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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혼자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연구 대상자가 지각

하는 사회자본의 크기 및 구성 장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20~40대 성인 기혼 남‧녀 714명이다. 온라인 전문 리서치회사에 

자료 조사를 의뢰해 인구통계학적 비례에 따른 할당 표집을 기본으로 임의 선택의 과정을 거쳐,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따랐

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은 기혼 성인의 결혼불만족과 SNS 중독 사이를 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의 완전 혹은 부분 여부를 경쟁모형 비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을 비롯한 다양한 적합도 지수가 상

대적으로 양호한 완전매개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둘째,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 중독 간 

매개모형에서 사회자본 크기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자신의 사회

자본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집단이 작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효과 크기를 더 크게 인식했다. 이와 함께, 사회자

본 형태별로 비중 차이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도 확인했다. 즉, 사회자본의 형태를 면대면 그리고 

SNS 장면으로 구분해 각각의 비중 차이에 따라 면대면 우세, SNS우세 집단으로 구분해 매개모형의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경로 간 효과크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사회자본이 면대면 보다는 

SNS 온라인 상에 더 편중되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는 외로움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 대 면과 SNS 사회자본 사이의 불균형이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

중독 간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혼 성인들의 SNS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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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SNS(social netwokk service)가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다양

한 사회적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SNS 

채팅 친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르거나(국민일보, 2015), 특정 폐쇄형 

SNS가 불륜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는가 하면, SNS를 통한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사회문제가 되는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창호 외, 2014). 때로는 SNS가 각종 유언

비어나 악의적 루머의 통로로 악용됨에 따라 사회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기도 한다(세계일보, 2016)는 

지적이다. 특히, 과다사용과 집착으로 인한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SNS중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

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SNS의 과도한 사용은 과잉의존이라는 부정적 문제를 일으키며, 중독

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오윤경, 2012; 이상호, 2013; 조성현·서경현, 2013; Pelling and White, 

2009; Wilson et al., 2010; Kuss and Griffiths, 2011). 일부에서는 SNS 등장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능가하는 강력한 중독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상호·고아라, 

2013). 아직까지 한국에서 SNS중독에 대해 공식 통계가 집계된 적은 없다. 따라서 인터넷중독이나 스

마트폰중독 관련 통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014년 우리나라 만 5세~54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7.0%로, 이들 중 51.7%가 SNS 사용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그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콘텐츠시장의 주 소비층이었던 10~20대를, 상대적으로 고가인 스마트 기기 구매력을 앞세운 

중‧장년층이 앞질러 가고 있는 추세이다(최승미, 2015). 중‧장년층이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인 SNS라는 점에서 이들이 SNS중독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회적‧학문적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성인들의 경우 청소년과 달리 과다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

각성이 크지만(서보경, 2014), 아직까지 SNS중독을 진단하고 대응할 사회적 체계는 공식적으로 존재

하지 않는다. 

성인들 중에서도 기혼자의 경우 SNS에 대한 중독적 몰입이 배우자 이외 이성과의 관계 및 외도로 

이어져 결혼관계를 위협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최승미, 

2015). SNS를 통한 이성과의 교류는 비록 성적인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서적 교류만을 나눈 경

우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주어 정신건강을 위협하며(Hertlein and Piercy, 2006), 가족해

체로 이어져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 확대가족, 지역사회로까지 피해가 파급될 수 있어(한혜 ·현명호, 

2006) 체계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기혼 성인의 SNS중독에 

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사회‧환경적 향 요인을 밝히려는 탐색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훈·유수현, 2012; 유현숙, 2013). 먼저, 기혼 성인의 경우 결혼생활만족도,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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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의사소통형태와 부부공감, 가족응집력 등 가족관계 요인이 SNS중독에 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이정은·양수, 2005; 정병완·홍혜 , 2015; Young and Rogers, 1998). 

특히,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기혼자들의 SNS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주

요하게 다루어져 왔다(유계숙·김은희, 2015). 이와 함께 SNS가 소통과 관계, 상호작용을 가장 큰 특

성으로 하는 매체인 만큼 외로움, 소외감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박웅기, 2014; 윤명숙 ‧ 박완경, 

2014; Griffiths, 1997)도 SNS중독과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물질 및 행위 중독의 대표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외로움 및 소외감은 SNS중독에서도 

주요 개인 심리 요인 중 하나로 일찌감치 주목 받았다(오윤경, 2012; Clayton et al., 2013). 외로움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SNS를 습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

며, 중독에 이를 수 있다(유계숙·김은희, 2015). 한편, SNS가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 관계망 

확대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매체인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한국 특유의 관

계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대인관계 방식 등 사회․환경적 요인들과의 연관성도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송혜진·오세연, 2013; 이지은·성동규, 2013; 고은  외, 2014; Kuss and Griffiths, 2011). 특히, 개인

과 개인 간 네트워크인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일컫는 사회자본(Lin, 2001)

의 경우 SNS중독과 직‧간접적인 향을 주고받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박성우, 2014; Chang, 

2012). 

한편, 최근 들어 SNS중독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단선적으로 검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한 구조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SNS 중독 과정에 향을 

미치는 중재변인(고은  외, 2014; 정병완·홍혜 , 2015; Kim et al., 2009)이나, 위험 및 보호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조민자, 2010; 전호선·장승옥, 2014)이 그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SNS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특정 변인의 매개 

혹은 조절효과를 각각 파편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대해 Grant 외

(2003)는 스트레스원과 정신병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일반모형(general conceptual 

model)’을 제시하고,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보다 세 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따로 따로 하나씩 규명하기 보다는 이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을 제안하 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서1), 매개변인을 거치는 

인과적 경로의 속성이 조절변인에 의해 부여되는 특정한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

어 좀 더 입체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우종필, 2015). Grant 외(2003)는 일반적

으로 매개요인은 스트레스원이나 최근에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는 점에서 개

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조절요인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절요인은 성별, 개인의 성격, 사회적 

네트워크 등 스트레스 사건 이전에 이미 형성된 변인들이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ant 

외(2003)의 제안에 따라 결혼불만족이 기혼 성인의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결과로 

1) 이를 조건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Preacher, Rucker & Hayes, 2007; Hayes, 2013)라고 
부르는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매개변수를 통해 나타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다
시 조절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형태를 나타낸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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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된 외로움이라는 개인적 정서상태를 매개해 SNS중독이라는 정신건강 문제가 초래되는 매개모형

을 가정했다. 또한, 이러한 중독 모형 자체가 개개인의 사회자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절

된 매개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정신건강 역에서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

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축적 정도가 높으며(장덕희 외, 

2015), 외로움과 고독감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오 은·이정화, 2015; Pinquart, 2003)인 한편, 

SNS중독과도 접한 연관이 있는(Kuss and Griffiths, 2011) 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을 외로움이 중재하는 매개모형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추론하기에 충분하다. 즉,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SNS 중독 문제가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양태에 따라 보호효과를 갖

거나 반대로 문제가 심화되는 등 거시적 환경의 향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SNS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 기존 면대면 사회자본과 구분되는, ‘온라인 사회자본’이라

는 새로운 역 또한 출현했다는 점에 주목해 개인의 사회자본을 크기와 형태별로 구분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전적 개념인 면대면 사회자본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자본이 각각 어떤 양

태로 존재하는지, 또한 어떠한 경로로 SNS 중독과 향관계를 형성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향관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개인적, 가족적 요인과 함께 사회‧환경적 요인과 SNS중독과의 향관계를 살펴보

는 것은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SNS 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검증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기혼 성인의 SNS중독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예측변인들을 찾아내고, 이들과 

SNS중독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 매개모델이 제시된다면 기혼 성인의 SNS중독의 예방 또는 중재에 더

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SNS 중독의 개념

SNS가 인터넷 가상공간인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SNS중독 개념은 인터넷중독의 정

의를 차용한다.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 Disorder)’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Goldberg(1996)

는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다른 중독과 같이 내성, 금단증상 및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인터넷중독은 아직까지도 DSM-5(정신장

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공식 수록되지 않았으며, 정의와 진단 준거 조차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인터넷중독의 하위개념 정도로 인식되는 SNS중독을 정의하기란 시기상조인 것처럼 여

겨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중독은 물질 관련 중독에서처럼 몰입, 감정변화, 내성, 금단증

상, 갈등, 재발 등 고전적인 중독 증상들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고 임상가들은 주

장한다(Griffiths, 2005). 과다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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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는 전형적인 중독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송혜진, 2011; 이희복 외, 2014). 

특히, 인터넷중독이 게임 등을 통한 가상공간에 매료되어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SNS중

독은 타인과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인한 일종의 대인관계중독에서 초래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분명해 독립된 개념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Kuss and Griffiths, 2011). SNS의 병

리적이고 강박적 사용에 따른 중독적 폐혜를 일컫는 개념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SNS중독(이상호, 

2013), SNS중독경향성(오윤경, 2012; 조성현·서경현, 2013; 정소 ·김종남, 2014; Pelling and White, 

2009; Wilson et al., 2010), 페이스북 중독(서거, 2013; Karaiskos et al., 2010), SNS과다사용(최한나 

외, 2013)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NS중독에 대한 개념 정

립을 위한 선행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중독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명확하

고 표준화된 합의는 없다. SNS의 중독성 경향의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문헌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의 개념과 관련한 논란을 감안하되, SNS의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사용

에 따른 중독적 폐혜가 분명히 존재함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SNS중독을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정의에 근거하여 “과다사용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개념화하고 기혼 

성인의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과의 향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결혼불만족과 SNS중독과의 관계

사람들은 기대를 걸었던 결혼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종종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며, 그 도구로 인터넷이 이용되기도 한다(이정은·양수, 2005). 그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행위가 때로는 몰입

과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인터넷 중독(이정은·양수, 

2005), 스마트폰 중독(최승미, 2015), SNS 과다사용(Sharaievska, 2013) 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고, 정신적·육체적 외도, 결별,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질 확률 역시 통계적으로 높다는 보고도 있다

(Valenzuela et al., 2014). 

이상에서와 같이, 기혼자에게 있어서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관계 중독으로 일

컬어지는 ‘SNS 중독’과 접한 관련이 있음이 매우 유력하다. 하지만, 결혼불만족이 SNS 중독의 직접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

구들은 병리적 중독이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인자라는 측면에서(Homish et al., 2009), 

SNS 중독이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 및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향력을 살펴보는 데 

집중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한혜 ·현명호, 2006; 유계숙·김은희, 2015; Kerkhof et al., 2011).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불만족이나 배우자 및 파트너와의 관계 질 자체가 SNS를 통한 가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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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의 대인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하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

다. 김광웅 외(2004)는 기혼자들이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 몰입하는 원인 중 하나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정병완과 홍혜 (2015)도 결혼만족도와 내현적 자기애, 부부공감

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Valenzuela 외(2014)는 ‘자기선택가설’과 ‘부정적 효과 가설’이라는 각기 상이한 관점을 

통해 이들 두 변인 간 순환적 방향 설정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기선택가설’에 따르면 불

행한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성에 

SNS를 보다 자주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친사회적’ 수단으로 선택한 SNS 공간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 SNS 중독이라는 부정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부정적 효과 가설’은 SNS 

사용 자체가 결혼을 약화시키고, 이혼의 원인이 되는 ‘반사회적’ 매체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소셜 

미디어의 과다 사용은 의존 또는 강박적 사용으로 이어져(Raacke and Bonds-Raacke, 2008), 그 자체

로 배우자 및 파트너와의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며(Elphinston and Noller, 2011), 결혼생활의 신뢰감을 

위협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Helsper and Whitty, 2010)고 경고한다. 중요한 것은 SNS를 바라

보는 이 두 상반된 관점 모두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SNS 과다 사용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변인 간 인과관계가 서로 꼬리를 물고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수립을 위해 ‘자기선택가설’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즉, 기혼자

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따분함, 우울, 공감 부족, 불행감 등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그 자체로 인

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의 중독적 사용에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

다. 이는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의 순환적 인과 관계라는 전제 하에, 중독이라는 정신병리의 결과로서

의 결혼생활 측면이 아닌, 정신병리 이전에 개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규명

하는 것이 기혼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모색에 보다 실익이 있을 것이

라는 판단에서이다.  

3) 외로움의 매개효과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대수준과 성취수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불유쾌한 경험’이라

고 볼 때(Peplau and Perlman, 1982; Caplan, 2007), 낮은 결혼만족도는 외로움의 원인이 된다(유계

숙·김은희, 2015; Stevens and Westerhof, 2006). 이러한 현상은 전 연령대에 걸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38~55세 중년여성 1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결혼만족도는 외로움과 우울의 원

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avanmard et al., 2014). Stevens와 Westerhof(2006)는 배우자로부터 낮

은 결합 및 지지감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외로움을 느낀

다고 보고했다.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서로 대화가 무익하다고 느껴 감정의 벽을 쌓는 경우

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부부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박태 ·조성희, 2005). 이는 단순히 배우

자의 존재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이선미, 2005). 

또한, 외로움은 SNS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일찌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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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아 온 외로움은 알콜, 약물 등 물질중독 뿐 아니라 인터넷․게임 및 SNS중독(이현덕·홍혜 , 

2011; 박정희·박희현, 2014; Griffiths, 1997; Lemmens et al., 2009)과 같은 행위중독에서도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SNS중독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우울하고 외

로움을 더 경험하며 대인관계에서 만족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윤경, 2012). 병리적 인터넷 사용

에 대한 인지행동모델을 제안한 Davis(2001)는 외롭고 우울한 개인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면대면 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고, 쉽다고 느끼는 온라인 상호작용을 ‘사회적 의사소통의 치료제(Prozac)’로 인

식해 온라인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혼 성인의 경우에도 외

로움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게 되는데(유계숙·김은희, 2015), 특히, 빈

둥지증후군 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중년기 여성의 경우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스마

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2006).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외로움은 결혼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 문제적 결과물인 동시에, 

다른 중독에서와 마찬가지로 SNS중독에 선행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 정신건강 변인이 됨을 알 수 있

다. 한편, 초창기 국내․외 연구들이 SNS중독에 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사회환경 요인들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단선적 관계를 탐색하는데 그쳤으나, 최근 들어 이들 요소 간 선후성과 중요도를 고

려해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구조적 향관계를 밝혀보려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성

인 기혼자들의 결혼불만족과 SNS중독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중재역할을 구조적으로 검증한 실증 

연구는 없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외로움과 SNS 중독 간 직접 향관계

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 간 관계를 연관지어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중독이나 인

터넷중독 분야의 연구 축적물을 토대로 변인 간 향관계에 따른 구조적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배우자와 갈등을 빚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로 인해 불만, 따분함, 우울 등의 문제들이 발생

한 경우 외로움이 증가되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양수, 2005). 이들은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배우

자의 공감이나 지지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 속 지지체계를 통해 위로 받고 

해결하려 한다. 한승수와 오경수(2006)도 현실 세계에서 배우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등 

결혼만족감이 낮은 사람은 이동전화를 외로움을 달래는 대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정 내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불안이 클수록 외로움과 충동

적 성향이 높고, 이를 매개해 SNS와 게임 등 스마트폰중독에 이르게 되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바 있

다(여지  외,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취약성 및 중독 대상과의 상호작용 변인들과의 단선적인 향

관계 뿐 아니라 이들 변인들이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중독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다양한 구조적 

과정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성인의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도를 가정환경 위

험요인으로, 이로 인해 기혼 성인 개인에게 유발되는 외로움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SNS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족 및 중독문제에 개입하는데 실

질적인 이론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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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기혼자들의 결혼 불만족이 외로움을 초래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SNS에 몰입했을 때 중독

에 이를 수 있는 구조적 과정을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하 다. 최근, 중독을 비롯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Orford(2001)와 Shaffer 외(2004)는 물질

중독은 물론 행위중독에서도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이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조장할 수도, 또는 

억제할 수도 있는 강력한 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개인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환경 요인으로 최근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크다(Wilkinson, 2012). 사회자본이란 

직접적인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 관계 내에 존재하는 유형, 무

형의 자원을 일컫는 개념이다(Lin, 2001). 친구의 숫자, 신뢰하는 사람의 수, 공동체 생활의 참여 여부

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독 등 개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이로운 향을 미치는 반면, 취약한 인간관

계와 불운한 결혼생활이 건강을 해친다는 증거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송경재, 2010; Putnam, 2001; 

Zhou, 2005; Wilkinson, 2012).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나 유대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거나, 상대적

으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더 형성하려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박성우, 2014). 또한, 사회자본은 개인의 외로

움, 고독감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오 은·이정화, 2015;  Pinquart, 2003), 양적 및 질적으로 빈약

한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Hawkley et al., 200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사회자본이 SNS 중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

론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SNS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자본과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

다. 즉, 사람들 간의 관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면서 사회자본의 형성 및 발현 양상에

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명혜, 2016). 특히, SNS 이용은 기존 면대면 사회자본과는 

별개로 인터넷 또는 온라인 사회자본(e-social capital)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고 있다(안명

규·류정호, 2007). 

최근 일부 연구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가정 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고독 등 실제적

인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Kraut et al., 2002). 결혼생활에

서의 관계 만족도가 감소할 때 SNS를 통한 온라인 대인관계에 몰입하게 되고,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

위 등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Norton and Baptist, 2014). 즉, 면대면 사회자본과 달리 

가상공간인 SNS 속 사회자본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결혼불만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면 대 면인 경우에서와 SNS를 매개로 한 가상공간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불만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면대

면 및 SNS 사회자본으로 각각 구분해 검증해 볼 필요도 있다. 

SNS는 Maslow가 규정한 대로 고립되기를 두려워하여 어딘가에 소속되고,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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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욕구를 효율적이며, 즉시적으로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선정·김태용, 2012; Özad 

and ygarer, 2014). 사람들은 단연 타인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몰입한다(Oldmeadow et al., 2013). Kuss와 Griffiths(2011)는 오프라인에서의 대인

관계를 계속 유지 및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SNS가 주로 쓰여지며, 이에 따른 과다 이용이 SNS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유대감이 강할수

록, 즉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지인과 정서적 유대 및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더 

사용함으로써 SNS중독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서거, 2013; 홍서호, 2015). 

한편, 온라인 상에 구축된 사회자본 자체가 SNS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음도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

혀지고 있다(송혜진·오세연, 2013; 박성우, 2014; 홍서호, 2015; Chang, 2012). 현실보다는 인터넷상에

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상호작용 욕구로 인터넷에 의존할 때, 즉 가상공간

에서의 사회자본에 대한 지향이 높은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정민, 2006; 이상호·고아라, 

2013; Chang, 2012).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외로움과 공유행동의 인과관계에 조절효과

를 나타내며, 사회자본에 따라 성인 기혼 남녀의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 간의 경로에도 차별

적인 향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학‧행정학‧사회학 등 범학문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을 정신건강 역

에 접목해 거시적 향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드물다. 특히,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의 불만족감과 외로움,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거쳐 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탐색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사회자본이 부부의 결혼생활과 SNS중독 관계에서 보호요

인으로 작용하는지, 반대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단정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서 배우자 및 가족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정서적 외로움을 SNS

라는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에 의지해 극복해 보려는 행동이 SNS중독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경로가 개개인의 사회자본의 크기는 물론 면대면 및 SNS 

사회자본의 비중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았다. 특히, 최근 몇몇 실증분석 연구들을 

통해 사회자본이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절요인으로 분석되어진 바, 사회관계적 측면

에서의 사회자본이 기혼 성인남녀의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 간의 관계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

율하는 변수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호 및 위험요인으로서 그 효과를 검증하 다.

3.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기혼 성인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매개하여 SNS중독에 미치는 경로를 사회자본(크기 

및 형태 차이)이 조절하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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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가설 1> 기혼 성인의 외로움은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 기혼 성인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사회

자본의 크기와 형태 차이(면대면 및 SNS사회자본 우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지난 3개월 간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20~49세 기혼(동거 및 별거 포

함) 남‧녀 714명이다. 연구대상을 성인 중 20~4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이들 연령층이 가족발달단계

는 물론 인터넷 사용 능력이나 사용 빈도, 스마트폰 보유 현황 등에서 50대 이상 장년 및 노년층과 비

교해 상대적으로 비슷한 세대적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자료는 전국 규모의 온라

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2016년 3월 2일~8일까지 자기기록식 질문지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 다. 전국 규모의 온라인 리서치 기관들은 통계청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자료와 유사한 할당 

조사 패널을 갖추고 있어 인구통계학적 비례에 따른 할당표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금희조, 2011). 

본 조사에 앞서 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대상자 선정

에 대해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JBNU 2016-01-001)의 승인절차를 거쳤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인: SNS중독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SNS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개발한 ‘SNS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오윤경(2012)이 개발한 11문항 척도에 9문항을 더한 것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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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요인분석 결과 ‘집착 및 금단증상’, ‘과잉소통과 몰입’, ‘과도한 시간투자’ 등 3개의 하위요인을 도

출해냈다. 각 문항들은 1~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SNS에 대한 

중독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6이었다.

(2) 독립변인: 결혼불만족

연구대상자들의 결혼불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성(2001)이 개발하고 이병일(2007)이 사용한 

바 있는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결혼 전반에 대한 불만족도와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도를 측정하는 2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까지의 4

점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문항(2, 4, 6, 10번)은 각각 역코딩하여 합산하 으며,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85로 나타났다. 

(3) 매개변인: 외로움

연구대상자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김교헌과 김지환(1989)의 ‘한국판 UCLA 고독 척

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Russell 등(1980)이 제작한 ‘개정판 UCLA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를 번안한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느낌을 보고하도록 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의 불만족을 나타내는 부정문 10문항과 만족을 나타내는 긍정문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긍정문은 모두 역점수 처리해 합산하 으며, 점수범위는 20~80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외로

움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93이었다. 

(4) 조절변인: 사회자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Williams(2006)가 개발한 인터넷 사회자본척도(Internet 

Social Capital Scales : ISCS)를 김구(2010)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질문지를 다시 축

약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사회적 자본을 가족, 민족, 종교 등 동종집단 사이의 강력한 결합 및 네

트워크를 의미하는 ‘유대자본(bonding capital)’과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보다 느슨하고 상대적

으로 덜 배타적인 ‘교류자본(bridging capital)’으로 구분해 이들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공유된 규범이

나 신뢰, 상호작용 등을 측정하도록 하 다. 원척도는 모두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유대자본과 교류자본에서 각각 5문항씩을 선택해(면대면 합 10문항, 온라인 합 10문항) 총 

20문항으로 축약, 개인의 일반적인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자 하 다. 구체적인 문

항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SNS에서 나와 교류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등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면대면과 SNS상에서의 유대 및 교류 사회자본의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시 필요에 따라 각각의 문항들을 합산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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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2.0 통계패키지

를 이용해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둘째, 각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점검을 위해 신뢰도 

분석과 함께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성인 기혼자의 결혼불만족도가 SNS중독

에 미치는 향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AMO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

조방정식모델(Structure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하 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각 경로가 사회자본의 크기와 형태 차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모

형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즉 조절된 매개 분석을 실시하 다. 조절된 매개모델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분리되어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

할 때 사용하는데, 구조방정식모델로 구현이 가능하다(우종필, 2015; Wu & Zumbo 2007, Wegener 

& Fabrigar 2000).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자본을 연구문제에 따라 문항들을 합산(전체 혹은 

면대면 및 온라인 사회자본)한 후 이를 다시 대‧소 집단으로 구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다집

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에 앞서 확인적요인분석을 선행하 다. 이는 서로 다른 표본끼리의 교차타당

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ance)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측정동일성은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델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지 아닌 지를 판단하

는 것으로 다집단분석에서 다수 집단의 응답자들이 각각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한편,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다집단분석의 경우 집단별로 경로 간 회귀계수

에 차이가 있는 지 측정오차를 고려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u & Zumbo 2007). 각 경로별 

조절효과 검증은 다집단분석에 의한 대응별 모수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통해 확인

하 다.   

4.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지난 3개월간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20~49세 기혼 남‧녀 714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47명(48.6%), ‘여성’이 367명

(51.4%)이었다. 연령대는 ‘20대’가 120명(16.8%), ‘30대’ 258명(36.1%), ‘40대’ 336명(47.1%)으로 비교

적 고른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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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분 빈도 %

다중
응답 
 %

항
목

구분 빈도 %

다중
응답 
 %

사
용
하
는
S

N

S

카카오스토리 529 21.6 74.2
사
용
기
간

1년이하 14 2.0

페이스북 442 18.0 62.4 13개월~2년이하 62 8.7

밴드 426 17.4 59.7 25개월~5년이하 324 45.4

트위터 125 5.1 17.5 5년초과 314 44.0

미니홈피 137 5.6 19.2 합계 714 100

인스타그램 176 7.2 24.7
사
용 
빈
도

1주일에 1-2회 157 22.0

블로그 264 10.8 37.0 1주일에 3-4회 130 18.2

카페 등 클럽 351 14.3 49.2 1주일에 5-6회 81 11.3

기타 1 0.0 0.1 매일 346 48.5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 347 48.6

학력
고졸이하 101 14.1

여 367 51.4 대졸이상 613 85.9

계 714 100 계 714 100

연령

20대 120 16.8

월
소득

100만원 대 미만 33 4.6

30대 258 36.1 200만원 대 111 15.5

40대 336 47.1 300만원 이상 570 79.8

계 714 100 계 714 100

가족
구성

부부만 187 26.2

직업
 

전문직 62 8.7

부부+자녀 477 66.8 자영업 39 5.5

부모+부부+자녀 45 6.3 회사원 340 47.6

기타 5 .7 기술직 37 5.2

계 714 100 서비스직 39 5.5

자녀 
수

없음 173 24.2 공무원 27 3.8

1명 209 29.3 전업주부 및 무직 141 19.7

2명 이상 332 46.5 기타 29 4.0

계 714 100 계 714 100

종교

기독교 160 22.4

거주
지역

광역시 이상 305 42.7

천주교 77 10.8 시 361 50.6

불교 84 11.8 군‧읍‧면 46 6.4

무교 392 54.9 기타 2 .3

기타 1 .1

계 714 100 계 714 100

 

2) SNS이용 관련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SNS 이용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SNS 이용 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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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분 빈도 %

다중
응답 
 %

항
목

구분 빈도 %

다중
응답 
 %

계 2451 100 343.8 계 714 100

가
장 
많
이 
사
용
S

N

S

카카오스토리 276 37.4 1일 
사
용
시
간

30분미만 230 32.2

페이스북 173 24.2 30분-1시간미만 262 36.7

밴드 105 14.7 1시간-2시간미만 131 18.3

트위터 10 1.4 2시간 이상 91 12.7

미니홈피 5 .7 계 714 100

인스타그램 36 5.0 업
데
이
트 
수

0회 80 11.2

블로그 39 5.5 1~4회 513 71.8

카페 등 클럽 74 10.4 5~9회 80 11.2

기타 5 .7 10회 이상 41 5.8

계 714 100 계 714 100

주
사
용 
도
구

스마트폰 635 88.9

사
용 
이
유

누군가와 연결돼  
있는 느낌 때문에

115 16.1

태블릿PC 9 1.3
폭넓은 대인관계
를 위해

138 19.3

PC 70 9.8
정보, 소식을 빠르
게 접할 수 있어서

397 55.6

계 714 100
유행에 따라가기 
위해서

23 3.2

중
단

있다 237 33.2 오락 및 취미 34 4.8

없다 477 66.8 기타 7 1.0

합계 714 100 합계 714 100

S

N

S

친
구 
수

10명내외 163 22.8

주 
활
동
유
형

정보제시 198 10.1 27.7

20명내외 197 27.6 생각 및 의견 제시 213 10.9 29.8

30명내외 111 15.5 일상 글 게시 313 16.0 43.8

40명내외 42 5.9 타인과 관계 맺기 236 12.1 33.1

50명이상 188 26.3 게시글 읽기 523 26.7 73.2

기타 13 1.8 게시글 반응, 공유 474 24.2 66.4

합계 714 100 계 1957 100 274.1

3)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모든 관측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의 기술통계를 <표 3>에 

제시하 다. 연구 대상자들의 SNS 중독 총점 평균은 41.10(sd=13.82)으로 동일 척도를 사용한 조성

현과 서경현(2013)의 연구에서의 39.31(sd=11.4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결혼불만족 

중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결혼불만족 1요인)’은 최소 1점부터 최고 4점 범위에 평균 1.96(표

준편차 .59)이었으며,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결혼불만족 2요인)’은 1~4점 범위에 평균 1.86(표준편차 

.62)으로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족보다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매

개변인인 외로움 중 부정정서(1요인)는 1~3.60점 범위에 평균 1.85점(표준편차 .53), 긍정정서를 나타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의 관계  237

내는 문항들을 역점수 처리한 ‘2요인’은 1~3.60 범위에 평균 2.13점(표준편차 .41)으로 각각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사회자본의 경우 면 대 면은 최소 1점부터 최고 5점 범위에 평균 3.32점(표준편차 .69), 

SNS사회자본은 1~4.80 범위에 평균 2.65점(표준편차 .72)으로 각각 나타나, 대체적으로 SNS사회자

본보다는 면대면 사회자본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측변인들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 결

과 모두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단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 다(Curran et al., 

1996).    

<표 3>  기술통계 결과

변    인 평균
표준
편차

쵝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SNS

중독

집착 및 금단 1.94 .70 1.00 4.75 .475 -.418

과잉소통과 몰입 2.20 .75 1.00 4.29 .146 -.682

과도한 시간투자 2.04 .74 1.00 4.40 .276 -.676

결혼
불만족

결혼 불만족 1.96 .59 1.00 4.00 .261 -.227

배우자 불만족 1.86 .62 1.00 4.00 .422 -.275

외로움
부정정서 1.85 .53 1.00 3.60 .184 -.507

긍정정서 2.13 .41 1.00 3.60 .046 .548

사회
자본

면대면 3.32 .69 1.00 5.00 -.702 1.270

SNS 2.65 .72 1.00 4.80 -.335 -.035

4) 연구모형 분석

(1) 측정모형

기혼 성인 남녀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성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한 결혼불만족, 외로움, SNS중독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으로 잠재변

수의 개념을 잘 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 다. 

먼저, 하나 이상의 계수가 매우 큰 오차를 보이거나, 음오차분산(negative error variance)과 같은 

부(-)적 해가 있거나, 표준화계수가 -1~1을 벗어나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추정치가 있거나, 추정계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90 이상)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가정에 위배되는 추정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이 33.101(df=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1) 자료

와 모델의 적합도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사례수에 민감한  통계량은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대표본의 경우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게 추정하

는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및 SRMR의 적합도를 함께 고

려하 다. 이 결과, CFI=.994, TLI=.989, RMSEA=.053, SRMR=0.029로 이들 지수 모두 양호한 적

합도를 나타냈다(<표 4> 참조). 또한,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808~.946으로 모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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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며, 각 구성개념별 AVE와 CR값도 모두 .7 이상으로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

으로 판단했다(<표 4> 참조).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표 5>)

를 토대로 모든 변수 쌍에서의 상관 자승과 AVE 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쌍에서 AVE값이 상관의 

자승치 보다 높은 값을 보여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 다. 또한,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계

수에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한 결과 모든 쌍에서 1을 포함하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판별

타당성 확보의 증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구성개념 간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델과 

구성개념 간 공분산 관계를 고정시킨 제약모델 간의 차이를 각각 비교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 쌍에

서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 차이가 3.84(α=.05) 이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간 판별타

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 다. 

잠재
변수

측정변수
Estimate

표준
오차

CR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
추출

표준화
계수

비표준
화계수

결혼
불만족

1요인 .946 .994 .034 29.219***
.971 .861

2요인 .909 1.000

외로움
1요인 .932 1.000

.969 .761
2요인 .808 .673 .030 22.101***

SNS

중독

1요인 .931 .953 .023 40.944***

.969 .8482요인 .909 1.000

3요인 .923 .923 .025 40.237***

χ²=33.101, df=11, p<.001, CFI=.994, TLI=.989, RMSEA=.053, SRMR=0.029.

***p<.001

<표 4>  측정 모형 분석

 결혼불만족 외로움 SNS중독

결혼불만족 1

외로움 .662*** 1

SNS중독 .186*** .360*** 1

***p<.001, **p<.01, *p<.05.

<표 5>  주요변수들의 상 계

(2) 구조모형

본 연구모형의 직접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모수 추정치인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자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을 통해 경로를 받

는 내생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설명하는 정도는 43.9%이

고, 결혼불만족과 외로움이 SNS중독을 설명하는 정도는 13.4% 다. 각각의 경로계수에 대한 분석결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불만족에서 외로움에 이르는 경로는 CR=18.716***, 외로움에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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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에 이르는 경로는 7.242***로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

로는 -1.69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표 6>  구조모형 분석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SMC

결혼불만족→외로움 .662 .580 .031 18.716*** .439

외로움→SNS중독 .422 .584 .081 7.242***
.134

결혼불만족→SNS중독 -.093 -.113 .067 -1.698

χ²=33.101, df=11, p<.001, CFI=.994, TLI=.989, RMSEA=.053, SRMR=0.029.

*** p<.001

위 구조모형에서 매개효과가 부분적인 것인지,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

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 다. 서로 내재된 모형의 경우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을 비교하

게 되는데, <표 7>과 같이  차이 값이 2.962, 자유도 차이 값이 1로 나타났다. 이는 95% 신뢰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완전매개모

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그 외에 CFI, TLI, RMSEA 등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두 모형

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즉, 매개변수인 ‘외로움’이 개입됨으로써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외로움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분매개모형과 완 매개모형 합도 비교

모    형 χ²  df
⊿χ²

(⊿ df)
CFI TLI RMSEA SRMR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33.101 11
2.962(1)

.994 .989 .053 .029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 36.063 12 .994 .989 .053 .034

완전매개모형의 총효과는 간접효과 크기인 .276으로, 95% 신뢰구간에서 Bias Corrected(BC)가 

(.229～.344)로 하한과 상한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수준 .01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

되었다(<표 8> 참조).

2) Holmbeck(1997)의 접근법에 의하면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할 때, 두 모
델 간 자유도 1에서 χ² 차이 값이 α=.005 수준에서 3.84 이하이고, 매개변수가 고려되는 조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직접적인 경로가 비유의적으로 나타나면 완전매개(full mediation)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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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종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신뢰구간

결혼불만족→SNS중독 .000 .234 .234 .229~.344**

** p<.01

(3) 조절된 매개모형

① 사회자본 크기에 따른 조 된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인 성인 기혼 남‧녀의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매개해 SNS중독에 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다집단 분석방법을 적용했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 측정된 사회자본은 메트릭 변수로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조절변인은 비메트릭 

변수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단을 사회자본 ‘대’ 와 ‘소’집단으로 각각 구분하 다. 집

단 구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 변수 내 전체 문항을 합산한 후 

총점에서 ±1/4 표준편차 지점을 기준으로 상위 40%와 하위 40%를 각각 사회자본 대 집단(n=289

명), 사회자본 소집단(n=295명)으로 구분하 다. 일반적으로 다집단 분석 시 메트릭 변수가 조절변

수일 때는 총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집단을 나누는 경우 간혹 분리점 중심에 위치한 사례들끼리 근소한 차이로 인해 

집단 간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평균 중심에 분포한 사례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평균으로부터 ±1/4 표준편

차 이내의 사례들을 제외한 후 상, 하위 40%로 각각 집단을 구성해 분석에 투입하 다. 사회자본 총

점을 기준으로 평균점 이상 및 이하, 또는 ±1/2 표준편차 이내 사례를 제외한 상‧하위 30%로 집단을 

구성했을 시에도 구체적인 수치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은 물론 각 경로 차이 

유의미성 등에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집단 구성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 다. 이에 따라 

최종 연구모형인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전에 사회자본 대와 소 두 집단에서 측정모형이 동일한 지

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참

조).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델(모델 1)은 =34.958, CFI=.996, TLI=.992, 

RMSEA=.032, SRMR=.035로 모형과 자료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 다. 이어 두 집단에서 잠

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요인부하량)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모델 2)은 비제약모델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7.211, df = 4 < 9.49).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을 

제약한 모델(모델 3)과 측정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모델 4)은 비제약모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 29.403, df = 10 > 18.31,  = 56.019, df = 17 > 

27.59)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과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집단 간 등가제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다

음 단계 분석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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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비제약모델-제약모델 간 모델 합도 비교(다집단 확인 요인분석)

model  df CFI TLI RMSEA SRMR 

(df)
sig.

모델1 34.958 22 .996 .992 .032 .035

모델2 42.169 26 .995 .992 .033 .037 7.211(4) 비유의

모델3 64.361 32 .990 .987 .042 .040 29.403(10) 유의함
모델4 90.977 39 .984 .982 .048 .042 56.019(17) 유의함

1. 모델 1: 비제약모델
2. 모델 2: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요인부하량, λ)를 고정한 모델
3. 모델 3: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4. 모델 4: 측정모델에서 측정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조절변수가 포함된 매개된 조절모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먼저, 사회자본 대

집단과 사회자본 소집단에 대해 구조방정식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잠재변수 간 경로를 고정한 모델이 제약모델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656, df = 7 < 14.07).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자본 대집단에서는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에 직접 향을 미치고(β=.546, C.R=11.792, p<.001), 외로움이 SNS중독(β

=1.073, C.R=7.294, p<.001)에, 결혼불만족이 SNS중독(β=-.330, C.R=-3.119, p<.01)에 이르는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자본 소집단에서는 결혼불

만족이 외로움에(β=.595, C.R=11.913, p<.001), 외로움이 SNS중독에 직접적인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474, C.R=4.221, p<.001),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못미쳐(β=.000, C.R=.005, p>.05) 두 집단 간 경로별 차이가 확연하게 드

러났다. 즉, 사회자본 소집단에서는 외로움이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변인 사이에서 완전 매개변인으

로 작용했으나, 사회자본 대 집단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보 으며, 각각의 경로별 비표준화 계수에서

도 차이를 보 다(<표 11> 참조). 

<표 10>  비제약모델-제약모델 간 모델 합도 비교(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model  df CFI TLI RMSEA SRMR


(df)
sig.

모델1 34.958 22 .996 .992 .032 .035

모델2 42.169 26 .995 .992 .033 .037 7.211(4) 비유의
모델3 58.614 29 .991 .987 .042 .046 23.656(7) 유의함
모델4 61.958 30 .990 .986 .043 .046 27.000(8) 유의함
모델 5 64.361 32 .990 .987 .042 .040 29.403(10) 유의함
모델6 90.977 39 .984 .982 .048 .042 56.019(17) 유의함

1. 모델 1: 비제약모델
2. 모델 2: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요인부하량, λ)를 고정한 모델
3. 모델 3: 잠재변수 간 경로를 고정한 모델
4. 모델 4: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5. 모델 5: 구조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6. 모델 6: 측정모델에서 측정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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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집단별 모수 추정치(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집단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SMC

사회
자본
대

결혼불만족→외로움 .668 .546 .046 11.792*** .447

외로움→SNS중독 .722 1.073 .147 7.294***
.333

결혼불만족→SNS중독 -.272 -.330 .106 -3.119**

사회
자본
소

결혼불만족→외로움 .677 .595 .050 11.913*** .667

외로움→SNS중독 .381 .474 .112 4.221***
.381

결혼불만족→SNS중독 .000 .000 .093 .005

*** p<.001

대응별 모수비교를 통해 이러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C.R=3.238)와 결혼불만족이 SNS증독에 이르는 경로

(C.R=-2.348)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결혼불만족에서 외로움(C.R=-.718)에 이르

는 경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2> 참조). 이는 외로움에서 SNS 중독에 이르는 

향력이 사회자본 소 집단 보다는 대 집단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

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 대집단에서는 결

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 간 부분매개효과가 성립하지만, 이와 달리 자신의 사회자본을 상대적으

로 작게 평가하는 집단에서는 외로움이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표 12>  응별 모수비교(C.R값)

결혼불만족→

외로움
외로움→

SNS중독
결혼불만족→

SNS중독

결혼불만족→외로움 -.718

외로움→SNS중독 3.238

결혼불만족→SNS중독 -2.348

집단 간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크기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사회자본 대집단의 경우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 총효과는 .211, 직접효과

는 -.272, 간접효과는 .483으로 나타났으며, Bootstraping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Bias Corrected(BC)

가 (.154~.419)로 하한과 상한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09). 

또한, 사회자본 소집단에서도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 총효과 .258, 직접효과 .000, 간접효과는 .258

로, Bootstraping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Bias Corrected(BC)가 (138~.383)로 하한과 상한 사이에 ‘0’

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p=.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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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집단별 효과분해표

집단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

신뢰구간

사회자본 대 결혼불만족→SNS중독 -.272 .483 .211 .154~.419**

사회자본 소 결혼불만족→SNS중독 .000 .258 .258 .138~.383*

** p<.01, * p<.05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사회자본 크기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거쳐 

SNS 중독에 이르는 매개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사회‧환경적 향요인인 사

회자본의 크기가 기혼 성인의 SNS 중독 문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

히, 조절된 매개 모형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사회자본이 크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결혼불

만족이 SNS중독에 이르는 직접효과 경로와, 외로움에서 SNS 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값이 사회자본 

소 집단에 비해 월등히 크며, 이 같은 효과 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사회자본이 클수록 외로움과 SNS 중독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하

는데, 이는 사회자본 변수 구성 시 면대면 사회자본과 SNS 사회자본 측면을 함께 포함시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면대면 사회자본의 긍정적 보호효과와 SNS 사회자본의 위험인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자본 대 집단에서 결혼불만족과 

SNS중독의 관계가 부(-)의 관계로 나타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이 큰 집단에서 낮은 결혼불만족이 오히려 SNS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상식적인 이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개개인이 주로 의지하는 사회자본의 장

면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 지 추측케 한다. 즉, 조절변수인 사회자본의 복

합적 특질을 보다 면 히 분리해 내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좀 더 세 한 모형 검증

을 위해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면대면, SNS 사회자본으로 각각 분리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② 면 면, SNS 사회자본 크기 차이에 따른 조 된 매개효과 검증

보다 세 한 연구설계를 위해 조절변수인 사회자본을 ‘면대면’ 및 ‘SNS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자본

으로 각각 나눠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고자 하 다. 먼저, ‘면대면’ 사회자본과 ‘SNS 사회자본’에 

대해 각각 대, 소 집단을 구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 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혼자들이 인식하는 개인의 사회자본이 면대면 상황과 SNS 온라인 상에서 불균형에 따

른 격차를 보일 때, 즉, 사회자본의 형태에 따른 상대적 비중 차이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본 연구모

형이 어떠한 양태를 나타내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즉,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사회자본이 면

대면에서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SNS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더 의존하는 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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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경유해 SNS 중독에 이르는 매개모형의 경로별 효과크기를 나타내는지 분

석해 보았다. 집단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면대면 사회자본과 SNS 사회자본 전체 문항을 각

각 합산한 후 그 차이의 상위 40%와 하위 40%(평균으로부터 ±1/4 표준편차 이내 사례 제외)를 각각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N=279명), SNS 사회자본 우세 집단(N=257명)으로 나누어 다중집단 분

석을 실시하 다. 사회자본 차이 평균 기준 및 상‧하위 30%(±1/2 표준편차 이내 사례 제외) 만을 포

함한 집단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만 다소 차이가 날 뿐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별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

남을 확인하 다. 

우선, 이전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표 14>와 같이 집단 간 등

가제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 분석을 진행하 다.

<표 14>  비제약모델-제약모델 간 모델 합도 비교(다집단 확인 요인분석)

model  df CFI TLI RMSEA SRMR 

(df)
sig.

모델1 40.340 22 .993 .987 .040 .021

모델2 45.225 26 .993 .988 .037 .021 4.885(4) 비유의

모델3 65.316 32 .987 .983 .044 .074 24.976(10) 유의함

모델4 77.075 39 .986 .984 .043 .073 36.735(17) 유의함

1. 모델 1: 비제약모델
2. 모델 2: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요인부하량, λ)를 고정한 모델
3. 모델 3: 잠재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4. 모델 4: 측정모델에서 측정오차의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한 모델

조절변수가 포함된 매개된 조절모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5> 참조). 먼저, 면대면 사회

자본 우세 집단과 SNS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 대해 구조방정식모델의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잠재변수 간 경로를 고정한 모델의 경우 제약모델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446, df = 7 < 14.07).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서는 결혼불만족이 외로움(β=.552, C.R=10.334, p<.001)에, 외로움이 SNS중독(β=.228, 

C.R=2.080, p<.05)에 각각 직접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불만족과 SNS중독(β=-.097, 

C.R=-1.083, p>.05)의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사

회자본 우세 집단에서도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에(β=.569, C.R=11.213, p<.001), 외로움이 SNS중독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β=.631, C.R=4.595, p<.001),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못미치는(β=-.097, C.R=-1.013, p>.05)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경

로별 비표준화 계수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즉,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과 SNS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서 모두  외로움이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변인 사이에서 완전 매개변인으로 작용했으나, 

두 집단 간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계수의 차이가 SNS 사회자본이 더 우세하다고 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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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이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요구된다(<표 16> 참조). 

model  df CFI TLI RMSEA SRMR


(df)
sig.

모델1 40.340 22 .993 .987 .040 .021

모델2 45.225 26 .993 .988 .037 .021 4.885(4) 비유의

모델3 57.786 29 .989 .984 .043 .066 17.446(7) 유의함

모델4 60.248 30 .989 .984 .043 .069 19.808(8) 유의함

모델5 65.316 32 .987 .983 .044 .074 24.976(10) 유의함

모델6 77.075 39 .986 .984 .043 .073 36.735(17) 유의함

<표 15>  비제약모델-제약모델 간 모델 합도 비교(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표 16>  집단별 모수 추정치(다집단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집단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SMC

면대면
사회
자본
우세

결혼불만족→외로움 .637 .552 .053 10.334*** .405

외로움→SNS중독 .192 .228 .110 2.080*
.023

결혼불만족→SNS중독 -.097 -.100 .092 -1.083

SNS

사회
자본
우세

결혼불만족→외로움 .682 .569 .051 11.213*** .465

외로움→SNS중독 .480 .631 .137 4.595***
.177

결혼불만족→SNS중독 -.097 -.106 .105 -1.013

*** p<.001

대응별 모수비교를 통해 이러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에서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C.R=2.291). 그러나, 결혼

불만족에서 외로움(C.R=.219), 결혼불만족에서 SNS중독(C.R=-.045)에 이르는 두 경로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7> 참조). 이러한 결과는 면대면 사회자본 우세 집단에 비해 SNS 사

회자본 우세 집단에서 외로움이 SNS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서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면대면 사회자본을 더 비중 있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SNS 사회자

본에 더 의존적인 집단에서 결혼불만족으로 인해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 SNS 중독에 이를 가능

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 간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크

기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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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응별 모수비교(C.R값)

결혼불만족→

외로움
외로움→

SNS중독
결혼불만족→

SNS중독

결혼불만족→외로움 .219

외로움→SNS중독 2.291

결혼불만족→SNS중독 -.045

<표 18>  집단별 효과분해표

집단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간접신뢰구간

면대면 우세 결혼불만족→SNS중독 -.097 .122 .025 .010~.222

SNS 우세 결혼불만족→SNS중독 -.097 .328 .231 .210~.542*

* p<.05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기혼 성인의 사회자본 특성에 따라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거쳐 SNS 중독에 

이르는 매개모형의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개인의 사회자본이 면대면 또는 SNS 온

라인 상에 더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외로움이 SNS 중독에 미치는 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혼 성인의 사회자본 특성이 SNS 중독 문제에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사회자본이 면대면보다는 SNS 온라인 장면에 치우쳐 

있다고 답변한 집단에서는 결혼불만족으로 유발된 외로움이 SNS 중독에 이르는 경로의 향력을 더 

강화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면대면 사회자본을 더 우세하

게 인식하는 경우 이러한 경로에서 사회환경 요인인 사회자본이 보호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대~40대 기혼 남‧녀 714명을 대상으로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통해 SNS중독에 미치

는 매개효과를 사회자본의 크기와 형태 차이가 조절할 수 있는지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확

인하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하 다. 이는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미치는 향력을 결혼불만족의 결과로 파생된 정

서인 외로움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경유해 SNS중독에 향

을 미치는 발생적 기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외로움이 SNS중독에 미치는 결혼생활의 질의 향력

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외로움의 완전매개효과는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직접 향을 미치기보다는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결과를 통해 SNS중독에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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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 내 요인으

로 부모와의 애착불안이 클수록 외로움과 충동적 성향이 높고, 이를 매개해 SNS와 게임 등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게 되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한승수·오경수(2006), 여지  외(201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외로움이 대인민감을 통해 페이스북 중독에 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

구 결과(고은  외, 2014)와 일부 부합한다. 외로움의 완전매개효과는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사이에 

향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외로움에 의한 간접효과가 가정환경 요인인 결혼불만족의 직접 효과

를 상쇄할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사이에 미약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186, p<.001)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완전매개효과는 외로움

에 의해 발생한 간접효과가 중요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외로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사이를 매개하는 다른 가능한 변인들의 역할도 추가적으로 검증해봐

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완전매개효과를 고려했을 때 외로움이 어떻게 결혼생활 중인 성인 남

녀의 SNS중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임

을 알 수 있다. 즉, 배우자와 갈등을 빚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로 외로움의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통해 외로움을 감소하려고 함으

로써 SNS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모형이 개개인의 사회자본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이는 결혼불만족

으로 초래된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SNS중독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경로가 유효하며, 사회

자본의 빈부 차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매개 과정 자체가 약화 또는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체질이나 유전적 요소, 심리정서적 요인들 보다도 중독과정에 더 

강력한 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중독에 이르는 단계별 활동을 조장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Orford(2001)와 Shaffer 등(200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경로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와, 외로움이 SNS중독에 미치는 경로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외로움이 SNS 중독에 미치는 향이 사회자본 소 집단 보다 대 

집단에서 유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불만족이 SNS중독에 미치는 향의 경우 사회자

본  소 집단에서는 아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는 등 차이를 보 다. 단,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자본이 큰 집단에서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경유해 SNS 중독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더 크

다고 단정지어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회자본 변수 

구성 시 면대면 및 SNS 사회자본을 단순 합산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면대면 사회자본과 

SNS 사회자본이 SNS 중독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질적인 작용을 나타낼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단선적인 향관계에서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친

구의 숫자, 신뢰하는 사람의 수, 공동체 생활의 참여 여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독 등 개인의 건

강문제에 매우 이로운 향을 미치는 반면, 취약한 인간관계와 불운한 결혼생활이 건강을 해치는 요

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송경재, 2010; Putnam, 2001; Uslaner, 2002; Wilkinson, 2012).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온라인 상에 구축된 사회자본 자체가 SNS, 혹은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중독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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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송혜진·오세연, 2013; 이상호·고아라, 2013; 박성우, 2014; 홍서호, 2015; 

Chang, 2012).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외로움과 SNS 중독의 관계에서도 사회자본은 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가 주어지지 않는 동안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지지가 증가될 때 외로움이 감소한다고 선행연구 결과(Eldeleklio lu, 2008)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오히려 가정 내 커뮤니케이션 부재, 고독 등 실제

적인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향을 줄 수 있다(Kraut et al., 2002)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자본을 면대면과 SNS 온라인 상으로 따로 분리해 각기 빈부 집단

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별도로 확인하 으나, 이러한 가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연구자료에서 확

보하지 못했다. 이에 면대면, 혹은 SNS 온라인 상의 사회자본의 크기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개별

적으로 검증하는 데에서 나아가 2차적으로 형태별 비중의 차이가 변화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지 검증

해보았다. 검증 결과 자신의 사회자본이 SNS에서 보다 면대면에서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

하는 집단의 경우 결혼불만족이 외로움을 매개로 SNS중독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반면, 면대면 보다는 SNS상에서의 사회자본이 더 우세하다고 느끼는 집단의 경우에는 결

혼불만족으로 인한 외로움이 SNS중독의 원인이 되는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면대면 보다는 

SNS사회자본을 더 비중 있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결혼불만족과 외로움의 부정적 향력에 더 취약

하게 되어 SNS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집단에서 경로별 차

이를 확인한 결과 외로움이 SNS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 즉, 면대면 사회자본을 더 풍부하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결혼불만족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자신의 사회자본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SNS중독으로 귀결되는 연결고리를 작

동하지 못하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SNS 사회자본의 비중이 더 크다고 느끼

는 집단에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SNS 활동에 더욱 몰입함으로써 결국 중독에 이르는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단순하게 면대면 또는 SNS 사회자본의 크

기가 아니라, 이 두 형태의 비중 차이에 따른 불균형 자체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까지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 간의 매개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매개모형의 각 경로에 미

치는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해보면, 본 연구결과는 가상공간

에서의 대인관계에 몰입하는 원인 중 하나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꼽은 김광웅 외(2004)의 연구

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현실 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상호작용 욕구로 인터넷에 의존할 때, 즉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자본에 대한 지향이 높은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정민, 2006)는 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SNS를 이용하

는 사람들이 본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

성하게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보다 좀 더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몰입할 때 SNS 중독을 초래하게 된

다는 이상호와 고아라(201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를 비롯한 성인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 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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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정책 

대부분이 청소년 만을 표적집단으로 설계돼, 성인의 경우 사회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SNS 과다사용에 따른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부작용들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성인들의 

소셜미디어, SNS중독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성인의 SNS 

사용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하나 변변히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SNS 사용 실태 및 부작용

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개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기혼 성인의 결혼 및 부부관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실천 현장에서 정신건강 문제 개입 시 

SNS 중독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즉, SNS 이용 확대로 인한 다양한 순기능과 함께 과다사용이

나 중독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가정환경 요인인 결혼불만족과 SNS중독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완전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기혼 성인의 SNS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킴

으로써 결혼만족도를 제고하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사회 환경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한다. 외로움의 완전매개 경

로 확인을 통해 결혼불만족과 같은 가정환경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되더라도 외로움이 증가되지 않거

나, 어떤 보호요인의 개입을 통해 외로움이 감소된다면 SNS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SNS 중독에 대한 개입방법에 대해 좀 더 세 한 정보를 제

공한다. 즉, 부부갈등 및 결혼관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과 함께 사회 환경적 자원을 적극 활용

하여 외로움 등 정서문제를 완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개입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외로움

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나 사회자본이라는 단편적인 외적 지원의 효과 보다 외로움 해소에 초점을 둔 

사회자본 강화라는 개인의 사회‧환경적 보호요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부부 문제 개입 및 정신건강 문

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심리‧정서적, 가족 관계 측면의 어려움을 통

해 SNS중독이라는 정신건강 문제가 표출될 잠재성이 있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개입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혼자의 결혼불만족과 외로움, SNS중독의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크기 자체 보다는 온라인‧오프라인 사회자본 비중의 불균형이 실질적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자본은 오프라인의 공적‧사적 공간과 결합될 때 융합

적 사회자본의 생성과 축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송경재, 2005). 이는 개인에게 온‧오프

라인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의 균형이 개인은 물론 가족 및 사회적으로 유익한 명제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화하며 개인의 생활의 중요한 통신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SNS 가상공

간에서의 사회자본이 개인의 정신건강 및 가족복지 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향관계를 가지는지 

아직까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 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도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인 

및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와 온‧오프라인 사회자본과의 연결고리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

구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SNS 중독문제와 개인 및 가족, 사회환경적 요인까지를 통합적

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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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편향 우려이다. 온라인 리서치 기관들의 경우 통계청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자료와 유사

한 할당 조사 패널을 갖추고 있어 비확률 표집으로 인한 편차 발생 우려가 낮은 것이 장점이다. 반면, 

패널 가입자 만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뤄지는 폐쇄성으로 인해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성별 및 연

령대,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표본들 만이 표집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으로 20~40대 만을 선정한 데 따른 일반화의 한계이다. 최근 

만혼 풍속 만연과 50대의 활발한 SNS 사용 추세를 감안했을 때 보다 넓은 연령층에서의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SNS 중독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지만, 본 연구조사에서 대상자

의 연령대를 20~40대 만으로 한정하고, 결혼기간에 따른 연구문제를 면 히 살펴보지 못함으로써 전

체 기혼자들의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모형이 SNS중독 과정을 포괄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결혼불만족과 SNS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본 연

구는 최근 성인들의 SNS 몰입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SNS중독이라는 정신건강 문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 축적에 기여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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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 

Kim, Nam H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whethe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NS addiction resulting from marital dissatisfaction and loneliness is 

influenced by gender or size and composition of social capital. 714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to 40’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by online research center with quota sampling based on demographical 

proportion. To analyze this research model,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the loneliness moderated between marital 

dissatisfaction and SNS addiction.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 is insignificant, comparison of competition model was 

able to determine if mediating effect was fully or partially shown. As a result, the 

complete mediated model was ultimately chosen because its various 

goodness-of-fit index including  performed fairly well. Second, the mediating 

effect which moderates social capital size was presented in the mediated model 

between the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Specifically, It 

implies that group who recognizes their social capital big recognizes the route 

and effect size more than that who considers their social capital small.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depending on different type of social capital among 

the marital dissatisfaction and loneliness and between SNS addiction was 

substantiated. It implies that disequilibration of SNS social capital in face-to-face 

sphere and in online acted as a danger fact with respect to the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and SNS addiction.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oposed.

Key words : marital dissatisfaction, loneliness, sns addiction, social capital,

moderated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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