS 소통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SNS 소통문

화를 위해서 Howard [27]는 주의, 참여, 협력, 네트워크 지식, 

비판적 소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의 5가지 요소를 

주장하였다. 참여와 공유라는 ‘소통능력’에 대한 정의와 올바

른 활용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무엇이 믿을 

만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정보 소비자가 비

평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7]. 최근에는 흡연, 음주, 

비만, 마약과 신체 이미지 등 건강관련 문제들이 미디어와 관련 

있다고 보고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28].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은 낮아지고, 낮아진 수면의 질

은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수면의 질과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

계를 확인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21-24]. 스마트

폰을 과다 사용하는 집단은 일반 사용 집단에 비해 늦게 잠자리

에 들었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으며, 수면의 질이 낮

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21]. 선행연구에서 취침 전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되었듯이[24],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중독경향성은 수면의 질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줄

어든 수면시간에 SNS에 접속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SNS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여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진 것

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한참 성장 과정에 있는 

이들의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결국, 수면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해결도 SNS를 통한 친구

들과의 대화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SNS 중

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대처방안과 수

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

다. 이를 위해 학업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 아로마 요법을 활용

한 스트레스 해소[29], 학업 향상을 위한 동료학습 멘토링[30],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점심시간 이후 낮잠 

자기, 성장호르몬이 분비되는 새벽시간에는 청소년의 잠자기 

캠페인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SNS 중

독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예방과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보건의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

레스와 수면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SNS 과다사

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과 소셜미디

어 리터러시 등을 통한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입시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문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표집이 수행되었

기에 연구결과의 해석과 확대 적용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지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청소년 대상

을 표집으로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데 제한점이 있으며, 수면의 질 측정도구

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지만 ‘수면저해요인’과 ‘수면

결과’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의 수면의 질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데에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입시학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SNS 중독경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청소년의 SNS 사용이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SNS 중독경

향성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는 점과 소

셜미디어 리터러시의 5가지 요소를 근거로[27] 건전한 SNS 소

통문화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입시 위주의 학업 

스트레스와 이른 등교시간, 늦은 귀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압박감, 과다한 SNS 사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수면 문

제는 정신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SNS 사용과 소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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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성화하는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들의 SNS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수면의 질 및 SNS 중독경

향성 비교 연구, 학업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그룹 간의 수면의 

질과 SNS 중독경향성의 비교 연구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대상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등 질적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중독을 이해하며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의 긍정적 대처방안과 수면의 질을 높이

기 위한 다학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활용 능력을 파악한 후 

올바른 SNS 사용과 소통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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