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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SNS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문제 간의 계를 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상자는 G도의 학생 198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로 분석하 고, 피어슨의 상 계수를 구하 다. 연구결과 학
생의 SNS 독경향성과 자기표 은 유의한 음의 상 계(r=-.148, p<.05), SNS 독경향성과 인 계문제는 유의한 양의 상

계(r=.434, p<.001), 자기표 과 인 계문제는 유의한 음의 상 계(r=-.45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자기표 정도가 낮고 인 계 문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표 정도가 낮을수록 인 계 문

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SNS 독경향성을 낮추고 자기표 은 높이며 인 계문제를 낮출 수 있도록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198 student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0 to 12, 2013.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2. The SNS addiction 
tendency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assertiveness(r=-.148, p<.05) and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r=.434, p<.001). Self-assertivenes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s (r=-.459, p<.001). The higher the SNS addiction tendency, the lower the self-assertiveness and
the higher the interpersonal problems. The lower the self-assertiveness, the higher the interpersonal problems. 
Therefore, to decrease the SNS addiction tendency, increase the self-assertiveness and decrease the interperson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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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이 보 되고 무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사용이 증
하고 있다[1.2]. SNS는 인터넷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 리, 자기표  등을 통해 타인

과 계를 형성, 유지, 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된

다[3]. SNS는 손쉽고 간편하게 인맥 리를 하게 해주고 

시공간을 월하여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계를 맺

게 해주는 소통의 장으로 정  기능도 있지만, 무분별
한 정보의 확산, 사생활의 노출, 화의 단  등의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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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1]. 스마트폰의 
독자의 77%가 스마트폰의 주된 사용목 으로 SNS를 
꼽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독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것

이 SNS인 것으로 나타났다[4]. SNS가 가상공간에서 타
인과 계를 맺고 즉각 인 피드백이라는 즐거움을 통해 

독성을 높이며, 이  학생의 독성이 높은데 이는 

친구의 반응과 우정에 민감하고 사회  계를 요시 

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5]. 사회  

면 면 계가 얼굴을 마주보며 화를 하며, 물리 인 

거리를 요구하는 상황들을 요구하는 반면, SNS는 그러
한 스트 스 없이 상당히 쉽게 근이 용이하며 친구 

계를 유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인
계를 유지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독에 이르게 될 가

능성이 높다[6]
SNS 독경향성은 SNS 과다사용에 따른 단과 내성

을 갖게 되면서 스트 스와 우울증, 강박 등 정신  피로

와 신체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응  일상생활에 지

장을 래하는 것을 의미한다[1]. 선행연구에 의하면[5] 
SNS 독경향성은 SNS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고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자아존 감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자기표 은 언어와 비언어 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생각, 느낌 등을 자연스럽게 표 하는 것으로[8], 
자신을 상 방에게 히 표 할 수 있고  상 방으

로부터 이해와 우호 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 결과 자기표 을 잘 할

수록 효과 으로 의사소통  인 계를 잘하며[8] 스
트 스에 잘 처하는 것[9]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표 을 

잘 할수록 인터넷 독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10]. 반면 SNS 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면 면 계에

서의 자기표 을 어들게 되어 향을 미칠 것으로 생

각되나 두 변수간의 계에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

다.
인 계 문제는 만족스러운 인 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 인 인 계를 처하

지 못하고 피해를 받는 것으로 [11]. 학생 시기의 친
한 인 계는 성숙하고 건강한 자기상을 발달시키는 

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 계 문제를 이기 한 극

인 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7]에서 인터넷 독경
향성이 높을수록 인 계에 있어 소극 으로 처하며 

타인으로부터 거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들

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더욱 더 독 가능

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하고 있다. 
SNS를 주요 이용하는 상이 20  학생으로[12] 
학생을 상으로 인터넷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문제의 세 변수간의 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되나 이들 계를 본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학생의 SNS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 문제의 정도와 계를 악하고 학생의 SNS
독경향성을 낮추고 자기표   인 계 능력을 증진시

키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SNS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문제의 정도와 상 계를 악하고자 시

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SNS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문제 정도와 상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G도의 학생 남녀 230명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해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

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은 훈련된 연구 보조 
인력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 다. 
표본 수를 산정하기 하여 G power program으로 효

과크기를 .5, 유의수  .05, 검증력 .9로 설정하 을 때 

172명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탈락율 20%를 고려한 결과 
172명/(1-0.2)=215명으로 나와, 총 230명에게 자료 수집
을 하 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32부를 제외하고 최
종 198명을 상으로 하 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일반  특성은 성별, 학년, 스마트폰 사용 유무, SNS 
사용유무, SNS 사용이유, SNS 하루 속량 총 6개의 항
목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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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NS중독경향성 측정도구

SNS 독경향성 측정도구는 Young[13]이 제작한 인
터넷 독진단 척도 8문항과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14]의 인터넷 독 자가진단 검사 K 척
도 20문항을 토 로 Oh[15]가 수정한 도구로 총 1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
록 SNS 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Oh[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2.3.3 자기표현 측정도구

자기표 척도는 Rathus[16]에 의해서 개발된 자기표
척도(Rathus Assertive Scale; RAS)를 Chun[17]이 수
정한 도구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Likert 척
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표 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Chun[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2 이었다. 

2.3.4 대인관계문제 측정도구

인 계문제는 Kim 등[18]이 표 화한 한국형 인

계문제 척도(KIIP-C)를 Kim 등[18]이 수정한 도구로 
3개 하 역 총 40문항으로 동조성 11문항, 공격성 6문
항, 회피성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
로 수가 높을수록 인 계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18]연구에서는 Cronbach's 
α=.73이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G도의 학생 남녀 230명에게 훈련된 연
구 보조 인력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본 연구의 취지에 
해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실

시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2일
까지 으며, 배부된 230부의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32부를 제외한 최종 198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고, 상자의 SNS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문제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상자
의 일반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문제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 다. 상자의 SNS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 문제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표본 선정 시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 으

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32명(66.7%), 남자가 66명
(33.0%)이며, 학년은 3학년이 117명(59.1%)로 가장 많
았고, 1학년 66명(33.3%), 2학년 10명(5.1%), 4학년 5명
(2.5%)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유무에 한 질문에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191명(96.5%)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7명(3.5%)이었다. SNS 사용 유무에 한 질문에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179명(90.4%)이었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18명(9.1%)이었다.

SNS를 사용하는 이유에 해서는 다른 사람의 최근 
변화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기 해 70명(35.4%)로 가
장 많았고, 연락되지 않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36
명(18.2%), 다른 사람과 계를 맺기 해 19명(9.6%), 
나의 일상사를 게시하기 해 17명(8.6%), 다른 사람들
이 모두 하고 뒤처지지 않기 해 13명(6.6%), 타인과 
본인의 게시물에 한 반응을 확인하기 해와 기타가 

각 각 12명(6.1%) 순으로 나타났다. SNS 하루 속량은 
하루에 5회 이상 90명(45.5%), 한 시간에 1회 이상 41명
(20.7%), 하루에 4회 이하 32명(16.2%), 하루에 1회 12
명(6.1%), 속하지 않는 경우가 4명(2.0%) 순이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상자의 SNS 독경향성은 5  만 에 2.22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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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66 33.0
Female 132 66.7

Grade

1st 66 33.3
2nd 10 5.1
3rd 117 59.1
4th 5 2.5

Smartphone use 
Yes 191 96.5
No 7 3.5

SNS use
Yes 179 90.4
No 18 9.1

The reason why using SNS

It can be seen in real time of the latest change in the other 70 35.4
All others use it, not to be left behind 13 6.6
For entering into relationships with others 19 9.6
In order to post my daily private article 17 8.6
Come and meet friends did not contact 36 18.2
In order to check the response to others' posts, or my posts 12 6.1
etc 12 6.1

SNS Daily amount of access

More than once per hour 41 20.7
Five times more per day 90 45.5
Less than four times a day 32 16.2
Once a day 12 6.1
Do not connect that 4 2.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8)

Variables Categories Mean±SD

SNS addiction tendency 2.22±.74

Self assertiveness 3.14±.35

Interpersonal problems

Total 2.37±.46

Conformity 2.47±.50

Avoidant 2.17±.61

Aggression 2.47±.50

Table 2. Degree of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N=198)

로 나타났고 자기표 정도는 5  만 에 3.14 으로 나

타났다. 인 계문제는 5  만 에 2.37 으로 나타났

으며 하 역  동조성과 공격성 2.47 , 회피성 2.1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

    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은 SNS 
사용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SNS사용하
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t=2.16, p=.032). 
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표 은 학년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4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표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2.97, p=.03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문제는 스마트

폰 사용유무(t=2.08, p=.039)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인 계문제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문제

상자의 SNS 독경향성과 자기표 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고(r=-.148, p<.05), SNS 독경향성과 

인 계문제는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r=.434, 
p<.001). 자기표 과 인 계 문제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r=-.459, p<.001)[Table 4]. SNS 독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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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Interpers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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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Male 2.11±.70 -1.47

(.452)
3.15±.33

.45(.478)
2.11±.70 -.1.467

(.452)Female 2.27±.75 3.12±.36 2.27±.75

Grade

1sta 2.37±.67
1.75

(.158)

3.06±.28
2.97(.033)

a<d

2.41±.44

.46(.709)
2ndb 1.94±.69 3.06±.32 2.38±.48
3rdc 2.16±.75 3.17±.36 2.27±.49
4thd 2.10±1.16 3.46±.59 2.37±.46

Smartphone 
use 

Yes 2.27±.73 -.33
(.741)

3.13±.34
-1.25(.213)

2.38±.45
2.08(.039)

No 2.31±1.02 3.30±.51 2.01±.58

SNS use
Yes 2.26±.70 2.16

(.032)
3.12±.34

-1.17(.242)
2.38±.45

1.13(.271)
No 1.86±.94 3.22±.44 2.22±.59

The reason 
why using 
SNS

It can be seen in real time of the latest 
change in the other 2.35±.65

.51
(.789)

3.10±.33

.99(.434)

2.42±.44

.20(.976)

All others use it, not to be left behind 2.14±.90 3.16±.26 2.23±.54
For entering into relationships with others 2.22±.65 3.10±.25 2.32±.42
In order to post my daily private article 2.31±.65 3.07±.28 2.43±.46
Come and meet friends did not contact 2.14±.79 3.18±.34 2.38±.45
In order to check the response to others' 
posts, or my posts 2.15±.63 2.97±.35 2.39±.30

etc 2.33±.72 3.24±.55 2.38±.45

SNS Daily 
amount of 
access

More than once per hour 2.50±.74

2.12
(.081)

3.14±.23

1.30(.271)

2.37±.50

.85(.495)
Five times more per day 2.24±.65 3.14±.37 2.35±.42
Less than four times a day 2.09±.68 3.00±.38 2.50±.41
Once a day 2.14±.83 3.19±.29 2.45±.50
Do not connect that 1.88±.64 3.09±.23 2.23±.26

Table 3.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Variables
SNS addiction tendency Self assertiveness Interpersonal problems

r(p) r(p) r(p)
SNS addiction tendency 1 -.148(p<.05) .434(p<.001)
Self assertiveness -.148(p<.05) 1
Interpersonal problems .434(p<.001) -.459(p<.001)

1
Conformity .250(p<.001) -.066(p<.001)
Avoidant .437(p<.001) -.467(p<.001)
Aggression .250(p<.001) -.066(p<.001)

Table 4. Correlations of SNS addiction tendency, Interpersonal problems and Self assertiveness                (N=198)

성과 인 계문제 하 역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 SNS 독경향성과 동조성, 공격성(r=-.250, p<.001), 
회피성(r=.437, p<.001)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자기표 과 인 계문제 하 역과의 상 계를 분

석한 결과 SNS 독경향성과 동조성, 공격성(r=-.066, 
p<.001), 회피성(r=-.467, p<.001)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SNS 독경향성, 자기표 ,  인
계문제 정도와의 계를 규명하여 학생의  SNS 독

경향성의 요성을 확인하고, 자기표 을 향상시키고 

인 계문제를 감소시키는 략을 마련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자는 G도의 학생으로, SNS 독경향성 

정도는 2.22 (범  1-5 )으로 간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 인 비교는 어렵

지만 학생을 상으로 한 Choi[19]의 연구 1.70(범  

1-4 ), Yan[20]의 연구 1.88(범  1-4 )과 유사한 결과
이다.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은 

SNS 사용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나 선행연구[7]에
서 성별,  SNS 속빈도, SNS 이용목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추후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표 정도는 3.14 (범  1-5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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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10]의 연구에서 남자 2.56 , 여자 2.48 (범  1-4
)과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표 은 자기이해를 바탕으

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 방에게 확신을 가지고 솔

직하게 직 으로 나타내는 학습 가능한 것으로[10] 
학생의 자기표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표 정도는 4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표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
한 교양수업과 공수업을 통해 자신을 표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훈련된 상으로 보이며, 
한 4학년의 경우, 모든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실제
인 취업 비를 하면서 자기표 이 발 된 모습으로 변

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에서는[10]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자기표 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 계문제는 2.37 (범  1-5 )으로 
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21]의 연구 2.32 , Lee[22]의 연구 2.35 과 유사

한 결과이다. 하 역에서는 동조성과 공격성이 높고 

회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
[22] 동조성이 가장 높고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동조성은 타인에게 을 

맞추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기 를 반 하는 태도와 행동을 말

하는 것이며 공격성은 타인에게 맞섬으로써 그들을 통제

하고 지배하기 원하는 태도와 행동을 가지는 것으로 

학생들의 동조성과 공격성의 인 계문제를 낮추기 

한 재방안이 필요하다.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

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인 계 문제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타인과의 친 하고 의미 있는 

인 계 경험을 통해 심리, 사회 으로 보다 성숙한 인

간으로 성장하게 되므로[11] 학생의 인 계문제를 

이기 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SNS 독경향성과 자기표 은 유의한 음의 상 계

를 보여, SNS 독경향성이 클수록 자기표 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독경향성과 자기표 과

의 계에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가 어렵

지만 자기표 성이 인터넷 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10]에서 자기표 성 수 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 으로 

지지한다. 자기표 의 기본요소는 언어  측면뿐 만 비

언어  측면인 음성, 억양 등이 기본 인 요소[23]로 
SNS을 통한 자기표 은 이러한 비언어 인 기본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SNS 독경향성이 높을

수록 자기표 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선행연구[10]에서는 실세계에서 자기표 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수록 인터넷 독에 빠질 험성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SNS 독경향성과 자기표 성

의 계의 방향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SNS 독경향성과 인 계

문제는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여 SNS 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인 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15]에서 SNS 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인 계 만족

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 으로 지

지한다. SNS는 인 계를 형성하기 해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항상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상태로 실

세계에서의 인 계의 기피 상으로 이어지며 인

계문제를 더욱 야기하므로[24], SNS 독경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반면 선행연구[25]에서 SNS를 통한 상호
작용이 실제 인 계의 발 과 유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러
므로 추후 SNS를 통한 인 계의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표 은 인 계문제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여(r=-.459, p<.001), 자기표 을 못할수록 인 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26]와 일치한다. 이는 
원만한 인 계를 해 필연 으로 요구되는 것이 

한 자기표 으로 학생들의 자기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학생들의 SNS 독경향성은 자기표 과 

인 계문제에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SNS 독경향성에 심을 가지고, SNS 독경

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의 SNS 독경향성, 자기표   

인 계 문제와의 계를 규명하여 학생의 SNS 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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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낮추고 자기표 을 높이고 인 계 문제를 낮출 

수 있는 략을 마련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학생의 SNS 독경향성은 5  만 에 2.22

, 자기표 은 5  만 에 3.14 , 인 계문제는 5  

만 에 2.37 ,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SNS 독경향성

과 자기표 은 유의한 음의 상 계(r=-.148, p<.05), 
SNS 독경향성과 인 계문제는 유의한 양의 상

계(r=.434, p<.001)를 보 고, 자기표 과 인 계문제

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다(r=-.459, p<.001). 
이러한 결과를 토 로 학생의 SNS 독경향성을 낮

출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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