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 연령대로 일상

화되고있고, 습관적인사용및과다사용으로인한역기

능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 201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조사에의하면스마트폰사용과의존위험군

은 2011년 7.2%에서 2016년 15.3%로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10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1.6%로, 성인의 13.5% 보다높은것으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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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G시 소재 2개 중학교 재학생 341명이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유형 및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07월 02부터 07월 25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스마트폰사용은학교

폭력태도(r=.269, p<.000)와 강화자(r=.251, p<.000)와 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스마트폰사용이학교
폭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학교폭력예방을위한각역할유형에따른개입과접근이필요하다. 본연구는규명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학교폭력 역할 유형에 대한정책적 시사점을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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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of adolescents in era of convergence. The participants were 341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wo school 
in G city.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ere 
measur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 to 25,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ed smartphone us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violence attitudes(r=.269, p<.000) and Bullies(r=.251, p<.000). The finding indicate 
that smatrphone use has an influence on school violence. Intervening approach to prevent and reduce bullying 
according to each types were requir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martphone use and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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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문제와 부작용

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및 초등학생보다도 높게 나타나[1,3]

중학생에대한스마트폰관리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청소년기는아동기에서성인기로성장·발전하는과도

기적 단계로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를 경험

하는시기이며가족관계, 학교생활및진로등다양한스

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4].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중학생은이러한변화가급격하게이루어져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크다[5].

청소년기에는 도파민의분비와기능은최고조에달하고,

행동과 인지적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가장 늦게 발

달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대뇌의 발달은 외부 자

극을적절히조절하지못하기때문에충동적이고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다[6].

이렇게신체적·심리적으로불안정한상황에서발생하

는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청소년들의 신체, 학업성

적,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 높다[7].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휴대폰을 통한 언어폭력 등

의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과 비행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

으며[8], 스마트폰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안

전 집단보다 동조성, 모방성, 충동성, 사회적 고립감 및

불안감이 높았다[9]. 이렇듯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정서·행동문제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10].

스마트폰을통해나타나는이러한다양한문제는중요한

사회적문제가되고있어스마트폰으로부터청소년을보

호하는 방안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타인에게 피해

를유발하는휴대폰언어폭력[8] 및 정서·행동문제[10]가

최근 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청소년들의학교폭력태

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

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 역할 유형으로

는 적극적,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해자,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여 가해자를 따르는 보조자, 폭력을 부추

기거나 강화하는 강화자,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보호자,

폭력이발생해도자신과관련이없다고받아들여개입하

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해 지지하는 마음은 있지만 보복

이나 고립이 두려워 모른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방관자

역할로 설명하고 있다[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1호[12]

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

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정신또는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7년 교육

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피해

경험이 0.5%, 가해 경험 0.2%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유

형으로는언어폭력(34.1%)과 집단따돌림(18.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스토킹(13.7%)과 신

체폭력(12.6%)이 높은 반면 중학생의 경우 사이버 괴롭

힘(14.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13]. 이러한

학교폭력은일회성이아니라지속적, 체계적으로발생하

는특성을보이며[14], 점점더저연령화, 집단화, 잔인화

되어가고있다. 또한휴대폰의중독적사용집단이비중

독적사용집단에비해MMPI 중Ma(경조증) 척도가높

게 나타나, 이 영역에 속하는 청소년은 생각보다는 행동

을선호하며활동과다, 충동적, 충동표현을억제하는것

이 매우 힘든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15].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비추어볼때중학생청소년의올바른스

마트폰사용및학교폭력에대한관심과예방및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건전하고 바람

직한사회발달을이루어갈수없도록가해자, 피해자, 방

관자 등 학교폭력 역할 유형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16].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험이 반

복적으로 순환하며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며[17], 피해 경험이 많은 학생이 가해 경험

또한 높다[18].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스마트폰에의존하게되며, 이러한스마트폰

사용과관련된역기능에영향을미치는변인으로학교폭

력태도, 학교폭력역할유형변인을고려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의사용이학교폭력태도와학교폭력역할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및

학교폭력의 예방 및 적절한 방안 마련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학교폭력 태도, 학교

폭력역할유형간의관계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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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일반적특성및스마트폰사용, 학교폭

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스마트폰사용, 학

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

다.

셋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태도, 학교

폭력 역할 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학교

폭력역할유형간의관계를알아보기위한서술적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는G시에소재한 2개중학교 1학년에재학중인

3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0,

검정력 .90을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최

소 255명이었다. 최종 341부를 대상자로 표출하여 필요

로 하는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Kwon [19]의 단축

형스마트폰중독척도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금단및

가상관계 5문항, 학업장애 및 내성 5문항으로 총 10문항

이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그렇다’ 6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스마트폰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898

이었고, 영역별 Cronbach's α는 금단 및 가상관계 .854,

학업장애 및 내성 .825로 나타났다.

2.3.2 학교폭력 태도
Rigby & Slee [20]이 개발한또래폭력에대한태도를

Jung, Shin & Cho [21]가 수정한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또래폭력에대한허용정도, 피해학생에대한부

정적 인식 정도, 피해자에 대해 지지적인지, 방관적인지

알수있다. 총 10문항으로 Likert 5점척도로 ‘전혀그렇

지않다’ 1점, 매우그렇다 5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학교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방관적이며, 피해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776 이었다.

2.3.3 학교폭력 역할 유형
학교폭력참여자역할행동을측정하기위해 Salmivalli,

Voeten [22]이개발한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PRQ)

을번안하여사용하였다. 이척도는보조자, 강화자, 보호

자, 방관자와 가해자 총 5개의 역할에 대한 하위 척도로

각각 3문항, 총 15문항으로 Likert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가지 역할 중 하나의 역할이 학교폭력

상황에서취하는행동을제시하고있으며, 5가지하위척

도중가장높은점수를보인척도로해당학생을가해자,

보조자, 강화자, 보호자, 방관자중하나의역할로분류할

수 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07월 02일부터

2014월 7월 2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장소는 G시에소

재한 2개중학교였다. 연구자가해당기관을방문하여기

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

을 받고 진행하였다. 각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과목적을설명하고, 본연구에참여를동의한학생에한

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수집을 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립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사용, 학교폭력태도, 학교폭력역할유형은서

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대상

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스마트폰사용, 학교폭력태도,

주변인 행동척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대

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주변인 행동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대

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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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시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있음을알렸고, 어떤불이익도없음을설명하였다. 연

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Table 1과같다. 연구결과여

학생이 61.3%였고, 89.7%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

다. 최근 6개월간학교폭력및사이버폭력피해경험여

부는 각각 92.7%, 95.0%가 폭력 피해 경험이 없다고 하

였다. 또한최근 6개월간학교폭력가해경험및사이버

폭력가해 여부도각각 95.9%, 97.1%가 가해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

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 유형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의 스마트폰 사용은 성별(t=-4.760, p<.000), 모친 학력

(F=3.299, p=.021),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

(t=2.623,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

유형은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가해 경험(t=.840,

p<.000), 최근 6개월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t=2.77,

p=.00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
폭력 역할 유형간의 관계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역

할 유형 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사용은

학교폭력 태도(r=.269, p<.000),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강화자(r=.251, p<.000)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고있었고, 학교폭력역할유형중보호자유형은(r=-.142,

p<.000)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

력 태도는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자(r=.2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Smartphone Use

Mean ± SD t/F p Mean ±
SD

t/F p Mean ± SD t/F p

Sex
Male 132(38.7) 33.50±3.71

.539 .590
22.79±2.90

.969 .333
22.14±10.47

-4.760 .000
Female 209(61.3) 33.31±2.74 22.53±2.08 27.78±10.77

Drinking
Yes 4(1.2) 34.00±3.16

.393 .695
24.50±1.91

1.554 .121
20.00±10.58

-1.024 .307
No 337(98.8) 33.38±3.15 22.61±2.43 25.66±10.99

Living with
with two parents 306(89.7) 33.48±3.14

1.885 .153
33.48±3.14

1.885 .153
25.22±10.94

1.758 .174with one parents 27(7.9) 32.26±3.12 32.26±3.12 28.48±9.77
other 8(2.3) 33.37±3.16 33.38±3.16 30.00±15.25

Education level father

above college 174(51.0) 33.45±3.44

.539 .656

33.45±3.44

.539 .658

24.85±11.00

.812 .488
high school grad 114(33.4) 33.40±2.33 33.40±2.33 26.46±11.05
bolow middle school 3(0.9) 35.00±2.00 35.00±2.00 20.67±11.59
other 50(14.7) 33.00±3.76 33.00±3.76 26.50±10.85

Education level mother

above college 157(46.0) 33.30±3.36

.165 .920

33.23±3.36

.165 .920

24.48±10.17

3.299
.021high school grad 127(37.2) 33.50±2.46 33.50±2.47 25.88±11.66

below middle school 11(3.2) 33.73±4.22 33.73±4.22 34.82±10.88
other 46(13.5) 33.26±3.83 33.26±3.93 26.39±11.01

Recent 6 months of victims in
school violence

Yes 26(7.6) 33.46±2.56
.480 .897

22.27±3.14
-.782 .435

28.19±11.25
1.256 .210

No 315(92.4) 33.37±3.20 22.66±2.36 25.38±10.96
Recent 6 months of cyber
victims in school violence

Yes 12(3.5) 33.08±2.50
-.366 .714

23.30±2.43
1.043 .298

31.46±13.13
1.988 .051

No 324(95.0) 33.41±3.18 22.60±2.40 25.39±10.89
Recent 6 months of bullies in
school violence

Yes 13(3.8) 34.23±2.35
1.006 .315

25.15±2.15
.840 .000

33.38±12.31
2.623 .009

No 327(95.9) 33.34±3.17 22.51±2.38 25.29±10.84
Recent 6 months of cyber
bullies in school violence

Yes 10(2.9) 34.10±2.64
.729 .467

24.7±2.63
2.77 .006

30.20±14.05
1.347 .179

No 331(97.1) 33.36±3.1 22.57±2.40 25.45±10.88

Table 1.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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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 보조자(r=.194, p<.000), 강화자(r=.464, p<.000)

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호자(r=-408, p<.000)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는 보조자(r=.507,

p<.000), 강화자(r=.298,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조자는 강화자(r=.299, p<.000)와 양의 상관관계, 방관자

(r=-.125, p=.022)와는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 강화자는

보호자(r=-.187,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4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위해스마트폰사용의하부요인 2개와학교폭력

역할 유형 5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다중공선성을분석한결과, 공차한계가 .471∼.973, 분

산팽창인자(VIF)가 1.027∼ 2.12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Table 3과같다. 학교폭력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은스마트폰사용의하부요인중금단및가상관계

(β=.158, p=.015),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자(β

=.2.109, p=.036), 강화자(β=6.170, p<.000), 보호자(β

=-7.356, p<.000)였으며, 이들 변인은 학교폭력 태도에

36.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역할유형의정도와이들변인간의관계를알

아보고,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학교폭력 태도(r=.269,

p<.000),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강화자(r=.251, p<.000)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학교폭력 역

할 유형 중 보호자 유형은(r=-.142,p<.000) 음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고위험군일

수록 학교폭력에 허용적, 방관적, 피해학생에 대해 부정

적으로 생각하는 학교폭력 태도와 관련이 있고, 학교폭

력을부추기거나강화하는강화자역할에도관련이있음

Table 2. Correlations of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Variables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ies Assistants Reinforcers Defenders Bystanders

Smartphone Use 1

School Violence
Attitudes

.269(.000)** 1

Bullies .083(.127) .240(.000)** 1

Assistants .003(.950) .194(.000)** .507(.000)** 1

Reinforcers .215(.000)** .464(.000)** .298(.000)** .299(.000)** 1

Defenders -.142(.000)** -.408(.000)** .008(.887) .043(.431) -.187(.001)** 1

Bystanders .056(.304) .051(.352) -.092(.092) -.125(.022)* .045(.406) -.061(.266) 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school violence attitudes
Variable B SE β t p

Smartphone
Use

withdrawal and virtual reality .130 .053 .158 2.439 .015

schoolwork difficulty and tolerance .003 .052 .003 .049 .961

Bullying
situation

Bullies 1.005 .467 .111 2.109 .036

Assistants .461 .341 .072 1.351 .178

Reinforcers 1.705 .276 .305 6.170 .000

Defenders -1.095 .149 -.337 -7.356 .000

Bystanders .095 .154 .028 .617 .538

R²=.366, F=26.543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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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반면 피해자 곁에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위

로해주고가해자의가해행위를멈추게하는역할[11]을

하는보호자역할은감소하였다. Son, Ahn & Lee [23]도

휴대폰중독적사용군이의존군과비중독군에비해충동

성, 스트레스, 불안이높았고, 인터넷게임중독자의특징

적인 공격성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24]. MMPI에서도 활동과다와 충동성, 적대감, 공격성,

비현실성, 불안감의 특징을 보이는 Ma척도 영역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15]. 정서 표현을 잘 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져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진다는 연구결

과도있었다[25]. 이러한선행연구는본연구의스마트폰

과사용과폭력이연관성이있다는결과를뒷받침하는유

사한결과라할수있다. 또한스마트폰의사용이긍정적

인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 사회·심리적 특성과 깊은 관

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

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적, 지지적 접근이 요구

된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사회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

도록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래폭력에대한허용정도, 피해학생에대한부정적

인식정도, 피해자에대해지지적인지, 방관적인지알수

있는 학교 폭력 태도[20]는 학교폭력 역할 유형 중 가해

자(r=.240, p<.000), 보조자(r=.194, p<.000), 강화자

(r=.464,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호자(r=-408,

p<.000)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학

교폭력에 허용적, 방관적, 피해학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를 갖을수록 적극적, 의도적

으로 피해를 주는 가해자,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여

가해자를 따르는 보조자, 폭력을 부추기거나 강화하는

강화자[11]의 역할도 증가하고,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보

호자의 역할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당연한 결

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중재 시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여 중재하기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폭력에대한태도, 생각, 공감능력등에대한우선적인접

근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 & Sim [26]도 가해학생, 피해학생모두가비

행의피해자가되지않도록이들의특성, 형태, 유사성등

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보다 적합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요인으로스마트폰사용의하부요인중금단및가

상관계(β=.158, p=.015), 학교폭력역할유형중가해자(β

=.2.109, p=.036), 강화자(β=6.170, p<.000), 보호자(β

=-7.356, p<.000)로 나타났다. Suk & Koo [27]은 가정폭

력 경험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

향보다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감소를 통해 일상생

활에문제를일으키며가상세계에몰입하게되는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매체의 사용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수단으로활용되어학교생활및학습환경, 학습지

연행동에영향을미치게된다고하였다[23,28,29]. 이러한

선행연구에비추어볼때본연구의스마트폰사용과관

련된금단및가상관계가학교폭력과의관련성을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

하고있지만이러한확산에대한청소년보호대책은미

비한실정이다. 올바를스마트폰사용을위한캠페인, 광

고, 프로그램개발등정책적인노력도필요할것으로본

다.

5. 결론 
본연구는청소년의스마트폰사용, 학교폭력태도, 학

교폭력역할유형간의관련성을알아보아청소년들의스

마트폰사용및학교폭력의예방및적절한방안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

년의 스마트폰 과사용은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의 역

할유형중강화자와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또한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

마트폰사용의하부요인중금단및가상관계, 학교폭력

역할유형중가해자, 강화자, 보호자가영향을미치는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

용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재와 정책적인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학교폭력 역할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G시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는한계가있다. 둘째, 스마트폰의사용의하부요인과관

련된변인들을고려하여학교폭력과관련한연구가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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