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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을 밝히고자 하 다.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다. 한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학교생활 응 간에 스마트폰 독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등학생의 스트 스는 스마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에 향

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 지지는 학교생활 응에 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등학생의 스마트폰 독
은 학교생활 응에 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등학생의 스트 스는 스마트폰 독, 사회 지지는 학교생활 응에 향력의 

정도가 높다. 즉 스트 스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 횟수나 빈도가 많을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독이나 학교
생활 응에 직 인 향을  수 있다.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학교생활 응에서 스마트폰 독의 매개효과 

여부는 궁극 으로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규명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등학생의 스마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에 한 정책  시사 을 안으로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Our hypothesis is that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fects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the study model assumes that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mediated by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Analysis 
results foun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ress affects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school life adaptation. Elementar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has little influ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Str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a strong influence on smartphone addiction,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other words, higher stress levels results in higher frequency of use of smartphones, which 
may directly affect smartphoneaddiction and the ability to adapt to school life. The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chool life adapta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were ultimately indirec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diction to smartphone
and ability to adapt to school life.

Keywords : adaptation of school life, mobile phone poisoning, social support, schoolchild,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Rhee Young Sun(Chosun Univer.)
Tel: +82-62-230-6765  emale: ss1114@hanmail.net
Received May 22, 2017
Accepted July 7, 2017

Revised (1st June 14, 2017, 2nd June 26, 2017, 3rd July 3,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사용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기본 인 

생활수단이 되어 삶의 양식, 인 계, 가치 형성 등에 

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미성
숙 단계에 있으며, 성숙 단계로 환해가면서 인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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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  차원에서 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새로운 
실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미성숙 단계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다양한 정보를 여과 없이 
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사회  부작용에 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3].
아동과 청소년의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은 우울, 불안, 

강박 증세, 신체통증 등의 문제와 학교 학습 에 지나친 

문자 메시지 사용, 학습능력 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요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 학교생활 응, 경제  차원 등에서 응하지 못하

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4]. 이러한 스마트
폰의 보편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으로서 독수 의 스

마트폰 사용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3].
본 연구는 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교

생활 응에 한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
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스트 스와 사회 지지를 설정하 다. 지나
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독 상과 학교생활을 심

으로 인과 계를 설정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한 

본 연구모형에 한 실증  검증을 통해 스트 스와 사

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 간의 인과  

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연구 목 으로 하 다. 한 스
트 스와 사회 지지  학교생활 응 간에 향력이 

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에 따라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밝혔다. 결론 으로 등학생의 학교생활 응을 개선시

키는 함의를 도출하고, 등학생의 스마트폰 독의 매

개효과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함으로

써 스트 스와 사회 지지, 스마트폰 독  학교생활
응 간의 실천  방안을 제시 한다. 
본 연구는 문헌 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방법이다. 등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통계 로그램 패키지 22.0
을 활용해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하고, 구
조방정식모형의 로그램패키지인 AMOS 22.0을 이용
하여 변수 간의 향력의 정도 등을 분석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스트 스에 한 정의에 해 [5]은 생활사건에서 생

겨나는 압박감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생활하는데 필요하

지만 정 수 을 넘어서면 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

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는 심리 , 신체 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고 생활과 복지에 유해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 다. 
[6]은 스트 스는 생활의 특정 역에서 만족하지 못

한 사람들이 다른 처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독

으로 발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 하 다. 불만스런 생
활 과정의 반복으로 통제력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정서  

우울감이 심해지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거나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실 인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하게 된다.[7]
사회 지지는 개인의 정서  삶의 질에 행복감을  

수 있다. 사회  지지를 사회 체계 속에서 활동하는 개인

에 수반하는 스트 스를 정서 , 정신 으로 도와주는 

속성으로서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제공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보았으며.[8]
사회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  자원으로 정의했고,[9] 사회  지지를 넓은 의미

에서 공식  지지와 비공식  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지지는 애정, 확신, 보조  하나 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인간 계의 교류로 보았다.[10] 아동에게 스트
스 리는 매우 요하며 아동의 공격 , 소극  처

행 를 이고 사회 지지 지각을 증진시키기 한 간호

재 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11]

2.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독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12]는 ‘스
마트폰 독’을 특정행동에 의한 독으로서 스마트폰에 
한 의존행동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

에서 내성이 생겨 스마트폰 이용량이 차 확 되고, 스
마트폰 이용을 못하면 불안과 조를 경험하는 강박경향

으로 평소생활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라

고 하 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이동통신 도구의 기능을 
넘어 인터넷, 게임, 화 등 다양한 오락 매체 기능을 갖
게 됨으로써 등학생들의 새로운 것에 한 호기심과 

충동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쉽게 근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은 방향 소통이라는 장 으로 인해 등

학생들의 소통매체가 되어 친구들과의 계가 스마트폰 

안에 머물게 되면서 보다 빠르고 쉽게 독에 빠질 가능

성이 있다.[13]스마트폰 독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으로 스마트폰이 스트 스 해결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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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택된다는 이다.[14] 청소년의 스트 스와 스마트

폰 이용이 학업에 미치는 향과 부모 재 효과[15] 연
구에서 가족 간 갈등, 학업, 미래에 한 압박감 차원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학업장애를 이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16]청소년의 학업스트 스

가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연구를 자아존 감, 부
모지지, 친구지지의 3 가지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스트 스가 자아존 감, 부
모지지, 친구지지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스마트폰 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최근 연구에서 스마
트폰 독과 련하여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학

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증가에도 불구하고 등학생 상

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13]

2.3 학교생활적응

학교 응을 개인  차원과 환경  차원 사이에서 조

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 응이란 학교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 환경

을 변화시키고, 학교환경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
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17] 등학생의 학업 응 유형

과 스트 스 처 방식과의 계에서 개인 심  근

[18]을 연구한 결과는 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응 로

일을 분류하고 스트 스 처 방식이 이러한 분류를 

어떻게 측하는가를 보고하 다. 등학생의 학교 응

에 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효과[19]
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라 학교 응에 해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상의한 것을 통해 성과 

연령을 나 어 학교 응에 한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

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타당하 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선행 연구들의 학교생활 응에 한 정의들을 분석해 

볼 때, 차 학교생활에 한 이해의 폭이 학업 인 측면

과 더불어 정의 , 심리·사회  역들이 포함되면서 확

되고 있고, 이와 함께 학교생활 응에 한 정의를 복
합 인 개념으로 폭넓게 시도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응의 하 요소로 우선시 되는 사항은 학업  

응이고, 학생의 심 역, 통제능력, 욕구충족 행동방
식과 같은 자기 통제  기능인 행동  응, 사회  기술

과 동료집단의 기 을 포함하는 사회·정서  응이 포

함된다. [20]은 학교생활 응이란 학생의 개인  특성과 

학업환경의 반 인 성격  수요 간의 교육  성

을 극 화하는 학교의 응이나 순응이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 학교부 응은 학습  동기, 학업성취, 학교생활 
참여, 수업출석, 학습 비 그리고 학교졸업 등의 측면에

서 설명하 다. 
결론 으로 스마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에 한 요

인들 간의 련성은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 인 측면에서는 스마트

폰 사용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래 간에 

동료의식이나 동질의식을 형성하는 등 학교에서 친구와

의 응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21]스마트폰 사용
이 학업성취에 향을 다는 연구도 있다.[22]부정
인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심리  불안, 조, 고립
감, 자아통제력 상실 등 경험으로 학교생활에 부 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3] 한 스마트폰 사용으
로 교우 계에서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4]
학교생활 응은 학습  응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하지만 체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 개인의 만족스런 상

호작용 활동 과정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
습능력이나 학업성취는 쉽게 향상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기에 학교생활 응을 쉽게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

다. 하지만 학생의 생활환경과 련하여 다양한 학교생
활 분야에서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만족스런 학교생활
이 이루어질 때 학업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학업 인 

성취도 증진 시킬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인과 계 모형을 설정하고, 변수 간의 향
력의 정도 등을 분석한다.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에 따라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인과 계분석이다.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기 해 구
조방정식모형의 로그램패키지인 AMOS 22.0을 이용
하 다. 인과 계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 등이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와 잠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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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등학생의 학교생활 응의 향요인을 검증한다.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의 학교생활 응

간의 인과 계를 밝히고, 향력의 정도를 규명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 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스트 스와 사회

지지를 설정하 고, 매개변수로 스마트폰 독, 종속변
수로는 학교생활 응을 설정하 다.

Fig. 1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이론  검토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

본 연구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스트 스와 사회 지

지를 설정하 고, 매개변수로는 스마트폰 독을 설정하

으며, 종속변수로서 학교생활 응을 설정하 다. 한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는 스마트폰 독의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

한다. 연구가설은 table 1과 같다. 

Hypothesis 1. Stress of elementary students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mobile addition.

Hypothesis 2. Stress of elementary students will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adaptation of school life.

Hypothesis 3. Social support of elementary students will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mobile addition.

Hypothesis 4. Social support of elementary students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daptation of school life.

Hypothesis 5. Mobile addition of elementary students will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adaptation of school life.

Table 1. Research Hypothesis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A 역시에 소재한 등학

교의 고학년 학생을 상으로 장조사 방법으로 실시하

다. 자료수집 결과 565명을 상으로 빈도분석과 타당
도 분석을 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 다. 
이를 통해 측정도구를 검증하 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자에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하면 table 2와 같다.

Division
Frequency

(no. of 
persons)

Percent (%)

Gender
boy 302 53.5
girl 263 46.5

Year
4st Year of Elementary School 179 31.6
5nd Year of Elementary School 158 28.0
6rd Year of Elementary School 228 40.4

School
Grade

upper 195 34.5
middle 343 60.7
under 27 4.8

mobile
carrying
period

below 1year 278 49.2
over 1year-
2years below 101 17.9

over 2years- 
3years below 73 12.9

over 3years-
4years below 52 9.2

over 4years 61 10.8

mobile
use
times

below 1time 303 53.6
over 1time-
2times below 129 22.8

over 2times-
3times below 73 12.9

over 3times-
4times below 24 4.2

over 4times-
6times below 24 4.2

over 6times 12 2.1

Table 2. graphics of respondent

성별은 남학생 302(53.5%), 여학생은 263명(46.5%)
으로 조  더 많은 남자 학생들이 응답을 하 다. 학년은 
등 4학년 179명(31.6%), 등 5학년 158명(28.0%), 
등 6학년 228명(40.4%)으로 등 6학년 학생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은 상이 195명(34.5%)이
며, 이 343명(60.7%) 하가 27명(4.8%)로 성 이 인 

학생이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소지기간은 1년 미만이 
278명(49.2%) 1년 이상~2년 미만이 101명(17.9%) 2년 
이상~ 3년 미만이 73명(12.9%) 3년 이상~4년 미만이 52
명(9.2%) 4년 이상이 61명(10.8%)으로 1년 미만 소지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631

Table 3. Confirmatory Analysis of Validity 

Variable no. of 
Item

Factor
Value

Eigenval
ue

Rate of 
Variance

Accumulated 
Rate of 
Variance

stress

v1 .634

3.614 12.064 47.922

v2 .635

v3 .750

v4 .657

v5 .633

v6 .695

v7 .698

social 
support

v1 .801

3.734 12.631 35.858

v2 .837

v3 .813

v4 .772

v5 .657

v6 .616

mobile
addition

v1 .688

6.998 23.227 23.227

v2 .736

v3 .771

v4 .741

v5 .671

v6 .715

v7 .741

v8 .757

v9 .819

v10 .785

v11 .789

v12 .730

adaptation of 
school life

v1 .640
2.540 8.463 56.385

v2 .508

v3 .778

v4 .726

v5 .563

KMO(Kaiser-Meyer-Olkin) : .909,  : 9339.529
 df= 435 , P< 0.00

사람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시간 미만
이 303명(53.6%)으로 학생 수 반 이상이 1시간 미만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 검증

4.2.1 타당도 분석

설문문항들에 한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

(Data Reduction)하여 독립변수 2개요인과 매개변수 1
개, 종속변수 1개의 요인을 확인하 다. 요인의 회 은 

베리맥스 직교회 (Varimax Rotation) 방법을 이용하
으며, 요인 재값을 산출하여 표 3은 요인 재값을 표

시하 다. KMO (Kaiser-Meyer -Olkin): .909, : 
9339.529, df는 435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
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
수의 타당도가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4.2.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독립변수인 스트 스는 0.831 사회
지지는 0.884,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독은 0.933, 종
속변수인 학교생활 응은 0.766으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Item Cronbah
-Alpha

Independent
Variables

stress 7 0.831
social support 6 0.884

mediator Variables mobile
addition 12 0.933

Dependent
Variables

adaptation of 
school life 5 0.766

Table 4. Confirmatory analysis of Reliability

4.3 가설 검증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

과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의 계에 한 검증결

과 table 5와 같다. 
첫째 등학생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에 정(+)

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과 스트 스

가 학교생활 응에 부(-)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것이라
는 가설2를 검증한 결과 스트 스의 스마트폰 독은(표
화계수.454, p값 .000), 스트 스의 학교생활 응(표
화계수 -.285, p값 .000)으로 둘 다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학생이 스트 스를 높게 

받는다고 인식할 때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 의 하락,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부  못하고 조

해지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스마트폰을 사용
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지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 할 수 없는 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등학생이 스트 스를 높

게 받으면 선생님과 자유로운 화, 학  친구들과 자유

로운 화, 수업시간의 극성, 학교생활에 한 즐거움 
등에 부정 인 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등학생의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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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과 사회
지지가 학교생활 응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사회 지지의 스마트

폰 독은(표 화계수 -.053, p값 .231), 사회 지지의 

학교생활 응은(표 화계수 .607, p값 .000)으로 사회
지지의 학교생활 응이 높은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등학생의 사회  지지가 높으면 선생님과 자

유로운 화, 학  친구들과 자유로운 화, 수업시간의 
극성, 학교생활에 한 즐거움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스마트폰 독이 학교생활 응에 부(-)의 방향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스
마트폰 독의 학교생활 응은(표 화계수 -.033, p값 
.479)으로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Path

Coeffi
cient

C.R p Accept 
or not

 1

 2

 3

 4

 5

stress → 

mobile addition
stress → 

adaptation of school life
social support →
mobile addition 
social support →
adaptation of school life
mobile addition→
adaptation of school life

.454

-.285

-.053

.605

-.033

8.373

-5.209

-1.197

9.580

-.708

.000**

.000**

.231

.000**

.479

Accepted

Accepted

Rejected

Accepted

Rejected

* : p ≤ .05, ** : p ≤ .01

Table 5.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4.4 매개효과 검증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

과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의 계에서 스마트폰 

독의 매개효과에 한 검증결과 table 6과 같다.
첫째, 등학생의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의 계에

서 스마트폰 독의 간 효과는 .014로 나타났다. 즉, 
등학생의 스트 스가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칠 때 스

마트폰 독 문제인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

의 하락,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부  못하고 조해

지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지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
스로 조 할 수 없는 경우에 학교생활 응이 매우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등학생의 사회 지지와 학교생활 응의 계

에서 스마트폰 독의 간 효과는 -.002로 나타났다. 즉, 

등학생의 사회 지지와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스

마트폰 독의 여부와는 한 련성이 미흡하다고 
단된다.
결론 으로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학

교생활 응에서 스마트폰 독의 매개효과 여부는 궁극

으로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Total 
Effect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1

 2

 3

 4

 5

stress → 

mobile addition
stress → 

adaptation of school life
social support →

mobile addition 
social support →

adaptation of school life
mobile addition→

adaptation of school life

.454

-.271

-.053

605

-.033

.454

-.285

-.053

.607

-.033

.014

-.002

Table 6. Summary of mediation effect

5. 논의

본 연구는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스마

트폰 독과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 로 향후 등학생의 학교생활 응과 련

된 이론   정책  시사 을 제시하기 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첫째, 등학생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과 학교

생활 응에 둘 다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고함을 지르고 싶다든지, 울화가 치 어 오르

고, 화가 나면 마구 집어 던지고, 수롭지 않는 일에 욕
설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스트 스는 스마트폰 독

과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등학생의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에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지지가 학교생활

응에는 높은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학
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심과 격려, 칭찬, 
인격 인 존 , 행동에 한 객 인 평가 등은 학교생

활 응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독이 학교생활 응에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등학생의 스트 스와 학교생활 응의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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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마트폰 독의 간 효과는 .014로 나타났고, 사회
지지와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는 스마트폰 독의 

간 효과는 -.002로 나타났다. 등학생의 스트 스와 

사회 지지가 학교생활 응에서 스마트폰 독의 매개

효과 여부는 궁극 으로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등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요인을 실증 으로 밝힘으로써 등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등학생의 학교생할 응을 

한 몇 가지 정책  시사 을 제시한다.
첫째, 등학생의 스트 스가 스마트폰 독과 학교

생활 응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등학생의 스트 스 리와 스트 스 처방

안 등에 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사
와 가정에서 가족 간의 화 등을 통하여 친 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스트 스 정도가 지나친 경

우에 스마트폰 사용 횟수나 빈도가 많을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독이나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등학생의 사회 지지가 학교생활 응에는 높

은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학생들이 부
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심과 격려, 칭찬, 인격 인 

존 , 행동에 한 객 인 평가 등은 학교생활 응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서는 
등학생들이 자신의 소 함을 일깨워  수 있는 방과 

후 학습 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회 지지를 받을 수 있

게 해야 한다. 한 등학생들의 자원 사활동이나 자

발 인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지지를 공감할 수 

있는 분 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 응

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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