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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SNS에 중독되는가?

- SNS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Why are we addicted to SNS?  
- the Mediation effect of SNS Stress

구혜경*

 Goo, Hye Kyoung*

요 약 SNS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SNS는 괄목할만한 높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SNS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중독으로 이르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나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새로운 매체로써 SNS 사용자들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중독경향성 즉,

중독을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에 이용자들이 어떻게 중독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특성으로 인한 과다사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SNS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 스트레스와 중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 스트레스와 SNS 중독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SNS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SNS로 이동하여 계속 SNS를 이용하게 된

다. SNS를 사용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사용자들은 또 다른 SNS로 이동하여 계속 SNS를 이용함으로

써 스마트폰이나 SNS의 중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SNS 특성으로 인한 과다사용은 SNS 중독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특성으로 인해 과다사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SNS 중독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수준뿐만 아니라 소비자-브랜드 간의 관계에서 SNS에 대한

중독적인 행동과 같은 SNS의 부정적 측면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SNS 과다사용, SNS 스트레스, SNS 중독

Abstract Social media users are an important part of our lives as they spend a lot of time and actively use 
them. However, it is known that there are many users who feel the psychological stress of SNS stress or fall 
into addiction due to SNS use. SNS stress negatively affects not only the user's mind but also the bod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s between SNS stress and addiction. 
To test the hypotheses, the study perform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We collected 210 data 
from SNS user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SNS overus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NS stress. 
Second,  SNS stres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NS addi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SNS overuse  
did not directly affect SNS addi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and SNS stress.

Key words :  Social Networking Site,  SNS stress, SNS addiction, SNS characteristic, SNS overuse



Why are we addicted to SNS? - the Mediation effect of SNS Stress

- 18 -

Ⅰ. 서 론

Boyd and Ellison(2007)은 SNS을 ‘단순히 정보를 얻

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을 공개하고 자신이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시하고, 이러

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웹기

반의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SNS 사용은 사람들간의

상호관계나 심리적 행복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

스템내에서 사용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

록 하며,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다른 사람들과 공

유가능하도록 하였다[1]. 모바일의 휴대성 증가로 인해

대인간의 소통이 주 기능이 SNS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모바일 활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9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3]. 이러한 SNS는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영향력

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는 점과 그 영향력이 상상외로 넓고 빠르다는 특징 때

문에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하였다[4]. 또한 기업측면에

서도 ICT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SNS가 새로운

미디어로 대두되면서 SNS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참

여, 감정적 애착 등을 통해 고객-브랜드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학계에서는 SNS의 성장속도에 맞추어 SN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초기 연구들은

SNS 영향요인이나 수용, 기업의 SNS 활동효과

[1][5][6][7]들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증대와 영향력 확산, 기업성과의 향상은 SNS 사용자들

이 지속적으로 SNS 이용했을 때 가능하다. 최근 SNS

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측면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SNS의 과다사용이나 중독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SNS의 ‘Janus

face’[8]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과다사용, 우울감,

스트레스, 중독과 같은 SNS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9][10][11][12][13][14][15][16]. SNS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지만 SNS의 지나친 사용에 대한 결과는 아

직 부족한 상황이다. SNS의 과다사용과 스트레스, 중독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온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연

구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SNS 사용에 따른 부정적 측

면을 연구한 SNS 스트레스와 중독에 대한 선행연구들

에 의하면 SNS 중독이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한

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13][16]들도 있지만 스트

레스가 SNS 중독을 유발한다는 연구[14]들로 인해 두

개념의 방향성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중독과의 관계에서 방

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의 ‘SNS 이용추이·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전

체 응답자의 48%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 연령층 중에 20대의 이용률이 82%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

대가 하루 평균 67분으로 가장 긴 SNS 평균이용시간이

나타났으며, 2위인 10대는 1시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 특히, 20대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교하여 SNS 접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와 기술습득이 빠른 것으로 나타

났다[17]. 이를 근거로 친구 및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고

정보와 기술습득이 빠르고 SNS 접근성이 높은 20대 대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SNS의 과도한 사용현상

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SNS 스트레스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SNS 중독을 유발하는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NS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그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SNS 스트레스

SNS은 사용자에게 재미와 휴식을 제공하거나 사용

자의 자발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만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12]. 이는 SNS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정보는 사용

자들에게 즐거움이나 재미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최신

정보획득에 뒤처지거나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싶지

않는 사용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지

속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관리해야 하는 스트레

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stress)는 주

로 의학이나 생리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개념으로

사회심리학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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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18]으로

정의하고 있다. 테크노스트레스는 technology와 stress

의 합성어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상화되고 정보기술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보거나 일처리가 많아짐에 따라 느끼는 정신적 부담감

[19]을 의미한다. 이러한 테크노스트레스는 최근 스마

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

부하(overload), 침해(invasion), 복잡성(complexity), 불

안정(insecurity) 및 불확실성(uncertainty) 등에 의해

유발된다[20][14]. SNS의 사용을 증대시켰던 정보공유,

사회적 관계 확대, 콘텐츠 공유 등은 그 정도가 지나

칠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SNS 과다사용은

자존감, 행복감,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고, 우울감이나

피로감과 같은 정신건강에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16]. 그러나 공하성·신승연

(2019)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SNS사용시간과 스트

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용시간은 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러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SNS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SNS 스트레스를 증

가시킬 것이다.

2. SNS 중독

SNS 중독은 최근 떠오른 사회문제로이지만 아직 명

확한 개념이나 측정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11].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독의

개념을 바탕으로 SNS 중독은 약물중독이나 다른 대상

물에 대한 중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22]. 인터넷이

나 모바일 상에서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

험하고 일상에 지장을 있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중

독경향성’이라는 개념을 중독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

고 있다[23]. SNS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우

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주로 중독과 관련된

중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16].

SNS 사용은우울, 불안이나자존감을저하시키고, 과

다한 사용은 중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SNS 이용시간이 길고 접속률이

높은것으로나타났다[16]. SNS 중독은 SNS사용이증가

함에 따라 사회적 과부화에 의해 나타나며, 이는 심리적

웰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선행연구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

였다.

H2. SNS 스트레스가증가할수록 SNS 중독을증가시

킬 것이다.

H3. SNS의 사용이증가할수록 SNS 중독을증가시킬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SNS 사용자들의 SNS 활동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중독에 이르는 매개효

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SNS 특성으

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스트레스가

SNS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

해 그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SNS 특성, 테크노스트레스 등에 관

한 연구를 바탕으로 SNS 스트레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SNS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선행요

인으로 SNS 특성으로 인한 과다사용을 제안하였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결과요인으로 SNS 중독을 제

시하였다. SNS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SNS를 자주 또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서 SNS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인지한 사용자들은 SNS를 중단하기 보다

는 기존에 이용하는 SNS가 아닌 다른 SNS나 게임,

영상 등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SNS를 그만두지 못하

는 중독경향성을 보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SNS 특성으로 인한 과다사용

을 선행변수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중독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2. 측정

SNS중독은 오윤경(2012)이 개발한 SNS 중독경향

성 척도를 바탕으로 박웅기(2014)가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SNS 중독을 측정한 항목들을 수정보완하여 측

정에 활용하였다[25][26]. 측정에는 중독척도

(SNS-AS)의 생활장애, 금단 및 불안, 중단실패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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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이용하여 1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NS 스트

레스는 SNS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및 신체적 부담감

및 피로감으로 보았다[14]. 특히 기업이 SNS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심리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

해 피곤하고, 지치며, 에너지 소모가 많다 등의 5개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SNS 과다사용은 Caplan(2002)의

인터넷 과다사용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SNS 특성

에 대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27].

측정에 사용된 SNS 특성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시

스템관리, 정보관리, 타인과의 관계관리, 자신의 평판관

리 등의 4가지 요인을 선택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SNS 이용자가 스트레스을 느끼고, 중독

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이용경험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SNS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설문지 첫 항목에서

SNS 이용유무를 확인하여 SNS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응답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년 이

상 SNS를이용해본경험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자

료를수집하였다. 회수된총250부의응답중에서 ‘하루에

SNS를거의사용하지않는다’고응답하거나 ‘이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총 210부를 통계분

석자료로 이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116명

(55.0%), 여학생은 94명(44.8%)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세 이하 응답자는 50명(23.8%), 21세∼23세

는 103명(49.0%), 24세 이상은 57명(27.1%)로 나타났

다. 총 210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21세∼23세의 연령대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를 이용해

경험은 1년∼3년 미만 44명(21.0%), 3년∼5년 미만 42

명(20.0%), 5년 이상 124명(59.0%)이 응답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1일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 88명(41.9%), 1

∼3시간 이내는 73명(34.8%), 3시간 이상은 49명

(23.3%)로 나타났다.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들은 대체로

SNS를 하루에 1시간～3시간 정도의 사용시간을 투자

하고, 이용한 경험이 5년 이상인 21∼23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

석하기 위해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들은 추출기준은 아이겐값 1 이

상, 추출된 각 요인들은 0.5이상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을 가지고 있는 타당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SNS 과다사용은 SNS의 특성의 시스템관리, 정보관리,

타인과의 관계관리, 자신의 평판관리의 과다사용을 하

위차원으로, SNS 중독은 생활침해, 금단불안, 중단실

패를 하위차원으로 설정하였다. SNS 특성으로 인한

과다사용, SNS 스트레스 및 중독경향성에 대한 각 측

정항목에 대한 Cronbach’s α는 0.7이상으로 각 요인들

은 내적일관성, 즉 신뢰성이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

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SNS 과다사용, SNS 스트레스

및 SNS 중독에 대한 각각의 개별요인의 단일차원성

검증을 통해 측정항목들이 단일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포함

된 잠재요인과 그 측정변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모델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모든 측정한 변수

들에서 AVE와 개념신뢰도(CR)의 값이 0.7이상과 0.85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

으므로 측정모델의 집중타당성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가 대상이 되는 두 요인 각각의 √AVE

값과 분석에 이용되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을

비교하여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AVE 값과 측정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값을 비교한 결과, 분석에 포함된

측정변수들은 모두 판별타당성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NS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nderson and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SNS 과다사용과 중독은 고차수준의 구성개

념(higher-order factor construct)으로 2차 확인적 요인

분석(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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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나의 잠재요인으로 구성하였다[28].

표 1.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Table 1. Constructs validation and reliability for analysis

variable Cronbach’ α CR AVE

SNS
과다
사용

자신 평판관리 .882 .939 .840
정보관리 .894 .943 .848

타인과관계관리 .852 .912 .776
시스템관리 .717 .890 .730

SNS 스트레스 .808 .932 .821

SNS
중독

생활방해 .846 .913 .779
금단불안 .831 .898 .746
중단실패 .910 .922 .797

3. 가설 검증

본연구의가설을검증하기위하여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는 χ2=148.093(p=.000), χ2/df=3.085,

GFI=0.901, AGFI=0.839, NFI=0.898, CFI=0.929,

TLI=.902, RMSEA=.100 등으로, 전반적인적합도지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모

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 매개효과 검증결과
Table 2. Results of mediated effect

경 로 경로
계수

St.
경로
계수

S.E. t p

SNS 과다사용
→ SNS 스트레스

.164 .258 .046 3.559 .000

SNS 스트레스
→ SNS 중독

.414 .266 .118 3.498 .000

SNS 과다사용
→ SNS 중독

.105 106 .069 1.521 .128

모형적합도 : χ2=148.093(p=.000), χ2/df=3.085, GFI=0.901, AGFI=0.839,
NFI=0.898, CFI=0.929, TLI=.902, RMSEA=.100

SNS 스트레스의매개효과를검증한결과, SNS 과다

사용과 SNS 스트레스의 경로계수 γ=.164(t=-3.559),

SNS 스트레스와 중독간의 경로계수는 β=.414(t=3.498)

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

타났다. SNS 과다사용과 SNS 중독과의 직접적인 관계

에 대한 경로계수는 γ=.105(t=1.52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

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s test를 이용하였으며, Sobel’s test의 계산

된 값이 α=0.05 수준에서 ±1.96보다 크거나 작으면 매개

효과모형의유의성이인정된다[29]. Sobel’s 계산된검증

통계량 Z=2.501(p=.012)로 나타나 매개효과 모형의 유의

성이 인정되었다.

Ⅴ. 결 론

SNS는 새로운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써의높은성장

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성장은 이용자들이 SNS에 많은

시간을투자하여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다는것을의미

한다. 사람들은 SNS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인해 점점 스

트레스를경험하거나중독으로이르게되는부정적영향

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개인간의 연결에 중요한 매체인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점점 중독경향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에 이용자들이 어떻게 중독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SNS 이용시간이많으며, 가장

활발하게 SNS를이용하고있는 20대대학생들을대상으

로 SNS 스트레스를매개로한 SNS 중독에대한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규명하기위한목적으로진행되었다.

본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특성으로 인한 이용이 증가할수록 SNS 스

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친구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

는 특징으로 SNS의 과도한 사용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용은 자아존중감과 안녕감, 현실친구관계 및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스마트폰을 통한 피상적 인간관계에 호의감을 호

소한다. SNS특성으로 인해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러한 SNS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아지게 된다는 선행

연구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SNS 스

트레스와 중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 스트레스

와 SNS 중독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SNS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SNS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SNS로 이동하여 계속 SNS를 이용하게 된다. SNS를

사용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사용자들은

또 다른 SNS로 이동하여 계속 SNS를 이용함으로써 스

마트폰이나 SNS의 중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셋째, SNS 과다사용은 SNS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를 자주또는 많이 이용하는것이 직접적으로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들을 통해 SNS 중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SNS 스트레스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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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SNS 특성으로 인해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 심리적 불안,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

는다거나 중단에 실패하는 등의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SNS사용으

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한중독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

용자들이 SNS 자체를 중단하기 보다는 스트레스를 유

발한 SNS로부터 벗어나 다른 SNS를 이용하고, 이

SNS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또 다른 SNS로 이동함

으로 인해 SNS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중독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

과를바탕으로 SNS에 대한 중독이 어떠한경로로 발생

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SNS 스트레스가 SNS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SNS 중독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올바

른 SNS 사용에 대한지침 제시나 스트레스나 중독경향

성을초점을 두고이를 완화하기 위한교육프로그램 개

발을고려해 볼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20대 초반의 대학생만을 표

본으로 선정한 것은 일반화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중장년층까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표본의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S 스트레스와중독과

의 관계에 대해집중적으로규명하고있으나 다른 심리

적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의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본다. 셋째, 스트레스와중독과의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변수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용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여 이러한 대처방식이 중독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지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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