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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사용이 초등학생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sing Smart Devices

권미란*

Mee-Rhan Kwon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과 초등학생의 감성지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시간과 초등학생의 감성지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초
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초등학생의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시간과 초등학생의 감성지능간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존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얻은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에 대하여 추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between the use hours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lso, analyzed between the exercise time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smart devices using tim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mpact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 also concluded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tim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in the regression analysis. It seems 
tha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existing studies and obtained different results for sports activiti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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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의 확산이 사이버 문

화를 발 시키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지 은 한 단계 뛰어넘어 스마트폰으로 변되는 

개인 단말기로서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의 생활을 한층 

더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스마트 기기에서 이

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 기기가 

화된 시 인 것이다. 이 IT 명이라 불리 우는 정보통

신기술의 발 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에 하나이다. 한 인터넷 선진국이라

는 명성에 맞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 률이 갈수록 늘

어나고 있다. 그리고 보 률  사용총량에 있어서도 아

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정상을 달리고 있다.[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1년 연구에서 스마트폰 이

용자는 어느덧 2,000만 명을 넘어섰고, 태블릿 PC, 스마

트 TV와 같은 스마트 기기들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하 다.[2] 한 시사뉴스라인에 따르면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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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67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체 이동 화 가입자의 5,255만 명의 50.84%로 국

민 2명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3]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청소

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에서 원활한 생활을 하기 해서는 인간 계

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요하며, 등학생의 체육

활동은 성장하는 등학생의 인격형성과정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건 한 체육활동은 등학

생을 신체 , 정서 , 감성 으로 바람직하게 발달시킬 

뿐 아니라 사회 으로도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와같이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에 들어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청소

년의 운동량은 상 으로 어들게 되었다. 김옥 · 박

진경(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체력 하의 원인으로 

TV시청, 컴퓨터 게임과 같은 비신체  활동의 증가와 학

교 운동장 폐쇄  감소, 입시 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체육시간 감소 등 열악한 운동실천 환경으로 에 비

해 청소년의 체격은 크게 증가하 으나 체력수 이 격

히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5]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의 정신 ·신체  능력에 달려 

있으며,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하고 육성하여 사회의 건

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가장 

왕성한 인격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그리

고 사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감

성지능은 청소년이 건강한 인 계를 맺고 정 인 학

습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요한 능력이 된다.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감성지능과 체육활동 간의 연구

는 연구되고 있으나 스마트 기기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것에 비해 스마트 기기가 무엇이고, 스마

트 기기가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한 체계

인 연구는 부족한 실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향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따라 등학

생의 감성지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등학생의 운동 시간에 따라 감성지능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관 련 연 구

등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움직이는 능력을 

확 하고 신체의 인지능력  정교한 신체의 사용방법을 

통하여 궁극 으로 창조 으로 자신을 표 하고 정서  

성숙과 사회  발달을 진시키게 된다. 이처럼 아동기

의 감성지능발달과 인발달을 이루기 해 체육활동은 

그 어떤 교육보다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하며 체계 인 교

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진다.
[6] 

체력은 신체  능력을 표하는 것으로서 일생을 통

하여 청소년기에 가장 하게 발달하며, 이 시기의 체

력 수 은 성인기의 건강에 지 한 향을 미친다는 

에서 그 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6]

스포츠 활동(태권도)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호신을 한 기술 습득, 바른 생활 태도의 형성 

등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한 엄격하고 제된 

훈련과정을 통해 자연 으로 정서의 발달과 신체 인 측

면에서의 건강,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

러 다.[7]

감성지능 는 감성지수라는 개념을 최 로 사용한 

미국 일 학의 심리학 교수인 Salovey와 Mayer(1990)

는 감성이 지식이 될 수 있는 근거로 모든 지 인 문제해

결은 감성  정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감성지능

을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변별

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술하 다.[8] Goleman(1995)

은 감성  반응은 편도와 뇌피신질과의 계획 인 상호

재조정작용이라는 이론으로 과학 인 증명을 하 으며, 

각 요소별로 임상의학계, 심리학계의 경험  연구를 제

시하여 감성지능을 학문 으로 체계화하 다.[9] Cole, 

Martin 그리고 Dennis(2004)는 감성지능은 인간의 사고

와 행동을 안내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상

황에 맞는 자기조  능력과 감정이입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이타 인 행동을 유발하고 자신과 타인 간에 발생

하는 갈등 문제를 정 으로 해결함으로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10] 감성지능과 

감성지수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감성지능의 개념

을 이해하기 해서 감성과 지능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

보면, 감성은 정신 기능의 정의  측면에서 구체  지식

을 정 으로 발 하도록 간 인 향을 주는 지혜 

는 삶 체의 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지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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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능의 인지 인 측면에서 학습, 기억, 추론, 단, 

응을 포함하는 인지  역의 효율 인 조작으로 구체  

지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1] 

Ⅲ. 연구모형

본 연구 앞 에서 제시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토

로 연구모형을 개발하 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들과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 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가설내용

가설 1
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지능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시간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서울 소재 등학교를 직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

해 총 228부를 수집하 으나 락이 존재하거나 이 기

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3부의 데이터

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응답자에 한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

학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측정 변수들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변수들

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

다.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수인 명목

척도이므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종속변수

인 감성지능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한 요

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에 한 신뢰성 검증을 해 

Cronbach's α를 측정하 다. 종속변수에 한 요인별 

재량이 0.5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 으며, 그 에 다른 

요인에 한 재량의 차이가 뚜렷하여 제거된 요인은 

없었다. 신뢰성 검증을 해서 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0.9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89 39.9

여자 134 60.1

학년
5학년 130 58.3

6학년 93 41.7

사용 스마트 

기기

없음 28 12.6

안드로이드 폰 164 73.5

안드로이드 테블릿PC 15 6.7

아이팟 2 0.9

아이폰 5 2.2

아이패드 7 3.1

결 측 값 2 0.9

하루 평균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1 9.4

1시간 미만 77 34.5

1시간 – 2시간 미만 60 26.9

2시간 – 3시간 미만 32 14.3

3시간 – 4시간 미만 17 7.6

4시간 이상 14 6.3

결 측 값 2 0.9

일주일 평균 

스포츠 

활동 시간

1시간 미만 46 20.6

1시간 – 2시간 미만 91 40.8

2시간 – 3시간 미만 32 14.3

3시간 – 4시간 미만 21 9.4

4시간 – 5시간 미만 6 2.7

5시간 이상 26 11.7

결 측 값 1 0.4

표 2. 표본의 특성
Table 2. Properties of Sample

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지능에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1이 채택되었다. Beta 값이 –0.126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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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감성지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에 한 측력은 6.5%로 낮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다.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
2
:

감성지능 -0.126 -3.615 0.000
R
2: 0.065 

Adj.R
2
: 0.56

표 3.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회귀분석
Table 3. Regression of Smart Devi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등학생의 스포츠 활동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단순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면 스포츠 활동 시간이 감성지능에 

90% 신뢰구간에서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일반 으로 95% 신뢰구간을 주로 사용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즉 스

포츠 활동 시간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
2
:

감성지능 0.050 1.685 0.093
R2: 0.065 

Adj.R2: 0.56

표 4.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회귀분석
Table 4. Regression of Sport Activ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한태 · 김형수(2010) 연구에서는 연령 별 태권도 수

련 시작시기에서 연령이 낮고, 수련시기가 빠를수록 감

성지능이 고 연령층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

사되어 스포츠 활동이 감성지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어 본 연구와 상반된 결론을 얻었다. 

오승환(2011)의 연구에서도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감성지수가 체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려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12]

반면 이화진(2011)의 연구에서는 체력 수에 따른 감

정지수의 5개 하  역  단 1개의 하  역인 감정인

식만 체력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나머지 4개 

하  역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얻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11] 

Ⅴ.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따라 등학생의 

감성지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증  분석

을 하 다. 한 등학생의 운동 시간에 따라 감성지능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하여도 실증  분석을 

하 다.

서울 소재 등학교를 직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

해 총 228부를 수집하 으나 락이 존재하거나 이 기

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3부의 데이터

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계를 알아

보기 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에 따른 감성지능은 음(-)의 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즉, 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을수

록 감성지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 회귀모형에 

한 측력이 6.5%로 낮게 나타났으며, Beta 값이 –0.126

로 나타나 두 변수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비하여 

감성지능은 12% 정도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간의 계를 알

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은 선행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론을 얻은 연구와 유의하지 않은 

결론을 얻은 연구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에 하여 추후에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모집단

에 한 표본이 국 등학교를 상으로 한 것이 아닌 

서울 소재 한 등학교만 상으로 한 으로 모집단에 

한 표성에 문제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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