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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휴 폰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서 불안과 학생활 응이 어떠한 인과 계

의 향력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 다. 연구 상은 주 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인 학생 479명이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5.0으로 기술통계, cronbach's α, 상 분

석,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AMOS 7.0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변수들간의 인 과계에 한 경로분

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수인 학생의 불안은 학생활 응에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활 응은 휴 폰 독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의 불안은 휴 폰 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생활 응은 불안과 휴 폰 독

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 association between anxiety, cellular phone addi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structural equating model (SEM). This study was verify whether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79 undergraduate students in Gwangju city in 

accordance to convenience sampling. SPSS 15.0 was employ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for 

cronbach‘s α coeffici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lso, AMOS 7.0 was employed for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of 

casual relation among variables and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xiety had a negative effec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had a negative effect on cellular phone addiction. Second, anxiety had a positive effect 

on cellular phone addiction. Third, it was founded that adjustment to college lif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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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술은 90년  반부터 명

으로 발 하기 시작하여 세계 최고 수 에 이르고 있

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 으로 휴  화는 인의 

생활필수품이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역으로 자리

매김하 으며 기본 인 통신수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1]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도구가 되었다[2]. 욕구를 표출하고, 감정을 교환

하는 휴 폰은 문화  생산 도구의 하나이며 형성된 문

화를 확산시키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 

 사회에서 휴 폰이 제공하는 많은 정  측면에 

비하여 부정 인 측면의 향력도 공존하고 있다. 최근 

휴 폰 독이 심각해지면서 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휴 폰 독이란 통제력을 상실한 채 과도하고 충동

인 휴 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정도의 의

존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4]. 휴 폰 독에 한 연

구는 부분 어린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연구

[3][5][6]가 부분이나 학교에서 휴 폰 사용을 강제

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휴 폰 독은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7]. 그러나 학생들은 휴 폰 구매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휴 폰 사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8] 어린 청소년에 비해 사용의 제약이 어 독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들의 휴 폰 독은 심

각하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책마련이 시 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사회 체제 속으로 

내 몰리고 있으며, 높은 등록 과 청년 실업난에 의한 

진로 스트 스 등 다양한 사회  요인으로 불안 정도가 

높다. 기사회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직업과 사회

 역할수행에 필요한 비기로서 신체 , 심리 , 정

서 , 사회  측면에서 많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부

정  정서일 때 우울이나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해소하

고자 휴 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다[9]. 한, 학

생들은 매체의 새로운 정보 문화에 참여하고 형성

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학생의 불안이 사이버 

독에 향[10]을 미치는 것처럼 학생들의 불안은 휴

폰 독에도 향을 미칠 것이며 학업에 지장을 래

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된

다[11]. 학생활 응은 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생

들이 학업, 인 계  정서  측면에서의 요구에 처

하는 한 반응이다[12]. 학생활 응은 단순히 지  

능력의 발달이나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 

동화되고 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목

을 두어야 한다[13]. 학생활 응은 학업  응뿐만 

아니라 사회  응, 정서  응, 학에 한 애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14] 학생활 응 정도에 따라 학생

들의 삶에서 형성되는 결과들이 달라진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불안이 휴

폰 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불안과 휴

폰 독의 인과 계를 직 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학생들의 불안, 학생활 응, 휴 폰 독

과의 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불안이 휴 폰 독과 어떠한 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밝힘으로써 휴 폰 독에 향을 주는 학생활 응 

요인의 요성을 강조할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해 학생들의 휴 폰 독을 방하고 처치하며, 

학생활 응이라는 요인을 통하여 휴 폰 독을 약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나아가 학생

들의 바람직한 휴 폰 사용 방향을 인식하는 자료가 되

길 기 한다. 한 이러한 학생활 응의 효과확인은 

불안에 한 방 로그램이나 휴 폰 독에 한 개

입 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

료된다.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

생의 불안, 학생활 응은 휴 폰 독에 향을 미치

는가? 둘째, 학생의 불안이 휴 폰 독에 향을 미

칠 때, 학생활 응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Ⅱ.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연구가설 

학생의 불안은 학생활 응과 휴 폰 독에 

향을 미치고, 학생활 응은 휴 폰 독에 향을 미

친다고 할 때, 그림 1과 같이 학생의 불안이 휴 폰 

독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생활 응이 매개변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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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주 역시의 3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불안 요인들이 학생활 응 요인을 

통하여 휴 폰 독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를 검

증하고자 하 다. 질문지는 2012년 4월 9일부터 5월 11

일까지 배부하여 임의표집하 다. 체 수집된 자료 

537부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 58부를 제외한 47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

하 다. 

2.3. 측정도구의 신뢰성 

2.3.1. 불안

외생변수에 해당하는 학생의 불안을 측정하기 

해서 주 숙과 김정휘[15]가 표 화시킨 불안검사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사회, 인, 성 , 경제의 4개 하

역으로서 각 12개 문항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5  척도로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85

이었다. 

2.3.2. 휴 폰 독

휴 폰 독을 측정하기 해 Young(1998)[16]이 제

작한 인터넷 독 검사지(Internet Addiction Test)를 유평

수[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내성·의

존, 집착, 생활장애, 강박 등 4개의 하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된 5  리커트식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휴 폰 

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2.3.3. 학생활 응

내생변수에 해당하는 학생활 응은 Baker와 Siryk 

[17]가 제작한 학생 응도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손유진[1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하  역으로는 학업  응, 사회

 응, 사회  응, 정서  응, 학에 한 애착 등

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식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을 잘한다는 의

미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로그램으로 각 변수

들의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 분석, 문항간 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AMOS 7.0 로그램을 이용한 변수

들 간의 인과 계와 향력을 한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 모형에서 학생의 불안을 외

생변수로, 매개기능인 학생활 응과 휴 폰 독의 

요인을 내생변수로 하 다.

Ⅲ. 결과 및 고찰

3.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체 상자 479명  성별에 있어 남학생(273

명, 57.0%)이 여학생(206명, 43.0%)보다 많았으며, 학년

에서는 1학년(128명, 26.7%), 2학년(141명, 29.4%), 3학

년(113명, 23.6%), 4학년(97명, 20.3%)의 표집이 체로 

비슷한 수 에서 이루어졌다. 

표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  특성 (N=479)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79)

구분 N %

성별
남자 273 57.0

여자 206 43.0

학년

1학년 128 26.7

2학년 141 29.4

3학년 113 23.6

4학년 97 20.3

체 47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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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요인들의 상 계 

학생들의 불안, 학생활 응  휴 폰 독 요인

들 간의 상 계는 요인들의 별타당도를 확보하

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과 학생활 응  학

생활 응과 휴 폰 독은 부  상 을 보 으며, 불안

과 휴 폰 독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이는 학

생들이 불안하면 휴 폰 독이 높고 학생활 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활 응이 높을수록 휴

폰 독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각 요인들의 독립

성이 확보되었으며, 요인들 상호 간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은 3.11의 수 을 보 으며, 휴

폰 독은 3.17로 나타났다. 학생활 응은 3.34로 다

소 높게 나타났다. 

표 2. 요인들 간의 상 계수, 평균  표 편차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요 인 불안
휴 폰

독

학생활

응
평균

표

편차

불안 1 3.11 .386

휴 폰 

독
.348** 1 3.17 .425

학생활

응
-.257** -.185** 1 3.34 .443

 **p<.01

3.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3.3.1. 연구모형의 합도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한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χ2 값이 매우 크고, 유의

확률이 .05이하로 나타났으며, 근사오차제곱평균

(RMSEA)값이 .042로 나타나 양호한 합도[19]를 보

으며 간명 합도 지수(TLI), 표 합도 지수(NFI), 비

교 합도 지수(CFI)는 .90보다 높아 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20]. 이상의 합도 지수들에 한 검증 결과

를 검토한 결과 본 구조방정식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

는 것으로 단된다. 

표 3. 연구모형의 합도
Table. 3 Fit index of research model

χ
2

p RMSEA CFI TLI NFI

185.36 .000 .042 .908 .915 .923

3.3.2. 불안이 휴 폰 독에 미치는 경로분석

외생변수인 학생의 불안은 내생변수인 휴 폰 

독에 직 인 계의 향력을 설명하면서 학생활

응의 매개기능을 통하여 간 인 계의 향력도 

설명해주고 있다. 표 4에 나타내었듯이 요인들 간의 

향력을 살펴보면 불안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

력(β=-.408, CR=3.52, p<.001), 학생활 응이 휴 폰 

독에 미치는 향력(β=-.254, CR=3.84, p<.001), 불안

이 휴 폰 독에 미치는 향력(β=.429, CR=2.16, 

p<.001)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따라서 학생

의 불안은 휴 폰 독에 많은 향력을 미치며 내생변

수인 학생활 응을 통해 휴 폰 독이 약화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4.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Table. 4 Path coefficients of mediation model

경로 β C.R.

불안→ 학생활 응 -.408 3.52***

학생활 응→휴 폰 독 -.254 3.84***

불안→휴 폰 독 .429 2.16***

***p<.001

학생들의 불안과 휴 폰 독의 계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해하여 

악할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불안이 

휴 폰 독에 미치는 직 경로의 계수는 .429로 나타났

으며, 학생활 응을 매개를 휴 폰 독에 미치는 간

경로의 계수는 .104로 나타났다. 

표 5. 불안이 휴 폰 독에 미치는 효과
Table. 5 The effect of anxiety on cellular phone addiction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불안→휴 폰 독 .429 .104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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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학생의 불안이 학생활 응의 매개를 통해서 휴

폰 독에 미치는 인과 계가 어떠한지를 구조방정

식 모형분석을 통해서 검증하 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불안은 휴 폰 독에 직 인 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외생변수인 불안이 

학생활 응의 매개 기능의 경로를 통해서 간 인 

향력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생의 불안이 학생

활 응에 직 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학생활 응은 휴 폰 독에 직

인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불안 요인은 휴 폰 독에 직

인 향력을 미치지만 학생활 응이라는 매개요인을 

통해서 휴 폰 독을 성공 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휴

폰 독을 방하고 처치하는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불안의 요인이 휴 폰의 

병리 인 독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함과 더불어 휴 폰 독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학생활

응의 강화 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

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 그러나 이를 구체 으로 실

행하기 해서는 학생들의 휴 폰 독을 방하는 

정책과 제도 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학생들에게 을 둔 휴 폰 독 방과 처치

에 한 정책과 제도 인 방안의 마련을 한 연구를 후

속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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