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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및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에 미치는 영향

- 융복합시대의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기능 사용을 중심으로 -
김은주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n mobile phone functional use of ego resilience, peer 
attachment and mobile phone-related characteristic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ed on uses of SNS & messenger, music and internet in era of convergence-

Eun-Ju Kim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요  약  남녀 중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하위영역 특성,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즉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남녀중
학생의 68.6%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기능은 SNS와 메신저이었다. 휴대폰 SNS & 메신저기능 사용정도
는 남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활력성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고, 여학생은 또래애착의 의
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휴대폰 인터넷기능 사용정도는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호기심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또한 여학생은 학년과 성적이 영향요인이었다. 이를 통하여 휴대폰 기능별 사용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이
루어져야 하며,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를 하위영역별로 적용하여 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SNS, 인터넷, 음악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ego resilience, peer attachment and mobile 
phone-related characteristics on mobile phones functional uses, focused on the use of SNS & messenger and 
music and internet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17 middle school students in 2 
cities.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mobile phones SNS & messenger usages were interpersonal relation, 
viability of ego-resilience in male, and communication of peer attachment in female. The factors affecting 
internet usages were curiosity of ego-resilience in both sexes. The factors affecting music usages were viability 
of ego-resilience in both sexes. Conclusion: Education and management about mobile phone functional use 
should be made, by intervening reflected subregions effect factors of peer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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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우리나라 10  청소년들은 개인용 컴퓨터(PC)와 노트

북을 제치고 휴 폰을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으며, 보유

율도 2012년 76.0%에서 2015년 91.4%로 증가하는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1〕. 이와 같이 보편 인 개인 매체로 

자리 잡은 휴 폰은 지 까지의 어떠한 개인 미디어보다 

강력한 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휴 폰 특성 상 휴

가 간편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래집단간의 유 를 강화할 수 있고, 게임, 음

악과 인터넷을 통해 오락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

의 문화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 폰이 정 인 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

니다. 청소년들의 휴 폰 과다사용에 따른 심각성이 사

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 한 한 처를 

해 각종 정부차원의 정책이 취해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 

추세이다〔2,3〕. 이러한 처나 재를 효과 으로 수행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휴 폰 과다사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어떠한 외  상황에서든 충동을 통제하

고 필요에 따라 자신을 조 할 수 있는 내  변인으로 작

용하여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효율 으로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4〕.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휴 폰 과다사용과 련하여 높은 휴 폰 

의존도 성향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5,6〕, 연 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7〕. 

한 래애착은 래 간의 지속성 있는 친 하고 애

정 인 유 계로〔8〕,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측하는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애착불안은 

독 성향과 한 연 이 있어〔9〕 이와 련된 래애

착과 휴 폰 과다사용과의 련성에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래애착과 휴 폰 과다사용 간

의 련성에 한 기존 연구들도 일 성 없는 서로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래애착 정도가 크면 휴 폰 과다사용

에 빠질 험성이 커진 경우도 있고〔10,11〕, 이와 달리 

어든 경우도 있었으며〔12〕, 래애착과 휴 폰 과다

사용 간의 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2〕. 이는 

특정 매개 변수의 개입의 결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매

개변수 의 하나로 휴 폰 기능별 사용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Noh〔2〕는 청소년들이 휴 폰 기능  SNS를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 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

이 달랐으며, Yu와 Hong〔13〕도 래애착과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 독경향성

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애착차원에 따라 다르며, Kim

〔14〕도 래요인은 휴 폰 사용용도를 매개로 했을 때

만 휴 폰 의존에 향을 미친다고 하여 휴 폰 기능별 

사용 내용이 휴 폰 과다사용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는 청소년들이 휴 폰의 기능  무엇을 주된 목

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아탄력성, 래

애착 등의 향력도 달라질 수 있고 한 이에 따라 휴

폰 과다사용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아탄력성, 래애착이 휴 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을 악하기에 앞서 자아탄력성, 

래애착 등이 휴 폰의 기능별 사용정도에 어떻게 향

을 미치는지에 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한 기존 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 래애착은 각각의 

하 역에 따라 휴 폰 사용에 한 향력이 차이가 

있어〔4,15〕하 역별 차이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래애착

과 자아탄력성의 하 역, 휴 폰 이용 련 특성이 휴

폰 기능별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고자 하

다. 특히 휴 폰 기능별 사용정도는 본 연구결과 휴

폰 기능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와 메신 , 인터넷, 

음악 기능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해 휴 폰 과

다사용이나 독과 같은 문제들을 휴 폰의 기능별 사용

정도와 이에 향하는 래애착과 자아탄력성, 휴 폰 

이용 련 특성 등과 련지어 규명함으로서 청소년의 올

바른 휴 폰 사용 문화를 한 리  재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래애착의 하 역 특성, 휴 폰 이용 련 특성이 휴

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즉 SNS와 메신 , 인터넷, 음악기

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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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 폰 이용 련 특성을 악한다.

둘째, 남녀별 학생을 상으로 남녀별 자아탄력성, 

래애착, 휴 폰 이용 련 특성이 휴 폰의 SNS와 메

신 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다.

셋째, 남녀별 학생을 상으로 남녀별 자아탄력성, 

래애착, 휴 폰 이용 련 특성이 휴 폰의 인터넷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다.

넷째, 남녀별 학생을 상으로 남녀별 자아탄력성, 

래애착, 휴 폰 이용 련 특성이 휴 폰의 음악기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래애착의 하 역 특성, 휴 폰 이용 련 특성이 휴

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즉 SNS와 메신 , 인터넷, 음악기

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수행한 서

술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개 특별시와 1개 역시의 3개 학교 남

녀학생 217명을 상으로 하 다. 2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고, 22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6.5%이었다. 

그  불성실한 답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5부를 제외한 

총 217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 ER)

자아탄력성 척도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해서 환

경 맥락이 요구하는 기능인 자기-통제 수 을 조정하는 

역동 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한 것으

로 Block과 Kremen〔3〕이 개발한 도구를 Yu〔16〕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다른 사람의 정 인 심을 얻는 능력인 

인 계 3문항,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동 이고 환

기 인 근을 하는 활력성 2문항,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

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 으로 인식하는 능력인 감정

통제 2문항, 궁 하고 새로운 것에 도 하는 것을 좋아하

는 호기심 5문항과 삶의 의미에서 정 인 신념을 유지

하는 낙 성 2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총 수범 는 

14-56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 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4이

었으며, 하 역별 Cronbach's α값은 인 계 .77, 활

력성 .80, 감정통제 .66, 호기심 .70, 낙 성 .64이었다.

2.3.2 또래애착(Peer Attachment) 

Armsden과 Greenberg〔7〕가 개발한 부모  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Ok〔17〕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 총 문항 수는 25문항으로 4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

며 총 수범 는 25-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래애

착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친구들이 나를 믿

어  것이라 기 하는 신뢰감에 한 10문항, 친구들이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사소통에 한 8문

항, 소외감에 한 7문항으로 3개의 하 역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2이었으

며, 하 역별 Cronbach's α값은 신뢰감 .90, 의사소통 

.82, 소외감 .79 이었다.

2.3.3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휴 폰의 기능별 사용정도에 한 문항은 기존의 선

행연구를 참조로 연구자가 작성하 다. 음성/ 상통화, 

문자메시지, SNS & 메신 (트 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게임, 음악듣기, 웹툰보기(만화)/ 자책, 인터넷 사

용, 동 상보기( 화, 드라마 등), DMB(TV, 성방송 

등), 요 결제수단(교통카드, 티켓 매 등), 사진 기/

동 상 촬 , 알람/모닝콜, 시간/달력 보기, 메모와 일정

리  기념일 확인, 기타 등 휴 폰 기능별로 사용 정

도에 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사

용안함’ 0 에서 ‘매우 자주사용’ 4 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휴 폰의 기능별 사용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총 15문항에 한 Cronbach's α값은 .69이었다.

2.3.4 휴대폰 이용 관련 특성

본 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하 으며, 휴 폰 이용 련 

특성은 휴 폰을 처음 구입 후 사용한 휴 폰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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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 폰 

1가지 기능 선택에 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 일

반  특성은 성별, 학년, 거주지, 성 에 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서울시 1개교, 울산시 2개교에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조를 요청하여 실시하

다. 조사면 자 3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연구자에 의

해 설문 조사에 한 사 교육을 받고 투입됨으로서 자

료수집 차상의 오차를 최소화 시키고 자료수집자 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 조사면 자들은 조사 상 

학생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나 어 주고 직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 다. 설문지 응답은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자료수집 과정에서 상자에게 윤리 인 고

려를 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과 

비 보장 됨을 사 에 설명하 다. 한 연구의 목 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

을 알린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발 인 참여자를 상으로 조사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으며, 남녀 학생의 자아탄력성, 래애착 등이 

휴 폰의 기능별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력은 단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휴대폰 사용 관련 특성

상자는 여학생 133명(61.3%), 남학생 84명(38.7%)이

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62명(28.6%), 2학년 103명(47.4%), 

3학년 52명(24.0%) 이었으며, 지난학기 기  학교 성 은 

31등 이상이 60명(27.6%)로 가장 많았다.

휴 폰 사용기간은 36-72개월이 141명(65.0%)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은 2시간 가 60명

(27.6%)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하는 54명(24.9%), 4시

간 이상은 30명(13.8%)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

폰 기능은 SNS & 메신 가 149명(68.6%)로 가장 많았으

며 인터넷 18명(8.3%), 음악 16명(7.4%)의 순이었다

<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General 

characteri

stics

Sex Male 84(38.7)

Female 133(61.3)

School year 1st 62(28.6)

2nd 103(47.4)

3rd 52(24.0)

School performance  

(ranking/class)

≤10 54(24.9)

11-20 46(21.2)

21-30 57(26.3)

31≤ 60(27.6)

Mobile 

Phone-rel

ated 

Characteri

stics

Duration of mobile phone 

usage(month) 

<36 31(14.3)

36-71 141(65.0)

72-107 42(19.3)

108≤ 3(1.4)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1 54(24.9)

1-1.9 36(16.6)

2-2.9 60(27.6)

3-3.9 37(17.1)

4≤ 30(13.8)

The most used function 

of mobile phone
Phone call 8(3.7)

Texting 10(4.6)

SNS & Messenger 149(68.6)

Game 14(6.5)

Internet 18(8.3)

Music 16(7.4)

Others(Taking 

Pictures, DMB)
2(0.9)

<Table 1> Characteristics on General & Mobile 
Phone-related                (N=217)

3.2 남녀별 중학생의 휴대폰 SNS & 메신저기능 

사용의 영향요인

남학생의 휴 폰 SNS & 메신  기능사용에 한 모

형의 설명력은 47.6%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17.96, p<.001).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 에서 인

계수 이 높을수록(t=4.78, p<.001), 활력성수 이 낮

을수록(t=-2.63, p=.010) SNS & 메신 기능 사용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래애착의 하 요인 에서는 향요인

이 없었다. 한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t=5.03, 

p<.001)이 많을수록, 휴 폰 이용기간이 장기간일수록

(t=2.27, p=.026) 휴 폰의 SNS & 메신 기능 사용정도

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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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휴 폰 SNS & 메신  기능사용에 한 모

형의 설명력은 19.9%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16.12, p<.001). 래애착의 하 요인 에서 의사소

통수 이 높을수록(t=3.98, p=<.001),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t=3.82, p<.001)이 많을수록 휴 폰의 SNS & 

메신 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향력 있는 변수

이었다<Table 2>. 

Variables B SE β t p

Male

(N=84)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115 .023 .427 5.03 <.001

Ego-resilience :  

interpersonal relation
.975 .204 .410 4.78 <.001

Ego-resilience : 

viability
-.440 .167 -.226 -2.63 .010

Duration of mobile 

phone usage(month)
.013 .005 .193 2.27 .026

R2=.476, F=17.96, p<.001

Female

(N=133)

Peer attachment : 

communication
.495 .124 .313 3.98 <.001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049 .013 .300 3.82 <.001

R2=.199, F=16.12, p<.001

<Table 2> Variables Affecting Mobile Phones 
SNS  & Messenger Usage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3.3 남녀별 중학생의 휴대폰 인터넷기능 사용의 

영향요인

남학생의 휴 폰 인터넷 기능사용에 한 모형의 설

명력은 19.5%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F=9.78, 

p<.001). 자아탄력성 호기심수 이 높을수록(t=3.83, p=<.001),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t=2.52, p=.014) 

휴 폰의 인터넷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향력 

있는 변수이었다. 

여학생의 휴 폰 인터넷 기능사용에 한 모형의 설

명력은 25.7%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1.09, 

p<.001).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 에서 호기심수 이 

높을수록(t=5.04, p=<.001), 인 계수 이 낮을수록

(t=-2.21, p=.029) 휴 폰의 인터넷기능 사용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한 1학년에 비해 2, 3학년이(t=-3.27, 

p=.001), 그리고 성 이 31등 이후인 학생에 비해 30등 이

내인 경우(t=-3.03, p=.003) 인터넷기능 사용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Table 3>. 

Variables B SE β t p

Male

(N=84)

Ego-resilience : 

curiosity
.799 .208 .384 3.83 <.001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066 .026 .252 2.52 .014

R2=.195, F=9.78, p<.001

Female

(N=133)

Ego-resilience : 

curiosity
.803 .159 .451 5.04 <.001

School year* -.610 .186 -.254 -3.27 .001

School performance  

(ranking/class)†
-.548 .181 -.235 -3.03 .003

Ego-resilience : 

interpersonal relation
-.405 .183 -.196 -2.21 .029

R2=.257, F=11.09, p<.001

*Dummy variables; School year:1st=1, 2nd & 3rd=0; 

†School performance ranking: more than 31=1, less than 30=0

<Table 3> Variables Affecting Mobile Phones 
Internet Usage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3.4 남녀별 중학생의 휴대폰 음악기능 사용의 

영향요인

남학생의 휴 폰 음악 기능사용에 한 모형의 설명

력은 36.7%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1.45, 

p<.001).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 에서 활력성수 이 

낮을수록(t=-4.54, p<.001), 낙 성수 이 높을수록

(t=3.14, p=.002), 한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이 많을

수록(t=2.54, p=.013) 음악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

다.

Variables B SE β t p

Male

(N=84)

Duration of mobile phone 

usage(month)
.022 .006 .338 3.63 .001

Ego-resilience : viability -.971 .214 -.508
-4.5

4
<.001

Ego-resilience : .651 .207 .353 3.14 .002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062 .025 .236 2.55 .013

R2=.367 F=11.45 p<.001

Female

(N=133)

Hours of mobile phone 

usage(hours/day)
.040 .017 .196 2.33 .021

Duration of mobile phone 

usage(month)
.009 .004 .213 2.50 .014

Ego-resilience : viability -.343 .141 -.204
-2.4

3
.017

R2=.118, F=5.77, p=.001

<Table 4> Variables Affecting Mobile Phones 
Music Usage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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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휴 폰 음악 기능사용에 한 모형의 설명

력은 11.8%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F=5.77, p=.001).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t=2.33, p=.021), 

휴 폰 사용기간(t=2.50, p=.014), 자아탄력성 하 요인 

에서 활력성수 이 낮을수록(t=-2.43, p=.017), 휴 폰 

음악기능 사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향력 있는 변수이

었다<Table 4>. 

4. 논의

남녀 학생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 폰 기능

은 SNS와 메신 이었다. 이는 Kim과 Shin〔18〕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며, 독 험군의 스마트폰 사용목 의 

약 60%가 SNS사용 때문이라고 한 Jang과 Park〔19〕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Cho〔20〕도 SNS의 과

잉  사용으로 야기되는 서비스 독에 해 많은 심

이 집 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남학생의 휴 폰 SNS와 메신  사용에 향하는 요

인은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  인 계와 활력성으로, 

인 계는 정 으로, 활력성은 부 으로 향하 다. 

래애착의 하 요인  향요인은 없었다. 즉, 남학생은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인 계를 해 SNS & 메신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래를 상으로 한 

인 계에만 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한 자아탄력

성의 활력성이 낮은 남학생이 SNS와 메신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남학생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활

동 이며 환기 인 근이 아닌 소극 인 인 계 방법

의 일환으로 휴 폰의 SNS와 메신 기능을 활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Kim과 Shin〔18〕은 스마트폰의 SNS와 메신 를 남

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메신 를 이용하면서 의사소통과 계형성을 하는데 특

히 래 계를 요시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 다. 한 

Kim과 Byun〔15〕은 래 계에서의 의사소통 수 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

서도 여학생의 휴 폰 SNS와 메신 사용에 향하는 요

인은 래애착의 하 요인인 의사소통으로, 여학생의 

SNS와 메신  사용은 주로 래와의 의사소통을 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휴 폰 인터넷 사용정도에 향하는 요

인은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호기심이었다. 즉, 궁

하고 새로운 것에 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을수록 남녀학생 모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여학생의 경우 휴 폰 인터넷 사용정도에 향

하는 요인은 학년과 성 이었다. 즉, 1학년에 비해 2, 3학

년이 인터넷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학년이 높을수록 휴 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 

Han〔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 성

이 31등 이하로 최하 인 학생에 비해 30등 이내인 경

우 인터넷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스마트기기의 

교육  활용방안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Pi〔2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스마트폰 

독에 빠지면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학업장애와 

내성에 있어서 크다는 Kim과 Byun〔1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독

에 빠지면 학업장애로 성 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휴 폰의 인터넷기능 사용만으로 한정하여 보면 

최하  성 집단에 비해 그 이상 성 집단에서 인터넷기

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휴

폰 기능별로 분석 시에는 그 향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휴 폰 음악기능 사용정도에는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활력성이 부 요인으로 나타나, 주로 

비활력 인 남녀학생이 휴 폰을 통해 음악듣기 등을 즐

기고 있었다.  Seo〔22〕는 청소년의 음악선호는 개인  

요인 즉 자신의 성격, 성향, 기질과 련이 있으며, 스트

스가 쌓일 때 는 우울할 때 음악 감상을 원한다 하

고, 한 휴식  이동시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한바 있

어 주로 음악을 이용하는 동기  환경은 비활력 인 상

황임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한 남학생의 경우 휴 폰 음악기능 사용정도

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활력성은 부 요인이지만 낙

성은 정 요인으로 나타나, 비록 활력 이지는 않지만 

삶의 의미에서 정 인 신념을 유지하는 남학생이 휴

폰의 음악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15,19〕과 휴 폰 처음 

구입 후 재까지 사용한 기간 Kood와 Park〔23〕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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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독의 향요인이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휴 폰 인터넷 기능사용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SNS와 메신 , 음악  인터넷기능의 사용정도가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높았다. 한 휴 폰을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남학생의 SNS & 메신 , 

남녀학생의 음악기능 사용정도도 높았다. 

Noh〔2〕는 SNS를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남

녀 고등학생의 래애착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 이 미

치는 향이 달라진다고 하 다. 이에 한 해결책으로 

청소년의 SNS의 사용을 이고, 실에서 래와 SNS

가 아닌 상호작용을 늘려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조 하자

고 한 바 있다. 즉, 휴 폰의 기능별 재를 통한 휴 폰 

과다사용에 한 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 휴 폰의 다양한 기능별로 자아탄력성과 래애착의 

하 요인별 향요인이 다르며, 한 남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즉, 휴 폰 기능별로 뿐만 아니라 향요인의 하

역별, 성별 등 다양한 시각으로 그 향력의 차이를 

확인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남녀 학생의 68.6%가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 휴 폰 기능은 SNS와 메신 로, 그다음 순 에 

해당하는 인터넷 8.3%, 음악 7.4%와도 큰 차이가 있었다. 

SNS와 메신 사용에 있어서, 남학생은 인 계를 한 

소극 인 방법의 일환으로, 여학생은의 주로 래와의 

의사소통을 한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SNS 커뮤

니 이션의 특성이 정 인 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도 

있지만〔24〕, 스마트폰 독에 래 계의 의사소통이 

정 인 향요인이라고 한 Kim과 Byun〔15〕의 연구결

과와 통화보다 문자를 많이 쓰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독 험성이 크다는 Cho [25]의 연구결과를 볼 때, 주로 

래 계의 의사소통을 목 으로 하고 문자를 주로 사용

하는 SNS와 메신 의 과다사용이 휴 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높

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  사용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결국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따라서 SNS와 메신 를 통해서가 아닌 직 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인 계와 의사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재 리를 통해 

SNS와 메신 의 과다사용을 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임의표집에 의한 2개 도시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

지 조사하 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

후 무작  표집에 의한 반복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휴

폰 기능별 사용정도와 이에 향하는 요인들을 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휴 폰 기능별 사

용정도가 휴 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의 휴 폰은 사용자 심의 

다양한 모바일 어 리 이션 활용도가 높아서 휴 폰 과

다사용도 휴 폰의 기능별 사용에 따른 SNS 독, 웹

독 등 사용자별 새로운 컨텐츠 독 등으로 분류하여 연

구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래애착의 하 역 특성, 휴 폰 이용 련 특성이 휴

폰의 기능별 사용정도, 즉 SNS와 메신 , 인터넷, 음악기

능 사용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수행한 서

술  연구이다.

휴 폰 SNS & 메신 기능 사용정도는 남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인 계 수 이 높을수록, 활력성 수 이 

낮을수록 높았고, 여학생은 래애착의 의사소통수 이 

높을수록 높았다. 인터넷기능 사용정도는 남녀학생 모두 

자아탄력성의 호기심 수 이 높을수록 높았다. 한 여

학생은 1학년에 비해 2, 3학년이, 성 이 31등 이후인 학

생에 비해 30등 이내인 경우 인터넷기능 사용정도가 높

았다. 휴 폰 음악기능 사용정도는 남녀학생 모두 자아

탄력성의 활력성 수 이 낮을수록 높았다.  

한 여학생의 휴 폰 인터넷 기능사용을 제외한 모

든 학생의 SNS와 메신 , 음악  인터넷기능의 사용정

도가 하루 평균 휴 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높았다. 한 

휴 폰을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남학생의 SNS & 

메신 , 남녀학생의 음악기능 사용정도도 높았다. 이와 

같이 휴 폰의 다양한 기능별로 자아탄력성과 래애착

의 하 요인별 향요인이 다르며, 한 남녀별로도 차

이가 있었다. 

남녀 학생의 68.6%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 

휴 폰 기능은 SNS와 메신 이었다. 이러한 SNS와 메



남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또래애착 및 휴대폰 이용관련 특성이 휴대폰의 기능별 사용에 미치는 영향 - 융복합시대의 SNS와 메신저, 인터넷, 음악기능 사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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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 과다사용이 휴 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우선 으로 

휴 폰 기능별 사용정도가 휴 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와 이에 향하는 요인들에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휴 폰 기능별 사용에 

한 교육과 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아탄력성과 

래애착을 하 역별로 용하여 재로 활용할 수 있는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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