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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

로 인해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급격한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Mobile

SNS(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 MSNS)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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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Usage Motivation of S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ientation on MSNS(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Proneness Addition tendencies
Park JongsoonㆍLee Jongm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usage motivation of S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ientation on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MSNS) addition
proneness.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including MSNS addition Proneness scale, usage
motivation of SNS scal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ientation scale were administered to
250 college students in Seou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usage motivation of SNS
showed influenc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ientation. The Usage motivation of SNS
showed influences of MSNS addiction prone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ientation
showed partial influence MSNS addiction proneness.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cated that level of MSNS addiction tendencies needs to be
considered for counseling with used of SNS motives. This study findings would contribute in
development of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SNS addiction and improvement program for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students. Futhermore, exploration of various ways to
satisfy motiv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would be helpful to reduce SNS addiction
tendenci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 implications of finding,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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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네트워크, 정보교환의 즉시성 및 다양성 등을 기

반으로 사회 전체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이러한 SNS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를 공유뿐 만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사회적 연

계가 형성되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이며, 관계형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써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SNS 사용은 특히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

에 능숙한 젊은 세대에게 소속감과 대인관계에 대

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송경재[1]는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욱 빠른 

매체 적응력과 유연한 소통능력으로 SNS의 핵심적

인 이용 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SNS 활동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생산․교환․
공유하고, 친구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며 SNS 활동

을 유용한 학업 도구로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3].

하지만 Mobile을 통한 SNS의 대중화가 생활의 

편리성, 접근성, 대인관계 형성, 및 정보교환의 장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몰입으로 인한 중독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SNS 중독으

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

작용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의사소

통의 양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대인관계에 있

어 직접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의 양이 줄어들고 

대화 집중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4, 5]. 특히 발달이론 측면에서 성인기 초기

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친구, 동료,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한 발달과제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학생활에서만 존

재하는 독특한 대학 문화라는 공간에서 대인관계 

및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6]. 또한 대학

생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

대인 20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통

한 Mobile환경에서 대인관계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다.

하지만 SNS가 보편적으로 이용된 역사가 그리 길

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오래되지 않

았기 때문에 SNS중독은 아직 개념 및 정의가 확립

되지 않았고, 일관된 준거가 마련되지 않았다[6, 7].

또한 현재까지의 SNS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중독연구가 중

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게임중독 또는 스

마트폰 중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동기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대

인관계지향성과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연구도 최

근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SNS 이용동기와 대인관

계지향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하고

자 한다. 첫째, SNS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을 것이

라 예상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모바일 환

경에서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보다 명확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나 모바일 

SNS 활용목적인 SNS이용동기적 요인 측면에서 중

독경향성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SNS는 대인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지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obile 환경에서 SNS의 

이용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대인관계지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연구

를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조

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Mobile SNS를 대학생들

이 가장 잘 이용할 것으로 주장한  박종순과 이종만

[8]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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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SNS 이용동기

Katz[9]는 ‘이용 및 충족(uses and gratification)’

이론을 제안하면서 개인이 어떻게 특정 미디어

(media)를 선택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지를 설명하려

고 하였다. 즉, 이용과 충족이론에 의하면 미디어 이

용자는 미디어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터넷 이용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심

리적,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능동적으로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용과 충족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개념에 근거하고 있다[10]. 첫째, 수용자는 

능동적이고, 그들의 미디어 이용은 목적 지향적이며,

둘째, 미디어는 욕구 충족 면에서 다른 미디어와 경

쟁하고,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미디어 이용, 관심,

동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넷째, 특정 미

디어나 내용을 욕구와 연결시키는 가치판단은 사람

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용과 충족이론은 전통

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어 왔던 미디어 중

심연구에서 탈피해 수용자를 목표 지향적, 의도적,

선택적, 능동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대의 상호작용

적 미디어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

다[10].

SNS의 이용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SNS의 이용 동기는 그 종류와 유형에 따라 조

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SNS를 관통하는 몇 개의 

주요 이용동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

스북의 이용 동기와 충족을 연구한 오승석[11]은 

SNS의 이용 동기를 ‘대인커뮤니케이션 동기’, ‘정

보 탐색적 동기’, ‘엔터테인먼트적 동기’, ‘자기 확

인의 동기’ 총 4개로 유형화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는‘휴식 및 오락’ ‘정보추구’, ‘사회관계 유지’[12,

13] 등이 SNS의 주요 이용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일부 연구들은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가 특

정한 동기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노영[14]의 연구에서는 SNS에서 이용동기요인을 

관계형성, 정보탐색, 즐거움, 자존감의 4가지 요인으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계형성을 통해 SNS에 몰

입하며 즐거움을 통해 몰입에 이르게 되고 과도한 

몰입은 중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Schaefer & Cora[15]의 연구에서는 SNS의 주요 

이용동기로 관계유지, 연결확장, 관계형성, 정보검색,

오락, 사교 등의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Barker[16]의 

연구에서는 오락, 사교, 가상 우정 등이 SNS 이용동

기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표현을 하며, 사

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등 대인관계를 구축

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7]. 즉, 정보습득이나 관계유지, 정보나 일상의 기

록 및 저장,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맺기 등의 여러 

동기들이 SNS 이용동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대인관계지향성
대인관계는 F. Heider에 의해 연구되어졌고, 개인

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인간

행위의 대부분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대

인 관계적 행동이다[18].

대인관계성향이라는 개념은 1950년대 이후에 와

서야 심리학의 연구주제가 되면서 심리학자들의 다

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인간은 사회 속에

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

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인 간 문제

에 따라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 행동장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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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인간의 적응

에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대

인관계지향성의 경우 선행 연구들은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이며 심리적 지향성으로써 개인의 

내적 성격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로써 정의한다

[19].

Swap & Rubin[20]은 대인관계지향성을 ‘개인이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 또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내재되어 있는 경

향’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인관계지향성이 다른 사

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려

는 성향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21]. 또한 

Heider[18]는 대인관계지향성을 ‘타인을 대하는 개

개인의 보편성이고 심리적 지향성이며 개인의 내적 

성격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Swap & Rubin[20]의 연구에 의하면 대인관계지향

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 및 타인에 대한 

반응성이 높고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보

다 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반면, 대인관계지

향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 및 타인에 대

한 반응성도 낮고 관계 자체보다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또한 Beck[22]은 대인관계지향성이 큰 사람들은 

수용, 이해, 지지, 돌봄을 받기 위한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

울을 경험하고 상실 및 유기에 대한 주제에 더 사로

잡힐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지향성이 큰 사

람은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수용을 받기 위해 그 만

큼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할수록 관계에서의 불

안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19].

2.3 SNS 중독경향성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서 SNS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SNS 과다이용

으로 수반되는 부정적인 증상을 단순히 SNS 중독이

라고 명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SNS가 보편

적으로 이용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부작용에 대

한 사회적 인식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SNS중독

은 아직 개념 및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고, 일관된 준

거가 마련되지 않았다[6, 7].

SNS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의한 SNS의 과다사용

을 ‘소셜네트워크 중독’이라 지칭한다[6, 7].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인 관계중독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SNS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이후 새롭게 추가

된 중독이라 볼 수 있다[23]. 따라서 SNS 중독경향

성은 과거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SNS로 옮

겨가는 사이버중독의 일종으로 ‘관계집착형 SNS 중

독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SNS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SNS의 

과다사용은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피

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

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

이러한 SNS중독과 관련하여 송혜진[25]은 SNS

중독의 원인을 크게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원인으로 현대인들은 실제 오

프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

다 SNS를 통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

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맺어지는 

디지털 네트워킹이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많은 수의 

연결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SNS 사용자의 경우는 

그에 상응하여 SNS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

기 때문에 SNS가 인맥관리의 주요수단이 되어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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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원인

으로 스마트폰은 정보이용과 사람들 간의 소통방식

을 급격하게 바꾸면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

해서 무한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메신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상시 접속함으로써 실시간 커

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소위 ‘속도의 경제’가 가속

화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24].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SNS 사용에 따

라 외로움과 우울이 심각해지고[25], 일상생활장애,

금단증상, 일탈행동에 의해 불안, 우울, 사회 부적응

이 증가하며[26], 사회 비교를 통해 열등감이 형성되

는[27] 등의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초래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서거[28]는 페이스북에 관한 

연구를 통해 SNS의 중독적 사용이 사회성, 자아정

체성, 근면성, 안정성을 낮춘다고 언급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SNS 이용동기와 대인관계지향성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형은 

인터넷 이용동기가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준오

와 김영연의 연구[29], 대인관계지향성이 SNS의 중

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희은과 김향숙[30],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의 연구인 

박순주 등[31], 심현화 등[32]의 SNS 이용동기와 관

계형성의 연구 등을 참조하여 <그림 1>과 같은 연

구모델을 수립하였다.

SNS 이용동기

SNS 중독경향성

대인관계지향성

H1

H2

H3

<그림 1> 연구의 모형

3,2 가설의 설정
3.2.1 이용동기와 대인관계 지향성의 관계

심현화‧이지연‧양주희[32]의 연구에서는 SNS 이용

동기가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

면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 하위변인 중 자기확인은 

관계형성 하위변인인 관심보이기, 놀이하기, 공유하

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동기 하위변인 중 대인지향은 관계형성 하위변

인인 관계맺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용동기 하위변인 중 정보탐색은 관계형성 

하위변인인 관심보이기, 놀이하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하기, 관계맺기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로 정보

탐색을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시간 활용 면에서 유용한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기중[33]의 연구에서는 지적 동기는 역할성향과 

사회관계성향에 정적영향을, 사회적 동기는 사회관

계성향에, 인지적 동기는 역할성향과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정[34]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

용 동기, 커뮤니티 활동 정도, 커뮤니티 내 대인관계 

형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이용 동기

가 실질적 활동에 앞서 나타나며, 동기의 수준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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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활동 정도가 대

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용 동기는 활동정도에 영향을 주고, 활동정

도는 대인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영[14]의 SNS 이용동기가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SNS 이용자는 타인과

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SNS에 몰입을 하며 즐거움을 

통해 몰입에 이르게 되고 과도한 몰입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SNS

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작

성한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자신의 생각을 자

유롭게 표현하는 등을 통하여 이용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점점 몰입하게 되며 과도한 몰입에 의해 이

용자는 SNS에 중독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김진욱[3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SNS

이용동기가 실제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5개의 이용동기 요인 중 관

계유지, 현실회피, 정보습득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SNS 이

용동기는 대인관계지향성과 관련이 있으며, SNS의 

이용동기가 대인관계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설 1 : SNS 이용동기는 대인관계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SNS 이용동기와 MSNS 중독경향성 관계

노석준[36]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의 청소년들은 

직접 대면보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SNS 기능들을 통

해 또래와의 관계 유지와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활동

한 또래관계망이 증가할수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활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의존적인 중독적 증

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러한 이유 때문에 인터넷 중독과는 달리 또래관계가 

원만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증상은 오히려 심화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신미경[37]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 관련

된 SNS 이용동기는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ubin & Windahl[38]의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 관

점을 바탕으로 이용동기가 높을수록 미디어에 중독

이 되며 동시에 미디어의 영향도 커진다고 하였다.

우형진[39]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 동기 중 환

경감시 및 학습동기, 사회관계 및 통제 동기에, 오락 

및 여유추구 동기는 온라인 게임 중독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휴대폰 이용 

동기 중 환경감시 및 학습 동기, 오락 및 여유 추구 

동기는 휴대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기와 황상재[40]에 의하면 10대의 휴

대폰 이용동기 중 시간보내기/재미는 정적으로, 이

동성 동기는 부적으로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Korgaonkar & Wolin[42]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기를 ① 사회도피의 동기 ② 정보동기 ③상호작

용적 통제감 ④ 사회화의 동기 ⑤ 경제적인 동기로 

제시하고 이들 다섯 가지 동기에서 더 만족을 느끼

는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주장

하였다.

장재홍([4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감

각추구 및 정보획득욕구, 현실회피욕구, 자아변화욕

구, 대인관계욕구 모두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정

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조준오와 김영연[29]의 유아의 인터넷 이용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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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오락, 휴식, 이해 및 인지가 높은 경우 인터넷 게

임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희경

[45]의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동기요인으로 도전과 성취, 현실도피, 사회적 동기,

오락 및 소일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주며, 특히 오락

과 소일동기와 사회적 동기는 게임중독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SNS 이

용동기는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이 있으며, SNS의 

이용동기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설 2 : SNS 이용동기는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대인관계지향성과 SNS중독경향성 관계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지향성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교환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

회교환이론은 대인관계를 보상과 비용의 개념으로 

분석한 이론으로써 특히 보상은 사회적 보상 즉, 칭

찬이나 명예, 권력 등과 같은 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46].

SNS의 중독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오윤경[14, 23]

의 연구에서는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과다사용

이 대인관계만족을 방해하고 오히려 외로움을 심화

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지은과 성동규

[47]는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고 외로울수록 SNS

의 일종인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대인관계 욕구가 높고 외향적이며, 기존에 많은 

친구들을 유지하고 지내는 아이들은 면대 면 채널과 

그 외 SNS와 같은 기능적 대안들을 다양하게 사용

하여 본인의 사회적 자본을 유지․ 발달시킨다. 하지

만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대인관계 욕구가 

강할지라도 면대면 채널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편

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SNS와 같은 기능적 대안들을 통해서라도 또래집단 

안에 소속되길 원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원한

다[30, 48-51].

SNS중독은 현실세계에서의 주변인들과의 의사소

통이 줄어들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대인관계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52]. 송

혜진과 오세연[25]은 개인적 원인으로 현대인들은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상호작용을 하

는 것보다 SNS를 통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맺어

지는 디지털상의 네트워크가 큰 영향을 갖게 되면서 

많은 수의 친구를 보유하고 있는 SNS 사용자의 경

우 그에 상응하여 SNS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도 늘

어나기 때문에 SNS가 인맥관리의 주요수단이 되어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제한

된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대인관계 

문제를 독립적 문제와 의존적 문제로 구분하여 실시

한 김보경[53]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문제가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4].

따라서 대인관계지향성은 SNS 중독경향성과 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설 3 : 대인관계지향성은 SNS 중독경향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조작적 정의
3.3.1 SNS 이용동기

SNS 이용동기는 “자신이 SNS를 이용하는 주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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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서 자긍심, 추억공유, 기분전화, 자기표현, 유행,

인간관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최영과 박성현[55]과 김유정[56]이 제시한 ‘자긍심’,

‘추억공유’, 기분전환, 자기표현, 유행, 인간관계의 

요인을 참고하여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3.3.2 대인관계지향성

대인관계지향성은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

적며 심리적 지향성으로 내적 성격과 외적 행동 간

의 관계정도’로 정의하였다. Schutz[57]가 개발한 대

인관계 지향성척도(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

Orientation-Behavior, FIRO-B)를 염동수[58]가 반복

적인 측정문항을 줄여서 변용한 것을 황희은과 김향

숙[30]위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역문항(1문항)을 

포함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척

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3.3.3 SNS 중독경향성

SNS 중독경향성은 ‘SNS 과다사용에 따른 집착 

및 금단현상, 과잉소통과 몰입, 과도한 시간투자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서경현과 조성현[54]의 인

터넷 중독 척도를 수정하여 개발한 오윤경[23]의 

‘SNS 중독경향성 척도 11항에 표적집단 면접과 중

독전문가 자문을 통해 9문항을 추가한 뒤 총 20문

항으로 재구성한 황희은과 김향숙[16]의 측정항목

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

투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18개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5점 Likert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3.4 자료분석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울  

및 경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타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을 것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학

생(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총 250부를 배부하여 그 중 23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

나, 무응답,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27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분석은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과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표본의 특성

설문응답자 중 남자는 144명(63.4%), 여자는 83명

(36.6%)로 남자 응답자가 많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2년 이상’이 189명(83.2%)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1년 ~ 2년 미만’이 22명(9.7%)로 나

타나 실제 스마트폰이 국내에 2009년 11월경부터 서

비스가 시작된 것을 고려한다면  박종순과 이종만

[8]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초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1일 평균 사용시간은 ‘30분 미

만’이 59명(26.0%), ‘2시간 ~ 4시간 미만’이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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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30분 이상 ~ 1시간 미만’이 46명(20.3%)로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용도에 맞게 적

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NS에 주 대상에 대한 질문항목에 대해 친구나 선

후배가 203명(89.4%), 가족이나 친척이 16명(7.0%),

동호회나 취미가 같은 사람이 8명(3.5%) 순으로 나

타나 대학생들의 SNS를 통한 의사소통의 대상은 친

구나 선후배와 주로 소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의 유형(복수응답)에 대

해 카카오톡이 171명(35.8%), 페이스북이 167명

(34.9%), 인스타그램 51명(10.7%), 유튜브 50명

(10.5%), 트위터 31명(6.5%)의 순으로 나타나 카카오

톡과 페이스북을 대학생들이 SNS로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빈도 항목 빈도
성별

남 144

1회 

평균시

간

~5분 62

여 83 5 ~ 10분 59

사용

기간

1개월만 70 10 ~ 30분 74

1 ~ 6개월 47 30분 ~ 1시간 21

6개월 ~ 1년 미만 86 1시간 이상 11

1년 ~ 2년 24
주대화 

상대

가족/친척 16

2년 이상 189 친구/선후배 203

사용

시간

~ 30분 59 동호회 8

30분~1시간 46

학년

1 70

1시간 ~ 2시간 43 2 47

2시간 ~ 4시간 50 3 86

4시간 ~ 29 4 24

<표 1> 일반현황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

별에 따른 테크노스트레스의 차이정도를 살펴본 결

과 <표 1>과 같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

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남녀차이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조

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 탐색적 분야에

서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기 때문에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은 높게 나타

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NS 이용동

기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최영과 박성현[55]의 연구

에서의 신뢰도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대인관계지향성의 신뢰도에 관련하여 SNS 환경

에서의 관계형성 연구인 심현화 등[32]의 신뢰도 결

과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독립변수 2개의 

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방식을 실시하였고, 요인회전

인 요인사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Varimax를 사용

하였다. 그 결과 총분산은 72.214%로 나타나 집중타

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독립변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  분

1 2 3 4 5 6 7 8
이용동기4 .785
이용동기7 .778
이용동기6 .739
이용동기5 .697
이용동기2 .925
이용동기3 .864
이용동기1 .852
이용동기18 .770
이용동기20 .748
이용동기19 .735
이용동기15 .639
이용동기17 .446
이용동기10 .815
이용동기8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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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억공유, 2: 자긍심, 3. 인간관계, 4: 유희, 5: 유행, 6: 의사소통,
7: 애정 9: 소속감)

또한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착 및 금단(고유치 : 11.549, 설명된 분산 :

57.744%), 몰입(고유치 : 1.733, 설명된 분산 :

8.667%), 과도한 시간투자(고유치 : 1.081, 설명된 분

산 : 5.406%)로 총분산은 71.816%로 나타나 집중타

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결과분석
독립변수인 SNS 이용동기와 대인관계지향성의 

상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S 이용동기인 자

긍심은 대인관계지향성의 하위변수들과는 p<0.05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

았다.

변수 1 2 3 4 5 6 7 8
자긍심

인관관계 .223**

추억공유 .235** .611**

유희 .350** .558** .623**

유행 .576** .438** .595** .527**

의사소통 .114 .313** .191** .155* .189**

애정 .076 .258** .215** .192** .049 .624**

소속 .128 .256** .105 .165* .063 .643** .667**

<표 3> 상관분석 결과

* p < 0.05, ** p < 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SNS의 이용동기가 

대인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지향성 중 

애정에는 인가관계와 유행, 소속감에는 인간관계, 의

사소통에는 인간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에서는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SNS 중독지향성 중 금단에는 이용동기 요인은 

인간관계, 자긍심, 유행이, 과다몰입에는 추억공유,

자긍심, 유희, 과다시간투자에는 인간관계, 자긍심,

유희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통한 경로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59]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와 같다. SNS 이용동기는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지

성  분
1 2 3 4 5 6 7 8

이용동기11 .732
이용동기9 .719
이용동기14 .623
이용동기12 .612
이용동기13 .537
이용동기16 .490
대인관계18 .752
대인관계17 .733
대인관계 .725
대인관계16 .707
대인관계15 .700
대인관계14 .681
대인관계13 .649
대인관계6 .575
대인관계8 .549
대인관계7 .540
대인관계2 .802
대인관계1 .696
대인관계3 .666
대인관계4 .601
대인관계10 .749
대인관계9 .747
대인관계11 .704
대인관계12 .569
고유치 6.466 2.967 1.714 1.488 1.143 10.452 1.953 1.258
설명된분산 17.016 7.807 4.510 3.917 3.008 27.506 5.139 3.312
신뢰도 .847 .919 .847 .884 .779 .906 .825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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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투입하였음에도 여전히 SNS 이용동기는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SNS중독지향성의 하위변수인 금단, 과다몰

입, 과다시간투자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고려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SNS에서 이용

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서의 회귀분석에서의 설

명력보다 매개변수를 고려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대인관계지향성의 매개를 통하여 SNS 중독경향

성의 설명력이 높아진 결과로 대인관계지향성이 

SNS 중독지향성에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수
대인관계지향성

애정 소속감 의사소통
b  t p b  t p b  t p

이용동

기

(상수) 2.326 11.909 .000 2.368 10.938 .000 2.237 11.512 .000

인간관계 .139 .185 2.198 .029 .228 .274 3.256 .001 .234 .311 3.732 .000

추억공유 .119 .153 1.572 .117 -.060 -.070 -.713 .476 -.017 -.022 -.225 .822

자긍심 .070 .094 .253 .253 .106 .128 1.567 .119 .014 .018 .222 .824

유희 .039 .053 .551 .551 .051 .064 .718 .176 -.045 -.061 -.698 .486

유행 -.179 -.220 -2.246 .026 -.120 -.133 -1.357 .474 .070 .085 .881 .379

R2 .079 .078 .100

F 3.739** 3.653** 4.800**

<표 4> SNS 이용동기가 대인관계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변수
SNS 중독경향성

금단 과다몰입 과다시간투자
b  t p b  t p b  t p

이용동

기

(상수) .22 1.837 .068 -.062 -.299 .765 .191 1.065 .288

인간관계 -.086 -.113 -2.209 .028 -.039 -.037 -.584 .560 1.118 -.122 -2.035 .043

추억공유 -.001 -.002 -.031 .975 .369 .337 4.580 .000 .021 .020 .295 .768

자긍심 .425 .559 11.273 .000 .257 .245 3.960 .000 .382 .396 6.791 .000

유희 .052 .071 .1.315 .190 .235 .230 3.431 .001 .290 .309 4.896 .000

유행 .290 .350 5.904 .000 .120 .104 1.413 .159 .261 .248 .3559 .000

R2 .662 .474 .533

F 84.844** 39.123** 49.610

<표 5> SNS 이용동기가  SNS 중독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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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상에서 Mobile SNS 이용동기, 대인관계지향성

이 Mobile SNS의 중독경향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obile SNS의 이용동기가 대인관계지향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지향성 중 

애정에는 인간관계와 유행, 소속감에는 인간관계, 의

사소통에는 인간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현화‧이지

연‧양주희[32]의 연구, 김기중[33]의 연구결과와도 유

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obile환경에

서 SNS의 이용동기 중 인간관계는 대인관계지향성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SNS는 의사소통의 수단임과 동시에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인식되고 있

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SNS의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SNS 동기요인을 

검증한 결과 SNS 중독지향성 중 금단에는 인간관계,

자긍심, 유행이, 과다몰입에는 추억공유, 자긍심, 유

희, 과다시간투자에는 인간관계, 자긍심, 유희가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영[14], 노석준[36]의 연구와 조준오와 김영

연[29]의 연구, 이희경[4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NS 중독경향성에

는 SNS의 이용동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SNS 중독경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만한 또래관

계를 증진하되 SNS를 활용한 간접적인 대인관계의 

증진보다는 직접 대면을 통한 또래관계의 증진을 위

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최근 모바일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

한 조작방법으로 사용이 극대화됨에 따라[60] 중독

성향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용동기

변수
SNS 중독경향성

금단 과다몰입 과다시간투자
b  t p b  t p b  t p

이용동

기

(상수) .204 .150 .881 -.881 -3.359 .001 -.537 -2.339 .021

인간관계 -.102 -.134 -2.540 .012 -.127 -.120 -1.943 .053 -.171 -.177 -2.991 .003

추억공유 -.006 -.007 -.121 .904 .376 .343 4.873 .000 -.007 -.007 -.102 .919

자긍심 .422 .555 11.103 .000 .255 .243 4.140 .000 .369 .382 6.82 .000

유희 .053 .071 1.323 .187 .254 .249 3.926 .000 .290 .308 5.092 .000

유행 .294 .355 5.800 .000 .086 .075 1.050 .295 .287 .272 3.972 .000

대인관

계지향

애정 .042 .041 .713 .477 -.013 -.009 -.138 .891 .227 .176 2.733 .007

소속감 -.033 -.003 -.048 .962 -.023 -.018 -.266 .791 -.045 -.038 -.591 .555

의사소통 .047 .041 .731 .410 .404 .290 4.338 .000 .137 .107 1.671 .096

R2 .667 .541 .582

F 53.576** 31.553** 37.203**

<표 6> SNS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 간 대인관계지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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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대인관계지향성 

요인을 검증한 결과 과다몰입에는 의사소통, 과다시

간투자에는 애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황희은과 김향숙[3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SNS의 중독경향성에는 

대인관계지향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NS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Mobile 기

반 SNS를 통한 대인관계보다는 보다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즉, 신체활동을 통한 대인관계 향상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

이다.

넷째, 매개변인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SNS 이용동기는 인간관계, 자긍심, 유

행이 금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추억공유, 자긍

심 유희가 과다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간관계, 자긍심, 유희, 유행이 과다시간투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희은과 김향

숙[3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Mobile 환경에서 SNS 중독경향성에 대

해 이용동기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지향성 또한 매개 

이용동기의 영향을 받아 간접적으로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Mobile 환경에서 SNS

중독경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SNS 이용동기에 대

한 관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사소

통과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SNS 중독에 대한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의사소통과 인간

관계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조화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이 

서울과 경남지역에 국한되어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

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다, 각 대학교

의 특성과 학년, 성별, 지역, 전공 특성을 고려한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인 ‘중독지향성’에 대한 응답에 대해 정확한 응

답을 회피할 수도 있고, 같은 항목에 대해 개인의 주

관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연구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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