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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구 이 발표한 ‘아태지역 모바일 앱 보고서 2016’에

의하면 세계 스마트폰 보 률은 약 70%인데 반해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 률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 학생  SNS 중독경향 , 우울과 사소통능력간  계

명진, 김지현*, 정 경
대전대학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among SNS addiction, Depression and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Myoungjin Kwon, Jihyun Kim*, Sunkyung Jung

Division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약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SNS 독경향성, 우울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SNS 독경향성 련 향요인

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1일

부터 11월 24일까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LSD와 피어슨 상 계 분석이

되었고 다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 차이는 연령(t=2.47, p=.044), SNS 사용

시간(F=10.20, p<.001), SNS 사용 장소(t=2.54, p=.012)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들 간의 상 분석을

보면, SNS 독경향성은 우울과 양의 정 상 계를 보여 우울이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의사

소통능력과 SNS 독경향성은 유이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상자의 SNS 독경향성의 향변수로는 우울(ß=.265, 

p<.001), SNS 사용시간(ß=.265, p<.001)이 나타났으며, 상자의 SNS 독경향성을 1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은 학생의 SNS 독경향성을 감소시키기 한 간호 재가 필요하며, 학생의 SNS 독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검사의

필요와 취약 그룹에 한 건강증진 로그램이 요구되어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depression, and 

communication skill among university students. Subjects were 200 associate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from October 11 to November 24, 2016.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LSD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The levels of SNS addiction tendency were dependent on age (t=2.47, p=.044), 

connection SNS time (F=10.20, p<.001), and place of SNS use (t=2.54, p=.012). SNS addiction tenden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Higher SNS addic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depression. SNS 

addiction tendency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SNS addiction tendency were depression (ß=.265, p<.001) and SNS usage time (ß=.265, p<.001), which 

explains about 15.5% of the var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ing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SNS addiction tendency, and early screening of nursing students is needed to develop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the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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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설치한 앱의 개수도 평균 53개로 일본의 36개

에 비해 많았는데, 이 게 많은 앱을 설치한 주된 목 은

주로 소셜 네트워킹 활동과 메시지를 보내기 한 것이

었다[1]. 실제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트 터, 페이스

북 등이 소셜 네트워킹을 유지하기 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랫폼도 많이 개발되고 있

다[2].

이러한 스마트폰 소지 증가와 유용한 앱의 보 그리

고 고속 통신망 확충 등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 확 로

인해 인터넷의 주된 사용 목 인 SNS(Social Net 

-working Site)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3-4]. 우리나라의

SNS 활동은 2012년 65.7%에서 2015년 82.4%로 16.7% 

증가하 는데 이는 OECD 평균 0.8% 보다 더 많은 증가

폭이다[5]. 

SNS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은 10-20

이다[2]. 학생의 경우 98.8%가 스마트폰을 소지하

고 있고, 그 91.0%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

용시간은 주당 평균 21시간으로, 청소년들의 14.3시간

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2]. 

학생은 청소년기에 비해 증가된 인 계 사회

교류를 성숙하고 효율 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능숙하게 처리할 능력은 부족하다. 시간 , 

공간 편리함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친화욕구를 충족시

켜 수 있는 SNS 이용은 특히 활동반경이 크게 확

되고 인 계의 폭이 증가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

를 매우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 이용빈도와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6]. 

학생들의 활발한 SNS 활동은 넓고 집 인 인

계 형성뿐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의사소통까지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SNS 이용은 간편하게 인맥 리를 할 수

있고, 시공간을 월하여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정

기능이 있다[7]. 그리고 부정 사고나 감정을 분산시키

고 외로움, 슬픔 는 불안과 같은 감정을 경감시키는 효

과가 있는 반면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 사생활의 노출, 

화의 단 , 몰입, 독 등과 같은 역기능도 존재한다

[7]. 

실세계의 인 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SNS와

같은 가상 실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고 고립과

소외감을 피하려 하는데 이 경우 개인의 사고, 감정, 행

동을 지배할 정도로 지나치게 SNS의 이용에 몰두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래하는 SNS 독을 야기할

수 있다[8]. 

실제 학생들이 SNS을 통해 맺고 있는 인맥의 수는

약 100명 내외인데, 이 들 실에서 만나지 않고 SNS

만으로 유지되는 인맥이 약 72.4%에 달한다[9]. 학생

의 SNS 독을 연구한 Seong & Hyun[10]에 의하면 자

신의 정 인 부분을 부각하여 나타내기 쉬운 SNS는

실에서 충분한 인 계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한 학

생들에게 자기 확인동기와 경험회피를 충족시키는 수단

이 될 수 있다. 즉 SNS라는 가상공간에만 머물러 있다면

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높은 자존감과 만족스러운

인 계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학

생의 SNS 사용 독여부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에 한 환경 제약이 비교

어 SN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집단으로 독가능

성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11]. SNS 독은 신체

⋅심리 ⋅사회 건강에 부정 인 향을 주어 일상생

활에 문제가 래될 수 있다. 

SNS 독은 의사소통 양상 등의 변화를 래해 인

계의 깊이와 질의 하를 가져오며 인 계 갈등 회

피, 소외감 강화 등을 야기하고 이러한 낮아진 인 계

만족감은 사회성에 부정 인 향을 뿐만 아니라 우울

과 외로움 등의 정서장애를 유발한다[2,8-12].

기존 연구결과 우울은 SNS 독과 정 상 계가

있어 SNS 독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도 높게 나타

났으며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SNS 이용 행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즉 인 계에 만족하지 못하

는 등 우울한 정서가 심해질수록 SNS의 가상세계에 더

욱 몰입하게 되며, 이러한 SNS의 가상세계 몰입으로

실세계의 인 계에 불만족과 외로움이 더욱 가 되어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외로움과 우울을 해결하기 해 실제 인

계보다 직 면 을 요구하지 않고 SNS이용에

몰입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14], 이는 실제 인 계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SNS

독과 우울간의 계를 좀 더 살펴본 후 필요 시 한

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SNS의 의사소통은 실세계에서 불충분하거나 불만

족스러운 인 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 인 효과도

있지만, 실세계의 화를 어들게 하는 등 비효과

인 의사소통을 래할 수 있다[6]. 즉 의사소통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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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SNS 독은 감소하지만, 역기능 인 의사소통

시 SNS 독은 증가한다[15]. 기존 연구결과 SNS 독

과 의사소통능력 간에는 부정 결과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학생의 경우 SNS 독은 인 계 특히 의사소

통에 유의미한 조 효과를 나타내어 결과 으로 학업성

시간 리 능력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15-18]. 편리한 반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SNS의

독과 이의 향요인인 우울, 의사소통 능력에 한 분석

은 학생의 SNS　 독을 방하기 해 반드시 미리

악해야만 하는 요인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SNS 독경향성, 우울, 의

사소통 능력 정도를 악하고, SNS 독경향성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서 SNS 독 방을 한

교육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SNS 독경향성,우울, 의

사소통능력을 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를 확

인하고, SNS 독경향성 련 향요인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SNS 독경향성, 우울 의사통능력

수 을 악한다.

둘째, SNS 독경향성, 우울 의사소통능력과의 상

계를 악한다.

셋째, SNS 독경향성 련 향요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SNS 독경향성과우울, 의사

소통능력간의 계를규명하기 한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연구 상자는 충남지역 소재 학에 재학 인 학

생을 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 다. 자료 수집은 해당 학과의 학과장을 직 방문하

여 연구 목 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 조사를 허락받았

다. 상자들에게 연구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

를 시행하 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에게 연구의 자

발 참여와 연구 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 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7 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13

개의 변수, 효과크기 0.15, 유의수 α=.05, 검정력 .95

로 계산한 결과, 필요한 상자의 수는 189명이었으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220명을 상으로 하 고 이 불충

분한 답변을 한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200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90.9%).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시행되었다. 

2.3 연 도

2.3.1  대 사 통 능력

Rubin[19]의 ICCS(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Shin[20]이 번안한 인 커뮤니

이션 능력 척도를 사용하 다. 총 30문항의 5 Likert 

척도로 30-150 분포이며, 수가 높을수록 인 의사

소통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Shin[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70이었다.

2.3.2 우울

Radloff[21]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r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Cho와

Kim 등[22]이 번안한 우울척도를 사용하 다. 총 20문

항의 4 Likert 척도로 20-80 분포이며, 수가 높을

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23]의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2.3.3 SNS 중독경향

Jung과 Kim[24]이 SNS 과다이용자들의 독경향성

수 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

는 조 실패 일상생활장애, 몰입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단의 4개 하부 역으로 구성

된 총 24문항의 4 Likert 척도이다. 24-96 분포이며, 

수가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Jung과 K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95이었다.

2.4 료분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3.0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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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을 이용하 다. 일반 특성, SNS 독경향성, 

우울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기술 통계를 실시하 으

며, 일반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 수 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증은 LSD로 분석하 다. 상자

의 SNS 독경향성, 우울 의사소통능력 정도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

고, SNS 독경향성 향요인을 악하기 해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연구 상자의 나이는 평균 20.75세로 20세 이하가

체의 60.5% 으며 성별은 여성이 150명으로 체의

75%를 차지하 다. 학년은 1학년 121명(60.5%), 2학년

68명(34%)이었으며 주거형 태는 가족이나 친척과 동거

가 68(33%)명, 기숙사 54명, 자취 78명으로 혼자 생활하

는 경우가 체의 66% 다. SNS에 속하는 방법은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이동 가능한 기기를 이용해 속

하는 학생이 167명으로 체 상자의 83.5%를 차지

했다. 1일 SNS 이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학생은 93명(46.5%), 2-3시간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

생이 76명(38%), 4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이 16명

(8%)이 으며 SNS 이용 장소는 집에서 이용하는 학

생이 139명(69.5%),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는 학생 44

명(22%)로 나타났다. SNS 사용 목 은 소식확인이 95

명(47.5%), 타인과의 교류 60명(28.2%), 정보 달 27명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적 특 에 따  SNS 중독경향 , 

사 통능력, 우울  차

상자의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은 연령

(t=2.47, p=.044), 1일 SNS 이용 시간(F=10.20, p<.001), 

SNS 이용 장소(t=2.54, p=.012)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연령이 23세 이상인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SNS 독경

향성이 낮았으며 1일 SNS 이용 시간은 2시간미만으로

사용하는 학생(48.27±17.30)이 SNS 독경향성이 가

장 낮았다. SNS 이용 장소는 학교나 교통 등의 공공

장소에서 SNS를 이용하는 학생(47.98±16.34)이 집에

서 SNS를 이용하는 학생(54.74±15.06)보다 독경향

성이 낮았다(Table 2).

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학년(F=5.37, p=.005), 

인 계(F=12.05, p<.001), SNS 속방법(t=-2.31, p=.022)

에 따라 차이를 보 다. 3학년(87.73±6.05)이 1학년

(94.77±7.71)과 2학년(95.19± 6.14)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낮았으며 인 계가 좋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좋음: 96.07± 7.34, 보통: 91.93±5.92, 나쁨: 85.40±5.94).

SNS 속방법은 PC를 이용하는 그룹(91.10±5.59)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룹(95.17±7.45)이 의사소통능력

이 높았다(Table 2). 

우울은 성별(t=-2.67, p=.008), 경제상태(F= 6.81, 

p=.001)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여학생(38.98±10.90)이

남학생(34.26±10.52)보다 더 우울이 높았으며 경제상태

가 하인 그룹(44.80±10.97)이 인 그룹(36.56±10.13)보

다 우울이 높았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pants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year)

≥20   121(60.5)

21    55(27.5)

22    10(5)

≤23    14(7)

M±SD 20.75±1.84

Gender
Female   150(75)

Male    50(25)

Grade

1   121(60.5)

2    68(34)

3    11(5.5)

Economic status

High    13(6.5)

Middle   166(83)

Low    21(10.5)

Interpersonal 

relation

Good   133(66.5)

Moderate    62(31)

Bad     5(2.5)

Method of SNS 
PC    19(9.5)

Smart phone   167(83.5)

Connection 

SNS time

(hr/day)

<2    93(46.5)

2-3    76(38)

>4    16(8)

Place of　SNS 

use

House   139(69.5)

Public place    44(22)

Reason of SNS use

Convenience of  

relationship 

mana-gement

   60(28.2)

Quick information and 

news delivery
   27(13.5)

Check news    9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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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NS 중독경향 과 우울, 사 통능력과

 상 계

SNS 독경향성과 우울, 의사소통능력과의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SNS 독경향성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6, p<.001). 즉 우울

할수록 SNS 독경향성은 증가한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related Variables with SNS 

Addiction Tendency, Communication, Depression

(N=200)

SNS addiction 

tendency
Communication

r(p) r(p)

SNS addiction 

tendency
1

Communication -.01(.837) 1

Depression .26(<.001) -.07(.303)

3.4 SNS 중독경향 에 향  미치는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계 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to the SNS Addiction Tendency 

(N=200)

Variables ß t p

Depression .265 3.89 <.001

daily use time

(hr/day)

(<2hr/day)

2-3 .265 3.76 <.001

≥4 .245 3.43 .001

R²=.155, F=7.74, p<.001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일반 특성 SNS 이용 시간은 더미변수로, 주

요변수인 우울, 의사소통능력은 연속변수로 유의확률.05

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SNS 독경향성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이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정한

결과 투입한 독립변수는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해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 을 검

정한 결과 1.877로 자기상 이 없었다. 공차한계

(Tolerance)와 VIF 값을 이용하여 다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903∼.992로 0.1이상이었고 VIF 값은

1.009∼1.108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

Table 2. Differ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Communication,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

-stics
Categories

SNS addiction tendency Communication Depr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52.30±16.12 -.71

(.748)

94.09±6.99 1.48

(.141)

38.98±10.90 -2.67

(.008)Male 50.44±15.71 95.84±8.02 34.26±10.52

Grade*

1a 51.83±15.62
.63

(.534)

94.77±7.71 5.37

(.005)

c<a,b

36.91±10.83
2.14

(.121)
2b 52.66±15.79 95.19±6.14 38.43±10.70

3c 46.82±21.59 87.73±6.05 43.73±13.12

Economic 

status*

Higha 52.46±17.96
.28

(.758)

93.84±6.78
.54

(.581)

42.30±13.57 6.81

(.001)

b<c

Middleb 52.10±15.73 94.75±7.43 36.56±10.13

Lowc 49.38±17.55 93.09±7.28 44.80±10.97

Interpersonal 

relation*

Gooda 51.90±15.90
.92

(.402)

96.07±7.34 12.05

(<.001)

a>b>c

36.57±10.25
2.05

(.084)
Moderateb 50.95±15.90 91.93±5.92 40.16±11.38

Badc 61.00±20.74 85.40±5.94 41.01±20.02

Method of 

SNS 

PC 56.11±19.06 .75

(.460)

91.10±5.59 -2.31

(.022)

42.36±13.54 1.85

(.066)Smart phone 52.69±15.30 95.17±7.45 37.40±10.79

Connection 

SNS time

(hr/day)*

<2a 48.27±17.30 10.20

(<.001)

a<b,c

95.52±6.84
1.79

(.169)

37.69±10.70
.18

(.830)
2-3b 56.64±11.89 93.53±6.80 38.05±11.06

>4c 62.56±12.81 96.06±11.85 36.18±13.49

Place of　

SNS use

House 54.74±15.06 2.55

(.012)

94.72±7.60 -.01

(.986)

37.64±10.68 .15

(.875)Public place 47.98±16.34 94.75±6.95 37.34±11.88

Reason of 

SNS use

Convenience of  

relationship 

mana-gement

54.08±13.43

.46

(.635)

95.67±6.97

.51

(.671)

39.05±12.77

.77

(.508)Quick information and 

news delivery
55.04±16.20 95.07±6.61 37.29±9.97

Check news 52.26±16.55 94.13±8.04 36.95±10.22

* 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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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력 분석

을 해 Cook’s distance를 분석한 결과 185개 1.0 이

상인 개체는 없었다.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선형(linearity),

오차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homoscedasticity)이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740,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5.5%

로 나타났다. SNS 독경향성에 가장 향을 주는변수는

우울(ß=.265, p<.001)과 1일 이용시간(2-3시간)(ß=.265, 

p<.001)으로 나타났으며, 1일 이용시간(4시간 이

상)(ß=.245, p=.001)이 그 다음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논

본연구는간호학과재학생을 상으로 SNS 독경향

성과 우울, 의사소통능력과의 련성을 살펴보고 계를

확인함으로서간호 학생의SNS 사용에따른정신건강문

제 방 로그램 개발에필요한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 학생의 SNS 독경향성의

차이를살펴보면본연구에서는연령에따라유의한차이

가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연령이높은23세이상의 상

자가23세미만의 상자보다SNS　 독경향성이낮은것

으로나타났다(t=2.474, P=.044). 이를통해연령이낮은

학생의경우에서SNS　 독경향성이더높음을알수있

다. 이같은 상은연령이낮은 상자즉신입생과 학년

의경우 인 계형성의어려움과학교생활의부 응문

제등으로인해고학년에비해상 으로 SNS를사용하

는시간과의존도가높은것으로사료된다. 

선행연구[23-25]에서 상자의SNS　 독경향성은성

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나타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

여성의SNS　 독경향성이남성에비해높은 수를보이

기는하 으나통계 으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 이러한

결과는본연구 상자의75%가여성으로구성되어져성별

에따른SNS　 독경향성의차이를검증하기에는한계가

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 Cho와Kim의연구[26]와Cho와

Suh[27]의연구에서여성의SNS　 독경향성은남성에비

해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이러한차이는남성들의경우

스마트폰을통해게임이나동 상시청등을주로하는데

비해여성들은 SNS를통해주변인과의사소통을하는경

우가더많으며 계지향 인여성의성향이원인으로제

시되고있다[23-25]. 이러한성별의차이는SNS 독 방

재의목표, 방법설정측면에서성별에따라다르게

근되어야함을의미한다. 즉, SNS 독에 한상담과 방

교육은성별에따라차별 으로실시되어야하며, SNS 

독경향에 한남녀차이에 한연구도지속 으로이루

어져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SNS　 독경향은학년별차이를보이지않

았다. 이는 학생을 상으로SNS 독경향을연구한Lee

와 Kim[28]의연구와상반되는결과이나 Moon[29]의연

구와는일치한다. 학생을 상으로한Lee와Kim[28]의

연구에서 2학년이 3.4학년에비해 SNS 독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한원인으로3.4학년의이론과실습이병

행되며교육과정을제안하 다. 이처럼 학생의 SNS 

독경향은성별, 학년, 학과만족도등의다양한원인에의해

차이를나타낼수있으며이에따른다양한 재 략이마

련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재일반 특성에따른SNS 

독경향의차이를분석한연구결과는일 되지못하고있어

후속연구의필요성이제언된다. 

본연구결과우울은 SNS 독경향성에가장 향력이

높은요인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성인을 상으로

한스마트폰 독과불안, 우울의유의미한정 상 계

를밝힌Koh와 Kim[25]의 연구결과와일치한다. 우울은

청소년 상연구[30]와성인 상연구에서[31] 일 되게

스마트폰 독 SNS 독과정 상 계를나타내는

것으로보고되었다. 이러한결과에 해Moon[29]는정신

건강상태가좋지않은 상자들이자신의우울, 불안, 인

계의 민함을 SNS 화로풀어가려는경향을보이며

이러한경향은 실세계의 응과의사소통의문제를이차

으로 야기할 수 있다고 하 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30-32] SNS 독은불안 우울을회피하기 한수단으

로사용되며, 이것이부정 정서를다시유발하는악순환

구조를갖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이에우울을포함한불

안, 스트 스, 자기통제력등의정신건강요인과SNS 독

과의 계를규명하는연구가지속 으로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한우울과같은정서 인문제는겉으로잘드러

나지않고간과될수있다. 향후 SNS 독 방 재를

해서는SNS 과다사용의 험성에 한인식 올바른

사용에 한교육과더불어우울, 불안등의정신건강상태

에 한확인과 리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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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의사소통능력과SNS 독경향성은유의한

상 계를나타내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 Moon[29]의

연구에서의사소통능력과SNS 독이음의상 계를보

인결과와일치하지않는다. 그러나Lee와Kim[33]의연구

에서스마트폰 독과의사소통능력과상 계가없는것

으로분석된결과와는일맥상통한다. 이 듯일 되지않

은선행연구의결과들을바탕으로SNS 독과의사소통능

력에 한추후반복연구의필요성이제기된다.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우울과 SNS 독경향성과의

계를규명하 다. 본연구를통해우울과같은정신 건

강상태가좋지않은경우SNS　 독경향성이높음을알수

있었다. 간호 학생의SNS　 독상태는학업 실에서

의부 응의문제와 인 계의문제를유발할수있다. 그

러므로SNS　 독경향성이높은 상자들에 한 리

로그램의 용과이를 방할수있는실제 인교육이이

루어져야할것이다.  

본연구의제한 은충남소재 3개의 학에서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 을 가진다. 

향후지역 연령의다양성을확보한후속연구가필요하

다. 한성별구성의차이가많아성별에따른SNS 독경

향성의차이를규명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에남성과여

성의비율을유사하게구성하여성별에따른 SNS 독경

향성의차이를규명하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는

일반 특성, 의사소통능력, 우울이SNS 독경향성에미

치는 향을분석하 다. 그러나 SNS 독경향성에 향

을미치는다변 인 요소를충분히고려하지 못하 다는

제한 을가진다. 이에SNS 독경향성에 향을미칠수

있는일반 특성, 사용 련특성, 사회심리 요인, 학업

학과 련요인등을포함한구조방정식모형검증을제

언한다. 

5. 결론  제언

본연구는간호 학생의SNS 독경향성과의사소통능

력, 우울간의 계를규명하여간호 학생의 SNS 독을

감소시키는 략을마련하기 한기 자료를제공하기

하여시도되었다.

본연구결과 SNS 독경향성은연령과 1일사용시간, 

이용장소에따라차이를보 다. SNS 독경향성과우울

은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으며(r=.268, p<.001), 

SNS 독경향성과의사소통능력은유의한상 계를보

이지않았다(r=.073, p=.303).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1일 사용시간과 우울이었으며, 설명력은

15.5%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 로다음과같은후속연구를제

언을한다. 

첫째, 지역 연령, 성별의다양성을확보하고일반

특성에따른SNS 독경향성을규명하는연구가필요하다.

둘째, 우울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정신건강 요인과

SNS 독과의 계를탐색하는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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