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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스마트폰 독, 사회 지지, 생리 지수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2018년 2월 6일부터 19일까지 북지역 2개 고등학교 재학생 210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 고, SPSS WIN Version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ANOVA,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수면의 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학생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학교성 스트 스 고, 이들 변수의 수면의 질에 한 설명력은 29.6%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스

마트폰 시작 연령, 학교성 스트 스, 일상생활장애 평가 지지 고, 이들 변수의 수면의 질에 한 설명력은 24.3%이었

다. 따라서,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재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길 기 한다.

주제어 : 청소년, 스트 스, 스마트폰 독, 사회 지지, 생리 지수, 수면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stress, smartphone addiction, Social support, and physiological 

index on quality of sleep (PSQI) and to investigate the affecting factors according to sex in high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0 subjects from February 6 to 16, 2018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Version 24.0. The 

quality of sleep was lower in female students than in male student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wake time, 

School grades str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29.6% of quality of sleep for male students. In female 

students, Smart phone start age, School grades stress, Disability of daily living and Appraisal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24.3% of quality of sleep. Therefore,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solve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sleep of adolescents, 

thereby help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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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수면은 인간의 삶의 1/3을 차지하고 정신 , 신체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변인 하나로[1], 한

수면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고 삶의 질을 높

여 다. 특히 청소년기의 수면은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정서 안정 행동발달 등과도 연 되어 요한

변인이라고볼 수 있으며[2], 이들의 수면문제는 비만, 자

살경향성, 반항성장애, 범불안장애, 우울 등 다양한 정신

, 신체 문제를 야기한다[3].

미국 질병 리통제센터는 청소년이 정신 신체건강

을 유지하기 해서는 하루 8.5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

하다고 제언하고있으나[4],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

간은 6.3시간-7.4시간에 불과하고[5], 외국청소년에 비해

상 으로 평균 수면시간이 짧고, 수면형태가 불규칙하

며, 15세-19세의 청소년기의 수면시간이 생애과정 가

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6,7].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이로 인한 스트 스와 우울이학교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8], 학과공부로 인한 긴장감이나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피로의 이 수면장애를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개인의 수면주기 수면의 질 등은

수면행동의 지표로 정신 ·신체 건강의 간 인 지표가

되며[10], 수면의 질은 수면을 시작하고유지하는 능력과

수면 후 회복과 련된 주 인 느낌을 모두 포함하고

[20] 수면기간보다 더강력하게 수면으로 인한 결과에

향을 주어[19], 심리 인 문제 학업수행의 하와

련이 있는 동시에 정신사회 건강문제의증가 험성을 내

포하므로[11,12]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소통기구이며, 놀이터 같고 목숨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

고 있어 청소년의 삶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매체

라고 할 수 있으나[13], 스마트폰 독은 청소년들의 수

면장애 수면부족을 래하여 스트 스를견디는데 있

어서 정서 , 체력 으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9].

특히 기존 매체의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만들어진 스마

트폰은 인터넷, 게임, 휴 폰 독을 모두 함께 흡수함으

로써 수면을 방해하는 역기능 측면이 심화되었다[14].

청소년들은 입시에 한 압박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많은 스트 스를 겪고 있는데[15], 스트 스를 해소

할 공간이나 시간이 부족한 실 제약을 인터넷 게임

과 스마트폰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청소년들은

부모나 선생님의 을 피해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데, 이

러한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일과를 마

친 후 혼자 있는 시간인 녁, 밤, 새벽 시간 에 사용하

게 되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 할수 없어 늦

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 수면시간과 수면

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16]. 학생의 경우 남

학생은 인터넷 게임 등의 외인 요인으로, 여학생의 경우

우울 등의 정신 불건강 상태가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

고[17,18], 청소년 스마트폰 독수 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며, 스마트폰 독의 하 역에서 여

학생이 일상생활장애와 내성에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

은 수 의 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19] 성별

에 따라 청소년의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회 지지란 개인이 사회 계를 통해 타인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 지지는 건강에 직 인 향을 주는

것 외에도 스트 스 경험의 부정 인 결과를 방하고

[20], Borup[21]이 학업에서의 스트 스를 게 느낄수록

자신의 건강을 높게 책정하여 건강행 를 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처럼, 청소년의 사회 지지를 높여 으로써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켜 건강 해행 를 일 수 있음

[22]에 따라청소년의 수면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한 부 하게 짧은 수면시간은 고 압, 비만, 당뇨,

사증후군 발생 사망률 증가와 련이 있으며, 수면

의 질 하 한, 사증후군 발생과 한 연 이 있

음이 알려져 있다[23].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

면시간이 체질량지수와 역의 계에 있음에 한 연구는

있으나[51] 수면의 질과 압과 맥박을 포함하는 생리

지수와의 계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스마트폰 독, 사회 지지 생리 지수가 수면의 질

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면문제

를 돕기 한 로그램의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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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스마트폰

독, 사회 지지, 생리 지수가수면의질에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는 북지역 소재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1곳과

자율형 남자사립고등학교 1곳 2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최소 표본 수는 G*Power 3.1.9.2 로그램을 사용

하여 다 회귀분석에서 간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80을 가정하고, 독립변수 5개를 투입할 것을

상할 때성별로 92명씩 모두 184명으로 계산되었으나, 탈

락률 20%를 감안하여 성별로 111명씩 모두 22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다.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락

되거나 잘못 기입된 12부를 제외한 총 210부(94.6%)가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 도

2.3.1 사회학적 특

인구사회학 특성은 비만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 정도, 1일 커피 섭취량, 재 스마트폰 사용 여부,

스마트폰 처음 사용한 연령, 주 스마트폰 사용 시간, 주

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으로 구성하 다. 비만도는 체질량

지수를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구한 후 18.5 미만을 ‘

체 ’, 18.5 이상에서 22.9 미만일 때를 ‘정상체 ’, 23 이

상을 ‘과체 ’으로 하 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응답에 따

라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학업성취 정도는 상, , 하로

구분하 고, 1일 커피 섭취량은 안 마심, 1잔, 2잔이상으

로 구분하 다. 재스마트폰 사용여부는 사용은 ‘유’와

미사용은 ‘무’로 분류하 고, 스마트폰 처음 사용한 연령,

주 스마트폰 사용시간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직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 다.

2.3.2 스트레스

스트 스 측정 도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4]에서

한국청소년패 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를

해 사용된 5차 년도 설문지의 일부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스트 스는 5개 하 역의 17문항으로,

부모스트 스 4문항, 학교성 스트 스 4문항, 래스트

스 3문항, 외모스트 스 3문항, 경제 스트 스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

1 부터 ‘항상 그 다’ 5 까지 5 척도로 평가되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다.

2.3.3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독 측정 도구로 한국정보화진흥원[25]의

청소년용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스마

트폰 독은 4개의 하 역의 15문항으로, 일상생활장

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 2문항, 단 4문항, 내성 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4 까지 4 척도로 평가되고, 역문항인 8,

10, 13문항은 역산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2.3.4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 측정 도구로 박지원[2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해서측정한 수를 말한다. 사회 지지는 4개의 하

역의 25문항으로, 물질 지지 6문항, 정서 지지 7

문항, 평가 지지 6문항, 정보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척도로 평가되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5 생리적 지수

본 연구에서는 생리 지수로서 압과 맥박을 측정

하 다. 압과 맥박은 자 압계(HEM-7120, OMRON,

Japan)를이용하여 5분간 안정을 취하게 한후 긴장을풀

고, 손에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팔을 커 안으로

깊이 넣으며, 안쪽 바닥에 팔꿈치가닿도록하고, 측정 하

는 에는 팔꿈치가 움직이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숫

자가 최종 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측정하 다.

2.3.6 수  질

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을 측정 도구로 Buysse 등

[27]이 개발하고 조용원[28]이 번안한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지(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사

용하 다. 수면의 질은 주 수면의 질, 수면잠복기, 수

면지속시간, 수면효율성, 수면방해, 수면제 사용, 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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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장애의 7 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응답자는한 달 이내

의 수면과 련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여 각 항목

당 0-3 , 0-21 의 총 수면 수를 가지며, 수가 높을

수록 수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4 료수집  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임의 표본추출 방식으로 라북도에 소재

하는 2곳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2018년 2

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14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자가 유선을 통해 선정된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차에 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연구

보조자를 통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 회수용

투와 함께 직 달하고 회수하 다. 연구보조자 1인이

연구 상자의 자발 참여,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

용한 충분한 설문시간 부여, 회수 시 회수용 투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연구자가 직 교육하 다. 연구에 참

여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2.5 료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sion 24.0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유의수 .05 수 에서 양측검정을 하

다. 구체 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수면시간의 황 인구사

회학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로 분석하 다.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 요인, 스트

스, 스마트폰 독, 사회 지지, 생리 지수 수

면의 질의 차이는 빈도, 백분율 t-test와 카이제

곱(chi-square) 검정으로 분석 하 다.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요

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청 년  별에 따  수 시간 현황

청소년이 잠자리에들어가는 평균 시간은 오 1.45시

이고, 잠이 들기까지의 평균 시간은 15.03분이었으며, 아

침에 일어나는 평균 시간은 7.67시이었다. 실제 으로 수

면을 취한 평균 시간은 6.71시간이었고, 수면의 질의 평

균 수는 4.94 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늦게 잠자

리에 들었고(t=-3.13, p=.002),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며

(t=-5.62, p<.001),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2.00, p=.047)(Table 1 참고).

Table 1. Time-based sleep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Total
(N=210)

Male
(N=112)

Female
(N=98) t(p)

M±SD M±SD M±SD

Start sleep
time(hr)

1.45±1.54 1.14±1.48 1.80±1.55
-3.13
(.002)

Delayed sleep
time(min)

15.03±14.11 14.48±14.00 15.65±14.28
-0.60
(.550)

Awake time(hr) 7.67±1.39 7.20±0.48 8.20±1.83
-5.62
(<.001)

Practice sleep
time(hr)

6.71±1.83 6.86±1.88 6.55±1.77
1.21
(.228)

Quality of sleep 4.94±2.48 4.63±2.38 5.31±2.55
-2.00
(.047)

3.2 청 년  별에 따  사회학적 특  

    차

성별 비교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

목은 학업 성취 정도와 스마트폰 사용 여부 스마트폰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
-teristics

Categories

Total
(N=210)

Male
(N=112)

Female
(N=98)

t/χ2

(p)
n(%)/M±SDn(%)/M±SDn(%)/M±SD

Obesity

Overweight 24 (11.4) 12 (10.7) 12 (12.2)

0.49
(.783)

Normal
weight

130 (61.9) 68 (60.7) 62 (63.3)

Underweigh
t

56 (26.7) 32 (28.6) 24 (24.5)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124 (59.0) 72 (64.3) 52 (53.1)

3.78
(.151)

Ordinary 80 (38.1) 36 (32.1) 44 (44.9)

Dissatisfacti
on

6 (2.9) 4 (3.6) 2 (2.0)

School
records

High 58 (27.6) 38 (33.9) 20 (20.4)
9.86
(.007)

Medium 88 (41.9) 36 (32.1) 52 (53.1)

Low 64 (30.5) 38 (33.9) 26 (26.5)

Coffee
intake(day)

None 76 (36.2) 42 (37.5) 34 (34.7)
0.21
(.900)

1 cup 108 (51.4) 56 (50.0) 52 (53.1)

≥2 cup 26 (12.4) 14 (12.5) 12 (12.2)

Smartphone
use*

Yes 190 (90.5) 96 (85.7) 94 (95.9) 6.32
(.012)No 20 (9.5) 16 (14.3) 4 (4.1)

Smartphone start
age(year)

13.02±1.36 13.46±1.27 12.51±1.29
5.39

(<.001)

Weekday Smartphone
usage time(hr)

3.65±2.86 3.74±3.10 3.56±2.60
0.42
(.673)

Weekend Smartphone
usage time(hr)

4.98±3.39 4.88±3.74 5.09±3.01
-0.43
(.670)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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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연령이었다. 학업 성취 정도는 남학생이 상과 하가

33.9% 고, 여학생은 이 53.1%에서 높게 나타났고(χ
2=9.86, p=.007), 스마트폰 사용여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학생이 남학생은 85.7%이었고, 여학생은 95.9% 으

며(χ2=6.32, p=.012), 스마트폰 시작 연령은 남학생이

13.46세이었고, 여학생은 12.51세로 나타났다(χ2=5.39,

p<.001)(Table 2 참고).

3.3 청 년  별에 따  스트레스, 스마트폰 

독, 사회적 지지  생리적 지수  차

스트 스 정도는 5 만 에 평균 2.22 으로, 남학생

2.16 , 여학생 2.28 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

교성 스트 스가 유의하게 높았다(t=-2.32, p=.021).

스마트폰 독 정도는 4 만 에 평균 2.00 으로, 남

학생 1.93 , 여학생 2.09 이었다. 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

일상생활장애(t=-3.10, p=.002)와 단(t=-2.77, p=.006)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 지지 정도는 5 만 에 평균 3.79 으로, 남학

생 3.94 , 여학생 3.62 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물질 지지(t=4.62, p<.001), 정서 지지(t=3.64, p<.001),

평가 지지(t=3.07, p=.002) 정보 지지(t=3.14, p=.002)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생리 지수의 평균은 수축기 압이 115.60mmHg,

이완기 압이 74.59mmHg이었으며, 분당 맥박수는

83.19회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분당 맥박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93, p=.004)(Table 3 참고).

3.4 청 년  별에 따  수  질 향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표본 t-test와 카이제곱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학업 성취 정도, 스마

트폰 사용 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 고, 잠자리에 들

어가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스마트폰 시작연령,

학교성 스트 스, 일상생활장애와 단, 물질 지지, 정

서 지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 분당 맥박수를 회

귀분석에 투입하 다.

남학생에 있어서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β=0.50, p<.001)과 학교성 스트

스(β=0.38, p<.001) 고, 이들 변수의 수면의 질에

한 설명력은 29.6%이었다.

Table 3. Stress, Smartphone Addiction, Social 

support, Physiological index

Characteristics

Total
(N=210)

Male
(N=112)

Female
(N=98) t(p)

M±SD M±SD M±SD

Stress 2.22±0.61 2.16±0.63 2.28±0.59
-1.40
(.163)

Patients 2.22±0.85 2.22±0.90 2.21±0.80
0.08
(.940)

School records 3.00±0.95 2.86±0.94 3.16±0.94
-2.32
(.021)

Age 1.62±0.74 1.57±0.67 1.68±0.81
-1.12
(.265)

Appreance 2.08±0.89 2.05±0.97 2.10±0.79
-0.40
(.690)

Economic 1.90±0.84 1.85±0.79 1.97±0.90
-1.03
(.304)

Smartphone
Addiction

2.00±0.40 1.93±0.39 2.09±0.39
-3.10
(.002)

Disability of
daily living

2.02±0.53 1.91±0.55 2.13±0.49
-3.10
(.002)

Virtual world
orientation

1.53±0.64 1.48±0.59 1.58±0.69
-1.12
(.263)

Forbidden 1.95±0.55 1.85±0.54 2.06±0.55
-2.77
(.006)

Tolerance 2.28±0.32 2.24±0.28 2.32±0.36
-1.89
(.060)

Social support 3.79±0.59 3.94±0.57 3.62±0.57
4.04

(<.001)

Materialistic 3.71±0.66 3.90±0.66 3.50±0.59
4.62

(<.001)

Emotional 3.88±0.66 4.03±0.63 3.71±0.65
3.64

(<.001)

Appraisal 3.77±0.69 3.90±0.65 3.61±0.71
3.07
(.002)

Informative 3.77±0.65 3.90±0.65 3.62±0.63
3.14
(.002)

Physiological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15.60±14.70 114.82±13.94 116.49±15.55
-0.82
(.413)

Diasolic blood
pressure(mmHg)

74.59±15.81 73.75±16.76 75.55±14.66
-0.82
(.411)

Pulse rate(min) 83.19±11.46 85.32±12.35 80.76±9.86
2.93
(.004)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21-0.88로 모두 0.1이상

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12-4.71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 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이 2.21로 기 값 2.0에 근 하여 자

기상 의문제는없었고, 독립변수 간 상 계수가 0.80미

만(0.01-0.37)으로 나타나변수들이 독립 임을 확인하

다. 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 으며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4.6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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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for Quality of sleep 

of the Participants                  (N=210)

Characteristics
Male (N=112) Female (N=98)

B SE β t(p) B SE β t(p)

Start sleep
time

-0.14 0.14 -0.09
-0.99
(.325)

0.13 0.20 0.08
0.64
(.522)

Awake time(hr) 2.50 0.48 0.50
5.21

(<.001)
-0.27 0.16 -0.19

-1.66
(.101)

School records -0.05 0.26 -0.02
-0.18
(.857)

-0.26 0.39 -0.07
-0.68
(.498)

Smartphone
using

0.86 0.58 0.13
1.49
(.140)

0.14 1.25 0.01
0.11
(.910)

Smartphone
start age

0.05 0.16 0.03
0.34
(.736)

-0.42 0.19 -0.21
-2.18
(.032)

Stress

School
records

0.97 0.24 0.38
4.00

(<.001)
0.76 0.27 0.28

2.82
(.006)

Smartphone Addiction

Disability of
daily living

0.55 0.50 0.13
1.10
(.274)

1.27 0.64 0.24
2.39
(.049)

Forbidden -0.29 0.51 -0.07
-0.57
(.567)

-0.69 0.52 -0.15
-1.33
(.187)

Social support

Materialistic -0.35 0.44 -0.10
-0.80
(.426)

0.75 0.51 0.17
1.47
(.145)

Emotional -0.65 0.64 -0.17
-1.02
(.312)

1.22 0.72 0.31
1.68
(.097)

Appraisal 0.25 0.59 0.07
0.42
(.672)

-1.58 0.73 -0.44
-2.15
(.034)

Informative 0.94 0.63 0.26
1.48
(.142)

0.80 0.66 0.20
1.22
(.226)

Physiological index

Pulse
rate(min)

0.00 0.02 0.01
0.13
(.893)

0.02 0.02 0.09
0.91
(.366)

R2 .379 .344

Adj.R2 .296 .243

F(p) 4.60(<.001) 3.39(<.001)

School grades(0=High), Smartphone using(0=Yes)

여학생에 있어서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시작 연령(β=-0.21, p=.032), 학교성 스트 스

(β=0.28, p=.006), 일상생활장애(β=0.24, p=.049) 평가

지지(β=-0.44, p=.034)이었고, 이들 변수의 수면의 질

에 한 설명력은 24.3%이었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

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9-0.85로 모두 0.1이상

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21-5.36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 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이 2.06로 기 값인 2.0에 근 하여

자기상 의 문제는 없었고, 독립변수 간 상 계수가 0.80

미만(0.02-0.32)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독립 임을 확인하

다. 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의 가정을 만족하 으며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3.39, p<.001)(Table 4 참고).

4. 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스마트폰

독, 사회 지지 생리 지수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면문제를 재하기

한 로그램의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실제 인 수면시간은 평균

6.71시간으로 미국의 National Sleep Foundation[29]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정 수면시간인 8∼10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 리본부[30]의 조사

에서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5.8시간으로 부분의

고등학생(81.1%)이 7시간미만으로 잠을 자며,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31]의 조사에서 고등학생 10명 7명은

자신의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수면시간이 으

로 부족함을 보여 다. 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으며,

수면의 질의 평균 수는 남학생은 4.63 으로 여학생의

5.31 보다 낮게나타나 여학생의 수면의질이 낮게 나타

나는데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32]에서 남학생이

5.35 으로 여학생의 5.72 보다 낮게 나타나 여학생의

수면의 질이 낮게 나타난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 다. 이

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주간졸음증과 불면증상이 더 많

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5], 쿠웨이트의 14-19세의

청소년 5,044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수면문제를 더 호소한것으로 나타나[33]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함에 따라 수면문제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스트 스의 평균 수는 5 만

에 평균 2.22 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성

스트 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연

구도구를 사용한 Lee와 Chun[33]의 연구에서 2.40 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Lee[34]의 연구에 청

소년은 학업 역에서 스트 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 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 스 원인은 학

업문제, 친구 계, 가정불화나 갈등, 외모신체조건, 경제

어려움, 미래에 한 불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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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35], 학교 련 스트 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는데

입시를 한 경쟁 풍토로 인해 심리 안녕감이 더욱

받고있음[36]에따라 이에 한 재방안 모색이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독 정도는 4 만 에 평균

2.00 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일상생활장애와

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Huh[37]의 연구에서 2.53

으로 나타났고, Bae[38]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단 내성의 모든

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자

신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 낮기 때문에

[39]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해 스마트폰 독[52]과 그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장

기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심을 가지고

리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 사회 지지 정도는 5 만 에평균 3.79

이었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물질 지지, 정서 지

지, 평가 지지 정보 지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Whang[40]의 연구에서 3.58 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하

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

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일반계여자고등학교와 자율

형 남자사립고등학교의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것은 아

닌지 이에 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사

회 지지는 개인이 어떤 내 ‧외 변화를 스트 스로

평가를 내릴 때와 이 평가에 따라 지각된 스트 스에

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요한 요소가된다[47].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 스 상황에서 사회 지지가 행동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사회 지지

가 높을수록 스트 스에 정 으로 반응하여 건강행

수행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34]와 사회 지지를

높여주어 건강증진행 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22]와

같이, 수면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사회 지지를 높이

는 것이 요하리라 사료된다.

생리 지수는 신체 기능 상태를 숫자로 나타내어 신

체 ,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것으로[42],

맥박은 연령, 비만, 불안, 스트 스 등에 다양하게 향을

미치고[44-46]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

해 분당 맥박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의 평균심박동수가 남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43] 본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정상 범 내에 있었음을 볼 때, 임상

인 함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수면의 질 향 요인에서 남학

생에서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침에 일어

나는 시간과 학교성 스트 스 고, 여학생에서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시작 연령, 학교성

스트 스, 일상생활장애 평가 지지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공통 으로

학교성 스트 스가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 스트 스는 과도한 학습 부담

학업수행의 스트 스로 인한 것으로[47], 청소년의 학

업성 스트 스 리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앞에서 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난 수면

의 질 향요인은 남학생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이었는데, 이는학교 숙제 등에 의한 청소년의 과다한 야

간활동과 이른 등교시간은 본질 으로 수면시간을 뺏는

결과를 래하며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여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시작 연령, 일상생

활장애 평가 지지이 다. 이는 스마트폰 독과 연

이 있을 것으로 단되는데 나이나 학년이 낮을수록

[48],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독수 이 높게

나타나고[19],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의 스마트폰 독정

도가 심하게 나타나는데[49], 스마트폰 독 정도가 높을

수록 수면의 질은 낮아진다[50]. 한, 스마트폰 독정도

를 평가하기 한 하 역으로 일상생활장애가 포함되

고[26], 청소년의 경우 사회 계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가 부족하고, 학업성 스트 스를 받고 있는 이들의

특성상 공정한 평가, 인격존 , 칭찬, 가치고양, 소질인정,

의사존 에 해당하는 평가 지지[26]가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성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돕기 한 생활지도가 요구되며, 성

별에 따른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등 체계화된 리 로

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만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에 제한 이 있다. 한, 청소년의 스트 스, 스

마트폰 독 사회 지지, 생리 지수가 수면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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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악하 으나 선후 계를 알 수 없어 정

확한 인과 계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

업에 따른 부담감으로 수면문제를 경험하는청소년의 수

면 실태와 수면의 질 황을 악하고 성별에 따른 수면

의 질 향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수면의질을 향상시키기

한 재방안 마련에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데 의의

가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 스, 스마트폰

독, 사회 지지, 생리 지수가수면의질에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수면의 질에 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학

교성 스트 스이었고, 성별에 따라 다른 요인은 남학생

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스

마트폰 시작 연령, 일상생활장애 평가 지지로 나타

났다.

이상의연구결과를 바탕으로다음을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만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하

여 연구 상자를 확 한 반복연구와 청소년의수면의 질

에 향을 미치는 다차원 인 변수와객 지표인 수면

다원검사 등의 임상검사와 여학생의 생리 련정보를 포

함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

을 지양하고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하여 스마트폰

의 올바른 사용법에 한 홍보를 제안한다. 셋째, 청소년

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한 교육 상담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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