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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 level on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on smartphone addic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were set up.

Fir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smartphone addiction, anger level, and school 

adjustment of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what is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anger level and school adjustment? Third,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evel of anger in the process of affecting the school adjustment to smartphone addiction by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ive city schools and seven municipal schools in J-do, among 

which 450 students were enrolled from April 23 to May 18, 2018. A total of 439 copi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ept for 11 unexplained questionnaires or unfairly responded to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ub-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th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Among them, tolerance is on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er 

relationship. The sub-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hav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ger 

expression, anger control, and anger suppression. Second, the effect of sub-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level of anger was 3.6%, and th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was 4.2%. Third, The 

anger level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ed the school adjustment by the smartphone addiction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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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휴대폰이 대중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말이

다. 그 때에는 이동 중에 통화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데이터 

통신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휴대폰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데이터 통신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

전하였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동통신망 외에도 Wi-Fi, 

DMB, GPS, 블루투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는 이상의 통신 방식들을 거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로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런 높은 보유율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유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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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공과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폰 사용의 긍정적 영향을 다룬 연구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상

에서 SNS 등의 활용은 관계적인 면에서 안정감, 소속감을 채

워주며[1],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은 신체적으로는 건강

관리 및 증진 효과[2]를, 인지적으로는 청소년의 시공간 지능 

강화 등의 고등적 사고활동 촉진 효과[3]를, 정신건강 면에서

는 여가활동과 놀이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

할[4]을 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이 관계, 신체, 인지, 정신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다룬 연구결과들도 

있어, 관계적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빈도수와 면대면 대

화 간에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고[5], 신체 건강 면에서는 다

른 미디어기기와 마찬가지로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의 문제[6], 시력 저하 혹은 근시 증가[7]가 나타나며, 스마트

폰의 다중처리방식의 사용은 추상적·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차

원적 인지 능력의 저하[8], 우울, 사회적 불안과도 깊은 관련

이 있다[9]는 등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에게 여러 가

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

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매체

의 속성과 이용 동기와 이용 실태 조사[10][11], 휴대전화의 

효과와 의존 및 중독적 이용[12][13], 휴대폰 이용에 관한 사

례 연구와 이론적 논의[14], 스마트폰 중독과 분노나 공격성

에 대한 연구[15][16],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요인 분석 연구

[17][18][19][20] 등이 있다.

청소년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학교 내에서 보내고 있다. 

학교는 청소년의 교육기능을 전담하는 곳으로, 학문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 및 대인관계 등 비인지적 능력에 대해

서도 교육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다[21][22]. 특히, 중학생의 학

교생활적응이 그들의 학습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여기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관련요인 분석 중에

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학교생활적응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올바른 학

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지만, 반대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일탈, 비행 등 문제 행

동을 일삼을 수 있으며, 이는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인적 자원의 손실이 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23].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 연구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청

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학생들이 겪고 있는 중독 현상에 대한 연구

에는 스마트폰중독이나 인터넷게임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SNS 중독과 도박중독에 관한  연구도 있다. 따

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스

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스마트폰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기통제력,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부모감독의 조

절효과 분석 연구[24],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분석[25], 정서

조절능력의 조절효과[26],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분석[27] 

등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노수

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보지 못하

였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복잡한 과정을 

겪는 과도기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28],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다[22]. 청소년기 중 가장 많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을 보이

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분노수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생활적응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

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수준의 매

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노수준, 학교생활적응 간

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분노수

준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

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수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Research method

1. Subject of study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소재한 5개 도시학교와 7개 읍

면학교, 총 12개 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비확률적 표집

(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의 하나인 목적표집

(purposeful sampling)을 통하여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23일 ~ 5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

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미완성 설문지 11부를 제외하

고 최종으로 4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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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Gender
Male 238 46.58 

Female 273 53.42 

Smartphone 

usage period

Less than 6 months 61 11.90 

Less than 6-12 months 57 11.20 

Less than 1-2 years 81 15.90 

Less than 2-3 years 93 18.20 

more than 3 years 219 42.90 

Average hours 

of smartphone 

usage per day

Less than 1H 115 22.50 

Less than 1H-2H 153 29.94 

Less than 2H-3H 76 14.87 

Less than 3H-4H 63 12.33 

4H or more 104 20.3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2. Measuring tools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

흥원[29]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Smart 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Self-report)를 참고하여 교육학과 교수 3인의 수정을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값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39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일상생활장애 .754, 가상

세계지향성 .712, 금단 705, 내성 .765였다. 

분노수준의 측정도구는 Spielberger[30]가 개발한 상태-

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31]이 한국판

(STAXI-Korean Version)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척도는 총 

44문항으로 특성분노(trait anger) 10문항, 상태분노(state 

anger) 10문항, 분노표출(anger-out) 8문항, 분노억제

(anger-in) 8문항, 분노조절(anger-control) 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노수준에 해

당하는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의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노수준의 측정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 문항 수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전혀 아니다(1)’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4)’까지 4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혜리[3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분노

표출 .812, 분노억제 .76, 분노조절 .7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는 분노수준이 .764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는 각각 분노표

출 .806, 분노억제 .724, 분노조절 .761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 [33]

이‘학교동기 표준 연구’에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척도(School 

Adjustment: SA)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교사관

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 4개 하위요인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

다. 본 연구의 학교생활 적응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16

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교사관계 .885, 교우관계 

.812, 학교수업 .792, 학교규칙 .855이였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s

본 연구의 자료 분석과 문제 검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3.0을 사용하였다.

첫째,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 앞서 역산문항에 대해 역코딩

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값을 알

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Cronbach's α 값을 확인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실

태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분노수준, 학교생활적응 간

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분노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중하기 위해 Baron 

&과 Kenny[34]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입력

(enter)방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 주요 변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를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 분석은 총 3단계에 걸쳐 검증이 이루어지

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단계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Ⅲ.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

1. Relationship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ger level, and school adjustment

본 연구의 변인인 스마트폰 중독, 분노수존,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

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두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r 값은 -.007~.641 범위에 

있어, 거의 관계없음(.0~.1)에서 부터 강한 양의 관계(.6~.8)

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분노수준,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에서 가장 높은 상관은 교사관계 요인과 학교규칙 

요인으로 r=.641이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수업 요인과 학교규칙 

요인이 r=.631, 교사관계 요인과 학교수업 요인으로 r=.615 순

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간의 상관은 강한 양의 관계

를 보였다. 분노억제 요인과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 간에는 부

적 상관이 있었으며, 교사관계와 학교적응 하위요인 간에는 비교

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상생활장애 요인, 가상세계

지향성 요인, 금단 요인, 내성 요인과 학교적응 하위요인 간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0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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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1

2 .339*** 1

3 .451*** .485*** 1

4 .371*** .477*** .441*** 1

5 .25*** .243*** .232*** .23*** 1

6 -.224*** -.182*** -.181*** -.189*** -.556*** 1

7 .134** .216*** .207*** .208*** .194*** -.06 1

8 -.105* -.117** -.095* -.165*** .022 .092 -.277*** 1

9 -.01 -.007 -.059 .011 -.026 .256*** -.103* .419*** 1

10 -.114** -.207*** -.127** -.261*** -.101* .109* -.237*** .615*** .209*** 1

11 -.181*** -.191*** -.162*** -.25*** -.157*** .098* -.331*** .641*** .294*** -.631***

*p＜.05, **p＜.01, ***p＜.001

1-Daily living disorder, 2-Virtual world orientation, 3-Forbidden, 4-tolerance, 5-Anger expression, 6-Anger suppression, 7-Anger control, 

8-Teacher relationship, 9-Friendship, 10-School lesson, 11-School rules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ger level, school adjustment factors

2.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Anger

Level and school adjustment

스마트폰 중독이 분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기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측 변수간

의 상관관계가 .80을 넘지 않고 네 개 하위변수의 VIF값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결정계수인 수정

된 R2값이 .031인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중독은 분노수준에 

대해 3.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장애의 β값이 -.002,  금단의 β값

이 .085, 내성의 β값이 .081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5수

준), 가상세계지향성만 β값이 .1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model

nonstandard 

coefficient

stan-

dard

coeffi

-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

B SD β
Toler

ance
VIF

(constant) 2.097 .064 34.436 .000

Daily 

living 

disorder

.001 .019 -.002 -.061 .953 .763 1.322

Virtual 

world-

orientation

.031 .018 .1 1.916 .042 .682 1.479

Forbidden .039 .027 .085 1.556 .124 .653 1.546

tolerance .034 .024 .081 1.555 .129 .701 1.439

R2=.042, Modified R2=.031, F(p)=5.798(.000)

Table 3. Effects of the Sub-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on Anger Level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여기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측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80을 넘지 않고 네 개 하위변수의 VIF

값이 10이하이기 때문에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결정계수

인 수정된 R2값이 .0413로,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생활적응을 

4.1% 정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하

위요인 중, 일상생활장애의 β값이 -.032, 가상세계지향성의 β

값이-.058, 금단의 β값이-.029, 내성의 β값이-.15로 나타났

으며 이중 내성 하위요인에서만 p<.01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F값이 

6.428로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입력

별로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내성이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model

nonstandard 

coefficient

stan-

dard

coeffi

-cient
t p

Collinear

-ity statistic

B SD β
Toler

-ance
VIF

(constant) 3.944 .132 3.068 .000

Daily

living

disorder

-.021 .036 -.032 -.668 .506 .763 1.322

Virtual

world

orien-

tation

-.035 .034 -.058 -1.127 .263 .682 1.479

Forbidden -.027 .053 -.029 -.561 .577 .653 1.546

tolerance -.129 .046 -.15 -2.9 .007 .701 1.439

R2=.047,  Modified R2=.0413, F(p)=6.424(.000)

Table 4. Effects of sub-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3. Mediated Effect of Anger Level on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 과 Kenney[34]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총 3단계에 걸

쳐 검증이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Mediating Effects of Anger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165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단계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

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으나, 3단계에서 매개변수와 동시에 투입한 후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를 완전매개효과라고 하며, 2단계에 

이어 3단계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부분매개

효과라고 한다.

Division

Stage 1 Stage 2 Stage 3

smartphone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

anger level

→ → → 

anger level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

smartphone 

addiction β
.179*** -.215*** -.188***

anger 

level β
-.109*

F값 17.301*** 22.974*** 13.856***

R2

(adj. R2)

.032

(.029)

.041

(.038)

.051

(.046)

***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anger level on the process 

of smartphone addiction affecting school adjustment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분노수준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과 Kenny[34]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로 독립변수 스마트폰 중독이 매개변수 분노수준에 

미치는 영향(p<.001, β=.179, 수정된 R2=.029)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로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이 종

속변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p<.001, β=-.215, 수정

된 R2=.038)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도 유의미한 영향(p<.001, β=-.188)을, 매개변수인 분노

수준도 유의미한 영향(p<.05, β=-.109)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수준은 0.8%의 부분매개효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수준의 매개효과 검중하였다.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정화, 장형욱[35]의 연구, 최현석, 이

현경, 하정철[36]의 연구, 그리고 William & Merten[3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중

독성은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분노수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분노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있다고 한 결과는 송

재복[38]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분노표출은 유의미한 

상관(r=.28, p<.01)이 있어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

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으며, 박성근[16], 진

은영, 서영미[39]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 청소년들의 분노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분노수준을 낮추고 그들

의 평정심을 찾고 마음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

나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임을 상기 시켜주

고 있다

분노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분노수준

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는 박미향, 

김완일[40]의 연구에서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r=-.275, p<0.01)이 있어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억

압된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감소 및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

하게 제공해줌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억압된 분노의 표출을 통해 교사관계

와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들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요인들과는 부적 약한 상관을 가지고 있고, 그중 내성과 교우

관계만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들은 

분노수준의 하위요인 중 분노표출, 분노조절과 정적인 상관을, 

분노억제와는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이 분노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3.1%이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1%이다.

셋째,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분노수준은 0.8%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분노수준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바, 청소년의 올바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분노수준 감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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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분노수준을 완화시키는 상

담적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되어진다. 중학생

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스마트폰 이외의 적절한 해

소방법을 제시하여 정신적 건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분노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프로그램 활용과 적절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중학

생의 분노수준 감소와 학교생활적응의 향상이 유지되기 위해

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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