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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학 기숙사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독과의 계에서 인 계 문제의 매개효과에 해 연구하 다.

이를 하여 K시 소재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최종 1,01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으며 상 분석과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test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우울, 인 계 문제, 스마트폰 독은 유의

한 상 계가 있었고 우울이 스마트폰 독에 직 인 향을 주었다. 즉, 우울의 수 이 높을수록 기숙사 학생의 스마트

폰 독 정도를 높 다. 인 계 문제는 우울과 스마트폰 독 사이에서 부분 으로 매개효과를 보 다. 따라서 기숙사

학생의 스마트폰 독 정도를 이기 해서는 우울과 스마트폰 독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략으로 인 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로그램이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과 향후 연구에 해 논의하 다.

주제어 : 학 기숙사생, 우울, 스마트폰 독, 인 계 문제,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 living in a dormitory. The subject group was consist of 

students living in a dormitory among the college students in K city. The final 1,016 questionnaires were used as 

research data. The data analysis used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The results showed 

depressi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martphone addic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and depression had a direct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the higher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problems was partially mediated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Therefore, in order to decrease the level of college student’s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program or counseling that can handle interpersonal problems as one of the 

strategies that can decrease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Discussed the use of research results and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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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 기숙사는 주로 거주 생활을 비롯하여 사교와 문

화의 공간이면서 학습의 연장선에 있는공간으로써의 기

능을 담당한다[1]. 더불어 행정 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조직사회에서의 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된다.

한, 공동생활을 통해서 자기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들과 인간 계를 통해 친 감과 우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심리 인 독립을 해야할 시기에 놓

인 학생 특히 가정을 떠나 주거지를 옮겨 단체생활

을 하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며 낯선 환경에의 응 과정에서 비롯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인 계를 검

하고 인 계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는정신건강 문제

를 연구하는 것은 정신건강 방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기숙사 거주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Lee et al.[2]

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스트 스가 높을수록우울이 높

고, 우울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숙사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생활시설, 생활습 의 일치성이라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 것은룸메이트의 행복임을

밝힌 Shin et al.[3]의 연구를보면, 기숙사 거주 학생들

의 기숙사 생활에서 정 인 룸메이트가 요한 부분을

차지함을알 수있다. 즉, 한학기 는일 년을함께생활

해야 하는 룸메이트와의 계는 기숙사거주 학생들에

게 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기숙사 생활 응 유형을

분류한 Yoon[4]의 연구에서 밝힌 유형 에서 룸메이트

와의 화와 지지를 시하는 계지향형의 학생의 경

우, 룸메이트와의 계가 히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친 감에 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스트 스를 경

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도 같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한, 서로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

는 것을 선호하는 개인지향형의 학생의 경우, 함께 공

간을 나눠 사용하고 있는 룸메이트와 한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스트 스일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 스에 잘

처하지 않을 경우 역기능 인 처방식이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 그 게임이나인터넷, 스마트폰에과의존하는

형태로 처할 경우 학 생활 응과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증은 인간이면 구나 경험하는 보편 인 정서

감정 의 하나이지만, 학생의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에는 정신병 장애로 발 되거나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기때문에[5] 주의 깊게살펴보아야한다. 특히한국

의 학생은 학벌 주의 학 입시제도 때문에 자발

의지와 상 없이 학이나 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서 학 생활이나 인 계에서 부 응을 경험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폰에 의존하

면 우울증이나 불안 등과 같은 심리 문제와 학 생활

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6,20].

한국정보화진흥원[7]의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컴

퓨터에 비해서 편리성, 휴 성, 근성이 용이하고 앱의

활용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선용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의 독과 같은 부작용이 사회

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기하 다. 일반 으로

스마트폰 독비율은 10 청소년들 사이에서높게 나타

나지만, 최근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율은 3.6%로 다른 연령 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한, 고 험군과 잠재 험군을 포함하는 과의존 험

군은 청소년의 경우 30.3%로 나타났다. 특히 Ahn[8]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할 가능

성이 있는 학생들이 18%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우려

하고 있다.

스마트폰 독이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한

지나친 사용과 몰입으로 자기통제력을 상실해 일상생활

에 장애를 래하고 이에 의존성이 높아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심리 불안감을 느끼는 상

태를 말하며, 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인 계

형성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이를 추구하는 상태[9-10]라

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독은 학생의 정신건강특히

건강염려증, 편집증, 강박증, 조 병에 향을 미치며

[11], 우울증[8,12,21]과 인 계[13,8]에도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Kim, Ko

Choi[10]의연구에서는 우울과 스마트폰 독 간에 유

의한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스마트폰 독 사용자 집단과 정상사용자 집단으로 분류

하여 연구한 Chung & Cho[14]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스마트폰 독 사용자 집단이 정상사용자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et al.[12]의 연구

에서도 스마트폰 독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 정도는 높

았다.



학 기숙사생  우울과 스마트폰 독과  계에  계 문제  매개효과 415

학생은 우울 증상으로 인 계가 축되고 외부

활동에 한 심이 어지므로 손쉬운 근이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독 상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 Bae & Lee[15]와

Hong[16]의 연구에서도 인 계 문제와 우울 간에유의

한 정 상 이 있음을 밝혔다. Hwang et al.(2012)은

학생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인 계는 좋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Korkeila[19]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

한 사람은 의사소통에 한 심이 감소되어 실제 인

인 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특히 스마

트폰 독 수 에 있는 학생들은 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인 계를 좀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실 인 인 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Choi,

Lee & Ha[17]와 Kim,[18]의 연구에서 학생의 스마트

폰 독과 인 계는 부 인 상 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울이

인 계 문제와 상 이 있고, 인 계 문제가 스마트폰

독과 상 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우울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 계문제가 매개효과

를 나타낼 가능성에 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

자한다. 이를 통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에서 정

신건강 문제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는학생들이 스마트폰

독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방하는 유효한 략으로,

이들의 인 계 문제를 검하고 정 인 인 계를

형성하는 효과 인 략들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K시 소재 학교에 재학 인 기

숙사 학생 1, 2, 3, 4학년을 상으로 하 다. 상자들에

게 연구목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받

았고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막 세우기

로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101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 도

2.2.1 우울

우울을측정하기 해Radoff[22]가개발한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로 겸구

와 이민규[2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 척도(극히 드물게 0

~ 거의 부분 3 )사이에서 응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Table

1과 같다.

2.2.2 스마트폰 독

스마트폰 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24]이 개발한 성

인용 스마트폰 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 방식은 5

척도(0= 그 지 않다 ~ 3=매우 그 다)로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마트폰 독 척도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tent and Reliability of Variables

variables content number min max Cronbach’s α

depression 20 .00 2.25 .94

smartphone addiction 15 .00 2.47 .90

interpersonal problems 40 1.00 5.00 .87

control domination 5 1.00 5.00 .85

egocentricity 5 1.00 5.00 .90

coolness 5 1.00 5.00 .88

self-restriction 5 1.00 5.00 .84

non-assertiveness 5 1.00 5.00 .89

excess conform 5 1.00 5.00 .91

self-sacrifice 5 1.00 5.00 .92

excess involving 5 1.00 5.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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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계 문제

인 계 문제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와 Reis[25]에 의해 개발된 인 계능력검사지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김창 와

김수임[2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 역은 통제지배, 자기

심성, 냉담, 사회억제, 비주장성, 과순응, 자기희생, 과

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Table 1과 같다.

2.2.4 료 수집  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K시 소재 학교의 기숙사 거

주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직 연구 목 을

설명하고 조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11월 1일에서

11월 14일까지 기숙사 내 각 층의 층장을 통하여 설문지

수집의 도움을 받았다. 연구 설명에는 연구의 목 , 차,

비 보장, 언제든지 철회 가능함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즉연구 목 이외에 다른 목 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

을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2.5 료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의 성별과 연령 분포의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를 분석하 다. 먼 상자의 스마트폰 독 수 의 차

이를 살펴보기 해 스마트폰 독의평균과 표 편차를

구한 후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test로 사

후검정을 실시하 다. 우울, 스마트폰 독, 인 계 변

인의 상호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우울과 스마트폰 독의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27]의 3단계 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

인( 측변인)이 매개변인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 거변인)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

속변인에 해 통계 으로유의미한 향을미쳐야한다.

이때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 을 때, 독

립변인의 종속변인에 한 효과가 이 단계에서보다 사

라진다거나 감소한다면 매개변인의 향력을 상 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울이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에

서 인 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해

Sobel[28] 검증을 실시하 다. Sobel검증은 Baron과

Kenny[27]의 분석방법에서 통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는 해석의 오류를 알게 해주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

법에 있어 독립 인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직 으로

검증해 다는 장 을 지니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함께

분석하 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

다.

3. 결과

3.1 상  스마트폰 독 정도

연구 상자인 학 기숙사생의 스마트폰 독 정도

를 알아본 결과 Table 2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t=3.108, p<.01), 연령별(F=4.190, p<.001), 학년별

Table 2.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M(SD) t or F(p)

Sex
Male 647 63.7 .72(.52)

3.108**(.006)
Female 369 36.3 .69(.49)

Age

18-20 517 50.9 .73(.45)
4.190***(.000)

a > c
21-22 267 26.3 .72(.52)

23-28 224 22.0 .68(.52)

Grade

Grade 1 450 44.6 .74(.55)

15.077***(.000)
a,b > d

Grade 2 241 23.9 .74(.45)

Grade 3 231 22.9 .73(.45)

Grade 4 86 8.5 .69(.61)

scheffe test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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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077, p<.001)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성별차

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마트폰 독 수가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18-20세와 21-22세의 상자가

23-28세의 상자들보다 스마트폰 독 수가 더 높았

다. 학년별 차이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의 스마트폰 독

수가 4학년의 스마트폰 독 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

았다.

3.2 우울, 계 스마트폰 독 간 계

우울, 인 계, 스마트폰 독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Table 3 참고).

기숙사 학생의 우울은 인 계와 유의한 정 상

을(r=.560, p<001), 독과 유의한 정 상 을(r=.427,

p<.001) 보 다. 한, 인 계 문제와 스마트폰 독은

유의한 정 상 계(r=.561, p<.001)가 있었다.

3.3 우울과 스마트폰 독과  계에  계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해 종속변수의 자기상 과 독

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 고 모든 변인에서 공

차한계(tolerance)가 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021~1.451로 나타나 10보다 어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합함

을 확인하 다.

Table 3. Correlation of Depressi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martphone
variables 1 2 2-1 2-2 2-3 2-4 2-5 2-6 2-7 2-8 3

1. Depression

2. Interpersonal
problems

.560***

2-1
control domination

.427*** .805***

2-2 egocentricity .440*** .808*** .736***

2-3 coolness .511*** .876*** .660*** .823***

2-4 self restriction .534*** .905*** .663*** .755*** .902***

2-5
non-assertiveness

.519*** .878*** .531*** .638*** .792*** .832***

2-6
excess conform

.478*** .885*** .609*** .575*** .663*** .741*** .812***

2-7 self sacrifice .471*** .824*** .590*** .457*** .556*** .641*** .702*** .839***

2-8
excess involving

.420*** .834*** .804*** .623*** .593*** .625*** .604*** .730*** .751***

3. smartphone
addiction

.467*** .561*** .805*** .808*** .876*** .905*** .878*** .885*** .824*** .511***

M .522 1.919 1.719 1.651 1.833 1.904 2.037 2.023 2.280 1.902 .710

SD .466 .742 .749 .741 .877 .891 .986 .916 .916 .975 .513
**p < .01, ***p < .001

Fig. 1.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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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스마트폰 독와의 계에서 인 계의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하여Baron과 Kenny의 3단계를 실시

하 다(Fig. 1 참고). 검정 결과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

변인인 우울이 매개변인인 인 계에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주었다(ß=.560, p <.001). 인 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1.3%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

변인인 우울이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독에미치는 향

을 검정한 결과 ß값이 .467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스마트폰 독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1.8%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인 계가 종

속변인인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을검정하기 해

우울과 인 계를 측요인으로 하고 스마트폰 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인

인 계가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독에 미치는 향력

도 유의하 다(ß=.435, p <.001). 인 계가 통제되었을

때의 우울의 향력이 여 히 유의(ß=.224, p <.001)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의 유형은 부분매개임을 확인하 다

(Fig. 1 참고]. 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3.691(p< .001)로 통계 으

로 유의미하 다(Table 4 참고).

4. 결론  논

본 연구는 기숙사 학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독에

향을 주는데 인 계 문제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 다.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교내에서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숙사 학생들의우울이 인

계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인 계 문제는 스

마트폰 독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그 외의 학교 응에

도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기숙사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기숙사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를통해 얻어진 결과를요약하고 이에 해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독에 한 인구학 특성에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독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에서는 어린 연령의 기숙사 학생이 높은 연령의 기

숙사 학생들보다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낮은 학년의 기숙사 학생이 높

은 학년의 기숙사 학생들보다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독

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다는 Im, Kang & Kim[29] 연구와

일치하나 반 로 스마트폰 독 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9]는 결과도 있어 성차에 따른남녀 독 차이는 좀

더 확인되어야 할 연구 역으로 볼 수 있다. 한, 어린

연령의 학생들이 높은 연령의 학생들보다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은 것은 고연령으로 갈수록 청년기 취업과 진

로문제로 인하여 실제 으로 연령의 학생들의 자유시

간이 많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많은 것이 스마트폰

독 수 을 높이는[16] 원인일 수 있겠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학년이 고학년에 비하여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숙사 학생들

은 연령이면서 학년인 경우 스마트폰 독에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 계에서 우울과 인 계 문

제 그리고 스마트폰 독은 각각 유의한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Ko & Choi[30]은 스마트폰

독과 우울과의 높은 상 을 보고하고, 스마트폰 독과

인 계 문제와의 계를 김경희[31]는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연구들에서 우울이 스

마트폰 독에 향을 주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독이

우울에 향을 주는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하여 어떠한

것이 선행요인이든 우울과 스마트폰 독은 상호 간

한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독

Table 4.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Steps R B ß Adj R2 F

1 Dep → IP .890 .041 .560 .313 462.556

2 Dep →SA .514 .031 .467 .218 283.402

3
Dep
IP

→ SA
.246
.301

.034

.021
.224
.435

.347 271.065

Dep: Depression, IP: interpersonal problems SA: Smartphone addiction
***p<.001 Sobel test Z = 3.69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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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계에서 인 계 문제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학생의 우울이 높을수록

인 계 문제가 더 높아지고 인 계 문제가 생기면 스

마트폰 독 수 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종

으로 우울이 인 계 문제를 매개하여스마트폰 독

에 주는 향은 34.7%로 나타나고 있어 기숙사 학생의

우울이 인 계 문제를 매개하여 스마트폰 독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

해 볼 때 기숙사 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독의 계

에서 인 계 문제가 매개역할을 하는것이 확인되었으

므로 기숙사 학생의 스마트폰 독에부정 인 향을

래하는 인 계 문제를 조 할 수 있는 재가 필요

하겠다.

여러 연구들에서 스마트폰 독, 인 계 문제 그리

고 우울 세 변수는 서로 유의한 정 상 계를 가지고

있어[16] 우울, 스마트폰 독 그리고 인 계 문제를

낮추기 해서 어떤 변인을 다루는 것이 효과 일지는

매우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숙사 학생

들의 우울과 스마트폰 독 간 매개 할 수 있는 변인을

알아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기

숙사 학생들의 우울이 스마트폰 독에직 인 향

을 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령이나 학

년이 낮을수록 더욱 스마트폰 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 그리고 낮은 연령의 학생들에게

인 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로그램이나 집단 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겠다. 연령 학년의 기숙사 학생

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가정에서 지내다가교내에서 머무

는 시간이 매우 많아짐으로 인해 상 으로 부모의

심과 여가 없어 자신만의 자유시간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이 되어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을 학교

응에 활용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독에빠질 가능성이

있고, 한 스마트폰 독이 인 계 능력과 우울증에

다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16] 연령 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은 학교생활 부 응을 가져올

수 있는 요한 변인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인 계 문제에 한 개입을 통해 연령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도와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연구 상자를 지방

학의 기숙사 학생들만으로 연구하 기 때문에 일반

인 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지방 학의 기숙사생과 앙 학의 기숙사

생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우울과 스마트폰 독과 인 계 문제 간의 계성

을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스마

트폰 독 경향성이 있는 기숙사 학생을 한 인

계 문제 조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

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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