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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경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 활동을 토대로, 운동몰입과 스마트폰 중독간
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운동몰입이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경감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05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5.0와 AMOS 23.0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여 설정된 잠재변인간의 구조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운동몰입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두 변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스포츠의 융합연
구 분야에 있어 참여시간, 기간, 강도 등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심리적 인식 변인인 운동몰입과의 관계를 밝힘으
로써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개인적 특성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문제에 있어 심층적인 융합연구와 및 성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운동몰입, 스마트폰 중독,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융합

Abstract  Based on sports known to reduce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port commit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First 
of all, based on prior studies, it was intended to show that adolescents' sport commitment is effective 
in reducing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and that such causal 
relationships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gender. To this end, a survey of 60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conducted,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 established latent 
variables was analyzed by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the SPSS 25.0 and AMOS 23.0 
programs. According to the analysis, adolescents' sport commitment was found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and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mediated effect. In addition, thes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This study expanded the field of smartphone addiction and sports convergence 
study by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commitment as psychological recognition variable 
and addiction Unlike previous studies using a participation time, duration, and intensity, and suggested 
that structural relationships with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gender-specific approaches are 
important.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in-depth convergence study 
in the smartphone addiction and development of gender-specific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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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처럼 
취급되고 있다. 과거 PC 기반 인터넷사용량이 폭발적이
었던 대한민국은 현재 스마트폰이용률도 세계적인 수준
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 유행 전에 발표한 ‘2019 
방송매체이용현황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91.9%), 청소년이 대다수인 
10대의 수치는 96.1%로 나타났다[1].

이처럼 빠른 시간동안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보편화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기기에 의존하거나 과하게 몰입하
는 등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
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제안되고 있다. 스포츠 활동과 스마트폰 중독과
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방과 후 신체활동이 청
소년의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을 원활하게 하
며[3], 신체활동량이 높은 ‘방과 후 체육활동 참가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낮다고 한 바 
있다[4]. 또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은 욕구불만을 해소
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형성시키거나, 자기통제력을 향상
시키며, 우울․ 충동․ 공격성의 부정적 정서수치를 감소시켜 
이를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을 경감한다고 하였다[5-7].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체육학에서 다루어
진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스포츠 활동을 측정하는 변인을 
주로 ‘참여행태’ 측면의 정량적 수치에만 한정한다는 한
계점이 있다. 즉, 스포츠참여와 관련하여 참여여부, 참여
횟수, 참여빈도, 참여기간 등 참여에 대한 정량적 변인만
을 활용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실제 운동을 하면
서 참여하는 운동에 얼마나 빠져들어 긍정적인 인식이 증
가하였는지에 대한 심리적 고려는 미비한 실정이다. <얼
마나 스포츠 활동을 했느냐>와 비교해 <어떻게 스포츠 활
동을 했느냐>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 보면, 높은 수준의 
스포츠효과를 위해서는 ‘comminent’로서의 ‘운동몰입’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 스마트폰 중독 경감을 위한 
스포츠의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동몰입을 통
한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운동몰입과 스
마트폰 중독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운동몰입은 2000년도 이후 체육학에서 많이 다루어
지고 있는 변인으로, 참여하는 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과 재참여의지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심리적 인식변

인인 운동몰입을 측정함으로써, 기존 스포츠-스마트폰 
중독 연구영역을 확장하여 청소년, 체육, 미디어 분야 간
의 융합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운동몰입이 개인의 
어떠한 부분을 강화시켜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
한 매개변인을 파악하면 보다 심층적인 영향관계를 예측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외적요인으로는 가족관계, 부모와의 커뮤니케
이션,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애착, 또래관계, 학교적
응, 학교만족 등으로, 내적요인으로는 우울, 충동, 불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긍정가치, 자신감,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등으로 개략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이 주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지지, 친사회
적 행동, 학교적응, 또래관계, 학교만족 등으로 개인적 
가치는 내적 측면의 우울감, 충동, 공격성, 스트레스, 자
기통제력, 정서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신체적 유능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
한 보호의 효과를 갖는 내/외적 측면의 변인이면서, 한편
으로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가치와 효과
를 대표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
인의 환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환경적 측면에서의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측면에서의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을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따
라서 위 두 변인이 운동몰입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에서 일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덧붙여, 많은 분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신체적인 
특성 및 감정 영역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이용행태 및 중독실태에 대해서
도 많은 차이가 제시되고 있으며[2], 스포츠에 참여하는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이처럼, 스포츠 및 스마트폰 변인
의 영향관계에 있어 성별 집단의 반응이나 구조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으나 기존 스포츠-스마트폰 
중독 연구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위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별도의 연구가설을 설정하
여 남녀에 따라 각각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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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운동몰입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는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의 즐거움, 특히 운동에 대
한 몰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체육학에서 운동몰입
의 의미는 ‘개인이 인지하는 도전과 개인 기술능력이 균
형을 이룰 때 경험하게 되는 최적의 심리상태’라는 플로
우(flow)개념과 ‘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재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커미트먼트(comminent)의 개념으로 구
분할 수 있다[9-11]. 이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면, 플로우
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스포츠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
활에 돌아왔을 때 이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나, 커미트
먼트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는 플로우가 활동 
그 자체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체에 만족을 느끼며, 
몰두하는 것인데 반해 커미트먼트는 참여하면서 얻게 되
는 희망, 신념, 믿음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스
포츠에 참여하는 욕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3].

커미트먼트로서의 운동몰입은 운동에 집중하고 지속
하려는 심리적 상태로서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건강증진 
및 운동참여에 긍정적인 정서체험이 용이해진다[14].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몰입을 ‘스포츠 활동 중 인지적, 
행동적으로 실행하는 스포츠에 몰입하는 인식의 정도로
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하고 하는 욕구와 의
지’라고 정의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운동몰입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목적이 중요한데 
전문체육 선수에게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나 경쟁이 그
것이고, 생활체육 및 학생체육에서는 참여자의 신체건강, 
정서순화, 사회성 함양 등이 그 목적이 된다[15]. 운동몰
입은 실제 스포츠현장에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통해 참여하는 운동에 대한 만족
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지속하고 싶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16].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운동
몰입은 운동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7], 운동
몰입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운동지속 수치가 증가한다고 
제시되고 있다[18].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운동몰입의 하위요인으로 인
지몰입과 행위몰입으로 구분하고 있다[19]. 인지몰입
(Cognitive Commitment)은 참여하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참여자의 개인적인 심리적 몰입행위이며, 운동하는 
활동 자체에 만족함을 느낄 때 인지몰입이 발생한다[20]. 

행위몰입(Behavioral Commitment)은 참가하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심리적 기대로 선호 정도와 실천에 대한 
욕구와 인식 정도이다[21]. 즉, 활동의 목적, 예견된 결과
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찾고 모색하며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사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
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으로 정의되거나[22], 스
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사용과 몰입으로 이를 조절하지 
못하여 의존성이 높아져 부재 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
는 상태로 규정된다[23]. 

정리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자의 ‘의존’과 스마트
폰이 없을 시 심리적인 ‘불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일상
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금단’, 및 ‘내성’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규정된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이에 대한 강박과 내성이 생기며, 
이를 통제하지 못하여 일상생활 장애가 초래되고, 가상
세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게 되며, 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그것이다. 한국정보
화진흥원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첩
되는 요인, 즉 일상생활장애를 비롯하여 금단, 내성, 가
상세계지향 등을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정의한 
바 있다[2]. 이는 현재 국내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서 많
이 활용되며, 정부 공식통계척도인 이른바 ‘S척도’의 하
위요인이다. 

2.3 사회적 지지
사전적으로 사회(social)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지

지(support)는 잡고 버티는 등의 뜻으로, 사회적 지지는 
사람이나 물건을 통해 타인에 의해 도움이 제공되는 과
정을 의미한다. 이를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받은 도움과 지원’이
라고 할 수 있다[24].

이러한 지지의 영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확대되고 다
양해지게 된다. 생의 초기에 부모 등 가족 구성원들과 관
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다가 청소년 이후 친구, 동료, 부부 
등 타인이나 또래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성
인의 관계망을 이루게 된다. 성정기인 청소년기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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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25].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면 심리적인 안정과 소속집단에의 사
회적 행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학교 행복
감이나 적응이 용이하게 된다[26]. 이처럼 청소년기에 스
포츠라는 비언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충시키고 긍
정적인 심리작용을 지원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한다
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 및 아동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는 주로 가족, 친구, 교사이다. 청소년
들은 대부분 가정 및 학교 등의 제한된 환경에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위의 지지 제공자를 통한 측정 방식이 대부
분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2.4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넓은 의미로는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융

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개인
의 감정조절과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상황적인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즉, 
개인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변화를 보다 능
숙하게 조절하는 능력이다. 최근에 아동 및 청소년의 행
동과 정서적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활용
한 연구사례가 많은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심리/
정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등을 조절
하고 환경에 맞게끔 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는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을 회피하고 불안을 경험하여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27].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에 맞
게 융통성을 발휘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이므로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이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연구 영역에 따라 그 구성요소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이를 높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긍정적인 자아상으로[28], 낙관성, 자율성, 능동적 활동
성, 통찰력, 온정 및 기술적인 표현방법으로 구분한 바 
있다[29]. 국내에서는 외국문헌을 근거로 대인관계, 활력
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분하거나[30] 호기심, 대인관계, 활력성, 낙관성 4개 요
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흔히 활용된다[31].

2.5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차이
남녀의 심리학적 차이는 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내생적

으로 타고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이며[32], 동일상황
에서도 성별에 따른 감정적 차이가 많다는 결과가 제시
된 바 있다[33]. 스마트폰 중독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성
별 차이는 이용행태 및 중독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남학생에 비
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 남학생은 주로 게임, 
오락 등을, 여학생은 문자 메시지, 온라인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등, 성별에 따른 이용행태도 차이가 있다는 결
과가 제시되었다[34]. 또한,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남
학생과 여학생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자신감의 형
성요인 중 과제숙달, 능력입증, 대리경험요인 등에서 차
이가 있으며[35], 운동 중 경쟁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도 수치 차이가 있다고 한다[36].

이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이라는 성별차이는 운동, 스마
트폰 이용, 감성 및 감정 등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차이
점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잠재변인간의 구조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별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운동몰입,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스마트

폰 중독이라는 변인 간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실제 수집
된 자료를 통해 관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Fig. 1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먼저, 참여행태 변인에 기반한 기존 스포츠-스마트폰 
중독 연구들은 스포츠참여가 참여자의 자아통제력,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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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을 강화하여 중독을 경감한다고 한 바 있다[6,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참여행태 외 
심리적 인식변인인 운동몰입이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
향을 미치며, 개인 내외적 변인들이 이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행태 및 운동정서 등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 연구결과에서도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위 모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H1. 청소년의 운동몰입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운동몰입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를 나타낼 것이다.

H3. 청소년의 운동몰입과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는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 클럽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적
인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통계 Tool 중 변인간
의 직․간접적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AMOS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일정 매개효
과를 가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몰입
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운동몰입의 결과이
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
인 이면의 인과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
다. 이에 운동몰입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
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합한 값을 총효과로 표
기하였으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0에 
가까운 완전매개와 부분적인 부분매개를 구분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2019년 12월, 수도권의 중학교, 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605명을 표집하였다. 이는 효율적이
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대입과 관련된 시기
인 고3 학생들은 제외한 결과이다. 대상자는 ‘정규 체육
시간 이외’의 방과 후나 주말, 혹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행하여지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회수된 설문 중 결측치를 포
함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58명의 자료

를 제외한 547명을 선택하였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522명
(95.4%, 중학교 282명/고등학교 240명)의 설문을 실제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3.3 자료처리
위에서 제시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25.0 Program과 

AMOS 23.0 Program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한 요인 적재치 및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
하였다.

둘째, AMO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에서 설
정한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확인적 요
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셋째, AMO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잠재변인들
을 통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변인 간 직․간접
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 집단을 성별로 구분하여 남, 여 학생 집단 
간의 구조모형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
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알
아보기 위해 각각의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3.4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3.4.1 운동몰입
운동몰입은 참여자가 스포츠 활동 중 인지적, 행동적

으로 실행하는 스포츠에 몰입하는 인식의 정도로서, 지
속적인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욕구와 의지로 이를 측정하
였다. 우선 ‘Sport Commit Model’을 기초로 정용각(1997)
이 구성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개정하였다[19]. 운동
몰입에 관련한 문항은 인지몰입(8개 문항), 행위몰입(4개 
문항)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12문항을 바탕으로 Varimax 
회전을 활용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0.5이하로 
나타난 2개 문항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
거한 후, 총 10문항으로 변인을 측정하였다. 

3.4.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검사는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번안한 이미라(2000)의 ‘학생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37]. 사회적 지지에 관련한 문
항은 가족(5개 문항), 교사(5개 문항), 친구(5개 문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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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Varimax 회전을 활용한 요인분석 결과 요
인적재치가 0.5이하로 나타난 3개 문항은 신뢰도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3.4.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블록과 크레멘(Block & Kremen, 

1996), 정경아(2014)의 연구를 참조한 4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하였다[31].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문항은 활력
성(5개 문항), 대인관계(3개 문항), 낙관성(4개 문항), 호
기심(3개 문항)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5단계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0.5이하
로 나타난 2개 문항은 연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
단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3.4.4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과 지나친 몰입과 의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
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울 때 과도한 불안감과 초조
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스마트
폰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2]. 이는 총 15문항으
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개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치가 0.5
이하로 나타난 2개 문항은 본 연구에 있어 신뢰도에 문
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잠재변인과 관측변인의 영역별 
구분에 따라 A.V.E와 C.R(개념신뢰도) 그리고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potential 
variable

observation 
variable

num
ber A.V.E C.R Cronbach's 

alpha  
sports

commitment 
cognitive 6 0.813 0.894 .766
behavioral 2 .895

social 
support

 family 4
0.897 0.963 

.868
teacher 4 .627
friends 4 .691

ego-
resilience

Vitality 4

0.861 0.961 

.889
interpersonal 
relationship 3 .690

optimism 3 .846
curiosity 3 .719

smartphone 
addiction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4

0.767 0.929 

.724

virtual life 
orientation 4 .661

withdrawal 3 .879
tolerance 2 .866

Table 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observation variable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division variable N %

sex
male 227 43.5

female 295 56.5

education
Middle school 282 54.0
High school 240 46.0

weekly 
exercise 

participation

~2 times 456 87.4

3~4 times 62 11.9

4 times~ 34 6.5

daily 
smartphone 
usage time

~1 hour 84 16.1
1~3 hour 271 51.9
3~4 hour 115 22.0
4hour~ 52 10.0

total 522 1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의 경우 남자는 227명(43.5%), 여자는 295명(56.5%)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중학교 재학생이 282명(54.0%), 고
등학생은 240명(46.0%)이었다. 정규 체육수업을 제외하
고 1주일동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는 2회 미만
이 456명(87.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이 271명(51.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2 운동몰입과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먼저, 본 연구 측정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² 및 적
합도 지수들(GFI, RMSEA, RMR, NFI)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뢰성 있는 모형검증을 위해 절대적합
도, 증분적합도, 간명적합도의 대표적인 각 지수를 산출
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
합도는 χ²=71.498(df=26, p=.000), GFI=.979, 
RMR=.013, RMSEA=.058, NFI=.986, AGFI=.927로 
나타나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기준을 충족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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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χ² df p χ²/df GFI RMR NFI RMSEA AGFI

Index 47.723 23 .002 2.075 .986 .012 .991 .045 .944

criteria p>.05 <2 >.9 <.05 >.9 <.08 >.9

Table 4. Structural model’s goodness of fit

 division χ² df p χ²/df GFI RMR NFI RMSEA AGFI

Index 71.498 26 .000 2.750 .979 .013 .986 .058 .927

criteria p>.05 <2 >.9 <.05 >.9 <.08 >.9

Table 3. Measurement model’s goodness of fit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commitment ⇒ social support 0.355** 0.355** 0

s.commitment ⇒ ego-resilience 0.409 0.331** 0.078*

s.commitment ⇒ smartphon addiction -0.557** -0.344** -0.214**

social support ⇒ ego-resilience 0.219** 0.219** 0

social support ⇒ smartphon addiction -0.411 -0.366** -0.045*

ego-resilience ⇒ smartphon addiction -0.204** -0.204** 0

*p<.05, **p<.01

Table 5. Variable effect decomposition

Fig. 2. Correlation of latent variables

다음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각 잠재변인 간 상관관
계를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에서 0.5이상이면 두 변인 간의 동질성이 높아 별도의 변
인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상관관계분석 
결과 개별 관측변인에 의해 적절히 설명되는 잠재변인들

끼리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24~.41의 수치로 확인되어 각 잠재변인 설정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산출한 지수
들은 Table 4와 같다.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지수들은 
χ²=47.723 (df=23, p=.002), χ²/df=2.075, GFI=.986, 
RMR=.012, RMSEA=.045, NFI=.991, AGFI=.944로 
나타났다. χ²/df값이 2.075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용기준
인 2보다는 조금 못 미치나 3미만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
한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적합도 및 상관관계 검증 후 각 잠재변인들의 직접효
과 및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변인
별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구분하는 효과분해
를 실시하였다.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외 간접효과의 
경우에는 부트스트레핑(bootstraping)방법을 이용한 방
식으로 이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
계수의 총 효과 및 직․간접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잠재변인들 간에 총 효과크기를 절대값 기준으로 살펴
보면 운동몰입 → 스마트폰 중독 경로가 -.344의 직접효
과와 -.214의 간접효과의 합에 의한 부적인 총 효과 
-.557을 가짐으로써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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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지지 → 스마트폰 중독 경로가 직접효과 -.366
과 간접효과 -.045로 부적인 총 효과-.411을 나타냈으
며, 다음으로 운동몰입 → 자아탄력성 중독 경로가 정적
인 총 효과 .409로 조사되었다. 그 외 운동몰입→사회적 
지지(.355), 사회적 지지→자아탄력성(.219),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중독(-.204)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모형은 매개변인이 1개 이상인 이중매개 형태로서, 사회
적 지지의 매개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운동몰입→스마트
폰 중독의 경로계수, 즉 직접효과가 유의하며 다음으로 
운동몰입→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스마트폰 중독의 
직접효과도 유의하므로 운동몰입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서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자아탄력성의 경우도 운동몰입→스마트폰 중독의 직
접효과가 유의하며, 운동몰입→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중독의 직접효과도 유의하므로 운동몰입은 자
아탄력성에 의해서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별로 직․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운동몰
입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
인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자아탄력성
에,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
지는 자아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한편, 자아탄력성을 경유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
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탄력성
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운동몰입
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로 나타났다.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s path coefficient

Fig. 3과 Table 5를 정리하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운동몰입,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같은 잠재

변인들로부터의 직접적 영향력이 간접적인 영향력에 비
해 큰 수치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간접경로의 영향력도 
유의미하다는 것은 주지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
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운동몰입을 통한 중독경
감 외에도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개인적 변인들을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4.3 성별차이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차이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성별을 기준으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분리 한 후,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과 자유모델(free model) 간의 χ²차이를 통해 모
델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자유모
델과 제약모델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good
ness of fit DF CMIN P

NFI IFI RFI

Delta-1 Delta-2 rho-1

cons
traint
model

6 34.673 0 0.006 0.006 -0.014

Table 6. Model comparison 

자유모델과 제약모델의 자유도 차이는 6이며 CMIN= 
34.673, 유의도는 0.0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별을 기준으로 각각 데이터를 구분한 모델과 구분하지 
않은 모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으로, 성
별에 따라 구조모형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을 성별로 구분한 이후 각각의 집단을 대
상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구조모형에 따
른 성별 경로계수의 효과분해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토대로 먼저, 직접효과만을 살펴보면, 남
학생 집단은 유의한 수준이 아닌 2개 경로를 제외하고, 
운동몰입 → 자아탄력성의 경로계수가 5% 수준에서, 운
동몰입 → 사회적 지지, 운동몰입 → 스마트폰 중독, 사
회적 지지 → 스마트폰 중독의 경로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학생 집단은 6개 경로계
수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대
값 기준으로 여학생 집단은 남학생에 비해 대부분 경로
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경로별로 더욱 고른 분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 및 직․간접효과를 같이 살펴보면, 운동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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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male fema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commitment ⇒ social support 0.344
**

0.344
** 0 0.303

**
0.303

** 0

s.commitment ⇒ ego-resilience 0.214 0.177
* 0.037 0.453

**
0.352

**
0.101

**

s.commitment ⇒ smartphon addiction -0.412
**

-0.246
**

-0.166
**

-0.595
**

-0.351
**

-0.244
**

social support ⇒ ego-resilience 0.106 0.106 0 0.334
**

0.334
** 0

social support ⇒ smartphon addiction -0.479 -0.478
** -0.001 -0.338

**
-0.204

**
-0.134

**

ego-resilience ⇒ smartphon addiction -0.011 -0.011 0 -0.402
**

-0.402
**

0

*p<.05, **p<.01

Table 7. Variable effect decomposition by sex

사회적 지지 및 운동몰입 → 스마트폰 중독의 2개 경로
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남학생은 직접효과 혹은 간
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은 모든 경로에서 
직․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운동몰
입을 중심으로 남학생은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효과
가, 여학생은 스마트폰 중독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높게 
확인되었다. 절대값을 기준으로 잠재변인의 직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때, 남학생은 운동몰입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 스마트폰 중독에서, 여학생은 나머지 경
로에서 각각 상대 집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와 운
동몰입이 스마트폰 중독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반
해, 여학생들은 자아탄력성과 운동몰입이 높은 영향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운동몰
입과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중독간의 구
조적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가 성
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운동몰입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로써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운동몰입이 스마트
폰 중독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운동에 몰입하여 긍정적 인식과 재참
여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중독수준이 감소함을 실증적으
로 규명한 결과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청소년
의 운동몰입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
타내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두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셋째, 성별로 각 변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경로
와 영향력이 상이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므로 세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
독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체육학에서 많이 사용한 참여
행태가 아닌 운동몰입이라는 심리적 변인으로 기존 영역
을 확장했으며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장려 시, 다양한 변
인의 효과와 구조관계를 밝힘으로써 관련 정책연구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변인 중,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

련하여 운동몰입이 직․간접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동량이나 시간을 측정한 기존 스
포츠-스마트폰 중독 연구와 비교하여 운동에 집중하여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면 중독 수준이 경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와 같이 스포츠-스
마트폰 중독분야의 융합연구들은 운동몰입, 운동만족, 
운동정서 등 스포츠분야에서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연
계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의무적
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가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일정
량의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하
는 종목에 즐거움을 느끼고 재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효성 있는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위해서는 중
독에 대한 특정 스포츠 변인의 개별 영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구조적 관계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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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즉, 단순히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대외관계나 
조절능력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관련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무현장에서는 운동 중 친구 및 코치와 같은 대외적
인 관계에서 지지와 신뢰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즉, 운동몰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 및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내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 이는 미술이나 
상담,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학교현장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 혹
은 체육시간을 통한 접근이 훨씬 용이하다. 이에 학교스
포츠클럽 및 체육교과시간에 의무적인 활동이 아닌 운동
을 즐기면서 팀원과의 화합과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 보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운동몰입이 각각 상이한 
경로를 통해 차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됨을 규명하였
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하기 위해 남학생들은 무
엇보다도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운동몰입에 대한 인식
과 지각수준을 높이는 것이, 여학생들은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운동몰입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
시하였다. 현재 관련 연구들은 주로 특정 스포츠 변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실효성 높은 대안마련을 위해 성별을 주요 변수로 고려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 입안 시, 성별을 감안하여 장소와 시간을 별도
로 배정하거나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환경을 조성하고, 
중독경감에 효과적인 기술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
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반드시 고려한 차별화된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심

리적 변인인 운동몰입을 중심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
으나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관련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운동몰입’ 
외 스포츠참가정도, 기간, 강도 등 참여행태와 관련된 정
량적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키면 더욱 폭넓은 연구가 가
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인문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실업계 및 체
육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대안 학교 및 비정규기관 청
소년들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조사만을 활용하였으나 
일정기간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연구 혹은 다양한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확장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변인간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변인 간 매개 
관계에 대해 역방향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설정한다면, 
보다 다면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조사 시, 학업 부담이 
큰 고 3학생들을 제외한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방법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과 최대한 부합하는 자
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부정확
한 설문을 방지하고 운동시간이 부족한 고 3학생을 고려
한 방법이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고3 학생을 포함하되, 
정확성이 확보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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