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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트 스와 스마트폰 사용에서 
스트 스 처방식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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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희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Way of Coping in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martphone Use in 
Adolescent

Dong Hee Kim

College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way adolescents cope when under perceived stress 

and smartphone usage. Data were collected from 102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a general stress scale, the way of coping checklist, and smartphone usage time per day. A Descriptive,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and found that 80% of the student participants used samrtphone. The average 

smartphone usage per day was 2.8 hours. Smartphone usage time correlated with perceived stress (r=0.344, p=＜.01), emotion 

focused coping (r=0.438, p=＜.01), and wishful thinking coping (r=0.285, p=＜.01). The emotion focused coping had a 

moderating effect (β=1.105, p=＜.05)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martphone usage in adolescents. In conclusion, intervention 

included a proper and active way of coping with stressful situations that could be used to help control smartphone usage in 

adolescents. (Korean J Stress Res 2016;24: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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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에서 스마트폰의 확산과 사용은 보편  상

으로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5년 보고에 따르

면 4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수가 계속해서 증하고 있다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 스마트폰

은 화기능 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어디서나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개발되는 다양한 

어 리 이션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더해주게 되

어 사용자 수와 사용 시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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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N, 2013). 특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래 계를 강화하며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게임도 하는 등 생활의 편의, 재

미, 활력을 동시에 얻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생

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약 80%를 넘어서 다수의 청소년

이 스마트폰 사용에 노출되어 있다(Lee CH et al., 2013). 

  재 스마트폰 사용은 근성을 포함한 편리함, 유용성 

등 그 정  기능에 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용시

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부정

인 향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 청소년들이 스마트

폰을 장시간 사용하 을 때 머리, 목, 어깨 등의 통증을 호

소하는 등의 신체  문제나 부모와의 갈등, 사이버 불링, 

학교 응 등의 사회  문제, 더 나아가 독 험성 증가 

등 다양한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William et al., 2008; Koo 

HY, 2010; Lee HS, 2012; Lee CH et al., 2013).

  한 청소년은 새로운 매체에 한 극  수용과 몰두

의 경향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사용이 더욱 증가하고 몰입

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독이 될 가능성이 높

다(Kim DI et al, 2012). 스마트폰 사용 특히, 과도사용이나 

독과 련되거나 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성별, 자아 존

감, 우울, 불안, 충동성 등의 개인  요인, 부모의 양육 

태도, 래 계, 학교 응 등 사회  요인 등 다양한 요인

들이 제시되어져 왔다(Lee SD et al., 2012; Cho SH et al., 

2016). 그  스트 스는 지 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휴 폰사용의 주요 련요인으로 연구되어져 스마트폰 사

용에도 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은 신체 , 심리 , 환경 으로도 

많은 변화와 발달  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업과 진학

에 한 스트 스가 높아 그 어느 시기보다 스트 스에 많

이 노출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Lee SW et al., 2011). 스트

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

고 정 인 방법으로 스트 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바람

직하겠지만 그 지 않은 경우 쉬운 방법을 찾게 되고, 게

임이나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스트 스를 

잊어버리거나 회피하는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될 수 있다. 

Matthias et al.(2014)은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동안에는 실의 문제를 쉽게 잊을 수 있고, 정서

 안도감과 실로부터의 도피처를 찾게 된다고 하 다. 

이 듯 청소년기에 증가한 스트 스는 스마트폰 사용 증

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청소년기의 스트 스와 스

마트폰 사용과의 계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스트 스는 그 자체로 개인의 다양한 문제 행동이나 부

정  상태의 원인이 되지만, 같은 스트 스 상황에도 그 

스트 스를 평가하고 다루는 각 개인의 처 방식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 스도 달라지게 된다(Spence et al., 

2002). 즉 동일한 스트 스도 개인이 어떻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인지  행동 으로 스트 스를 극복하려

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스트 스에 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스트 스 연구에서 처방식의 효과를 포함하는 것

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Folkman et al.(1980)은 스트

스 처방식을 문제 심  처, 사회 지지 추구 처, 

정서 완화 처, 소망  사고 처의 네 가지로 분류하

다. 문제 심  처는 문제가 되는 스트 스 원을 직  

극 으로 바꾸려는 노력이고, 사회 지지 추구 처는 

스트 스 상황을 해결하기 해 타인의 도움을 찾고 요청

하는 처방식이다. 정서 완화 처는 스트 스 때문에 발

생한 힘든 감정 상태를 통제하여 스트 스는 벗어나려는 

노력을 말한다. 한 소망  사고 처는 스트 스 상황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 심  처와 사회 지지 

추구 처는 스트 스에 한 개인의 처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극  처방식으로 분류되고, 정서 완화 처

와 소망  사고 처는 처 노력이 자신의 사고, 정서 등 

내부로 투여되는 소극  처로 분류된다. 개인이 사용하

는 이러한 처 방식에 따라 스트 스에 한 반응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용하는 스트 스 

처방식에 따라 스트 스 상황 시 나타나는 반응 행동이 달

라질 수 있다. 즉 스트 스 처방식에 따라 청소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트 스 응 방법  하나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청

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스트 스 처방식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 까지 청소년 상의 스마트폰 연구는 휴 폰 연구

와 개념이 혼용되어 진행되어 왔다. 스마트폰은 PC의 기능

을 휴 폰에 넣어 편리하고,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

에 근성이 뛰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로 어 리 이션

을 구성하여 사용자 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휴 폰 연구과 다른 결과가 나

타날 수 있다(Kim DI et al., 2013).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

이 화되는 시기에 기존 인터넷이나 휴 폰 사용과는 구

별되는 스마트폰과 그와 련된 변수들에 한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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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하겠다. 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학생

의 스마트폰 독 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Statistics 

Korea, 2016) 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상황 시 청소년의 

처방식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기 해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 처방식의 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

다 사용을 방하기 해 처방식이 포함된 재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고안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 스 상황 시 스마트폰 사용 시

간에 한 스트 스 처방식의 조 효과를 악하고자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선택 기준

  편의 표집된 서울 지역의 학교 1곳의 1, 2, 3학년 각 한 

개 반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총 110개의 설문지

가 배포되었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

고 총 102부(92.7%)를 최종 분석하 고 이  스마트폰 사

용자 81명(79.4%)이 주요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 방법

  1) 연구도구

  (1) 인지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인지된 스트 스는 Lee 

KB et al.(2008)가 청소년을 상으로 개발한 일반  스트

스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스트 스를 부모, 학업, 

친구, 외모, 경제의 5가지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

가보고 형식의 총 16문항으로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 인 

문항으로는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스트 스를 받

는다.”, “학업성  때문에 스트 스를 받는다.”, “친구들에

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 스를 받는다.”, “몸무게 

때문에 스트 스를 받는다.”,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 스트

스를 받는다.” 등이다. 개발당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하 역별로 .72∼.87이었으며(Lee KB et al., 2008),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 다.

  (2) 스트레스 대처 방식: 상 청소년의 스트 스 처 방

식을 측정하기 해서 Folkman et al.(1985)가 개발한 The 

Way of Coping Checklist를 Lee JH et al.(198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극  처인 문제 심 

처와 사회 지지 추구 요인, 소극  처로 정서 심 처와 

소망  사고로 구분 된 총 62문항 4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수가 높을수록 각 하  역의 스트 스 처 방식을 많

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수정 당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하 역별로 .82∼.95 으며(Lee JH et al., 1988),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93이었다.

  (3) 스마트폰 사용 시간: 상 청소년의 일일 스마트폰 사

용 시간을 확인하기 해 Lee CH et al.(2013)의 청소년 상의 

스마트 폰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내용인 게임, 채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정보 검

색, 동 상 시청에 한 일일 사용 시간을 도록 하 다.

  (4)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도구 마

지막에 포함시켜 조사하 다. 아동의 나이, 성별, 부모나

이,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구조, 인지된 경제 상태, 인지된 

성 을 자가보고식으로 기입하도록 하 다. 경제 상태와 성

은 상, , 하로 나 어 인지된 상태를 기입하도록 하 다. 

  2) 자료수집방법: 임의 표출된 서울 소재 학교 한곳을 

방문하여 먼  교장 선생님께 연구 목 과 의의, 설문 조

사 과정에 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한 조를 구하고 

동의서 작성 후에 설문을 실시하 다. 각 학년 당 1반을 임

의 표집 하여 설문을 실시하 으며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

하여 설문시작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과 차, 설문 

참여의 자유, 익명성 보장 등에 해 설명한 후 직  설문 

작성을 하도록 하 다. 2014년 7월 9일부터 7월 11까지 진

행되었으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PASW software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자료를 통계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인지된 스트 스, 스트

스 처방식 수는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주

요변수의 상 계는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일

반 으로 조 효과의 통계  유의성 검증은 조 효과를 

나타내는 상호작용을 다회귀분석의 변수로 추가하여 증

가되는 설명량과 유의성으로 검증할 수 있다(Cho JS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처방식의 조 효과를 확

인하기 해 1단계에 스트 스와 스트 스 처방식 4가

지 하부요인을 독립변수로 넣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먼  주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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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2).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Range

Grade First

Second

Third

35 (34.3%)

36 (35.3%)

31 (30.4%)

Gender Male

Female

46 (45.1%)

56 (54.9%)

  

Age of father (yr)   47.16±3.51 38∼60

Age of mother (yr)   43.83±3.51 37∼57

Fa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or more

4 (3.9%)

27 (26.5%)

71 (69.6%)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or more

8 (7.8%)

27 (26.5%)

71 (69.6%)

  

Family structure Extended

Nuclear

6 (5.9%)

96 (94.1%)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

Middle

High

63 (23.5%)

123 (45.9%)

82 (30.6%)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6 (5.8%)

80 (78.4%)

16 (15.7%)

Smartphone usage Yes

No

81 (79.4%)

20 (20.6%)

Smartphone usage time per day (hr) 2.8±2.01 0.2∼13

Table 2. Perceived stress, the way of coping score of participants (n=81).

Variable Mean±SD Range

Perceived stress 38.82±11.70 17∼68

The way of coping

Problem focused 39.15±13.56 13∼76

Social support seeking 10.67±4.04 2∼20

Emotion focused 15.08±6.89 3∼30

Wishful thinking 13.25±4.29 3∼25

분석하 다. 이어서 인지된 스트 스와 스트 스 처방

식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켜 계  회귀분석을 하여 조

효과를 확인하 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총 102명으로 학년별로는 1학년 35

명(34.3%), 2학년 36명(35.3%), 3학년 31명(31.4%)으로 골고

루 분포하고 있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56명(54.9%)으로 남

학생 46명(45.1%)보다 많았다. 상자의 아버지의 연령분

포는 38-60세로 평균 47.16±3.51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학졸업 이상이 71명(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연

령분포는 37∼57세로 평균 43.83±3.51이었고 어머니의 학

력도 학졸업 이상이 71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의 형태는 핵가족이 96명(94.1%)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지된 학업성취도는 보통이 123명(45.9%)이고 높

다가 82명(30.6)%, 낮다가 63명(23.5%)의 순이었고 인지된 

경제정도는 보통이 80명(78.4%)이고 높다가 16명(15.7%), 

낮다가 6명(5.8%)의 순이었다. 스마트폰은 약 80%가 사용

하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2.8시간 사용하 고 그 범 는 

약 10분에서 13시간까지 다(Table 1). 

2. 인식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점수

  인지된 스트 스 수는 평균 38.82±11.70 으로 최  17

에서 최고 68 으로 나타났다. 처기  수는 문제 

심  처는 평균 39.15±13.56 으로 최  13 에서 최고 76

으로 나타났고 사회 지지 추구 처는 평균 10.67±4.04

으로 최  2 에서 최고 20 , 정서 완화 처는 평균 

15.08±6.89 으로 최  3 에서 최고 30 , 소망  사고 

처는 평균 13.25±4.29 으로 최  3 에서 최고 25 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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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n=81).

Perceived 

stress

Smart phone 

usage time

The way of coping

PF SSS EF WT

Perceived stress 1.000

Smart phone use time .344** 1.000

The way of coping

Problem focused .196 .193 1.000

Social support seeking −.002 .153 .631** 1.000

Emotion focused .438** .413** .441** .478** 1.000

Wishful thinking .285* .226 .351* .559** .569** 1.000

*p＜.05, **p＜.01.

PF: problem focused, SSS: Social support seeking, EF: Emotion focused, WT: whshiful thinking.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way of coping on smartphone use (n=81).

Variable β R2 adj R2 F p

Step 1

Perceived stress  

Problem focused coping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Emotion focused coping

Wishful thinking coping

−.041

−.133

.053

.487**

.077

.257 .195 4.146** .003

Step 2

Perceived stress x problem focused coping

Perceived stress x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Perceived stress x emotion focused coping

Perceived stress x wishful thinking coping

.608

−.657

1.105*

.210

.288 .173 2.513* .017

*p＜.05, **p＜.01.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인지된 스트 스는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유의하게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44, p＜.001).

  스트 스 처방식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의 계에서

는 문제 심  처방식, 사회 지지 추구 처방식, 소망

 사고 처 방식과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서 

완화의 처기 (r=.413, p＜.001)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스마트폰 사용에 한 각각의 스트 스 처방식의 효과

를 검증하기 한 회귀분석 1단계에서 모형은 F=4.146 

(p=.003)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체 변수의 설명력은 약 

17.3%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완화 처 방식만이 이 회

귀계수 0.487로 유의수  .01 수 에서 유의미한 주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인지된 스트 스와 스트

스 처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상호

작용 변수를 더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모형은 F=2.513 

(p=.017)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체 변수의 설명력은 약 

19.5%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도 인지된 스트 스와 정서

완화 처 방식의 상호작용만이 회귀계수 1.105 (p＜.05)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정서 완화 처 방식이 인터

넷 사용의 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Table 4). 즉, 정서 완

화 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

와 련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고      찰

  본 연구는 스트 스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의 계에

서 스트 스 처방법의 조 효과를 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 분석 결과 상자의 약 80%가 스마트 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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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2.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존 연구에서 최근 청소년의 80∼90% 정도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과 하루 이용시간이 1시간에서 3

시간정도 사용하는 군이 가장 많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

(Lee CH et al., 2013;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2014) 다. 이와 같이 다수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노

출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한 체계 인 

교육과 재의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상 분석 결과는 인지된 스트 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인지된 스트 스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이나 독 경향이 높아졌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hin SC et al., 2015; Van Deursen 

et al, 2015; Samaha et al., 2016). 청소년기에는 스트 스 상

황에 노출되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쉽게 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

터넷 공간에서는 스트 스가 있는 실을 잊을 수 있고 정

서  안도감과 도피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Kim NS et 

al., 2012). 이는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

고 더욱 용이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 청소

년들에게도 용되는 상황으로 스트 스 상황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정기 이고 잦은 스마트폰의 사

용이 추후 독의 험까지 간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Van 

Deursen et al, 2015) 스트 스 상황에서 인터넷 등을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을 일 수 있도록 스트 스 조 과 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스트 스 상황에서 스트 스를 조 하고 그 반응에 

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스트 스 처방식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사용과 련

된 스트 스 처방식의 계를 살펴본 결과 먼  상 분

석에서 정서 완화 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었다. 정서 완화 처방식은 소극  처방

식으로, 소극  처방식을 사용하는 상자가 극  스

트 스 처방식을 사용하는 상자 보다 인터넷, 휴 폰 

독의 험성이 더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Yoon MS et al., 2005: Park EH et al., 2014). 극 으로 스트

스 상황의 직 인 변화를 만들기 해서는 스마트폰

에 의존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외부 자원을 이용해

야하지만, 상 으로 자신의 정서완화나 생각의 변화로 

스트 스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 폰의 다양하고 흥미 있는 기능에 의존하여 직면한 

문제나 스트 스 등 재의 문제를 잊고 정서  안도감과 

실로부터 도피처를 제공받으며(Young, 2014) 스마트 폰

에 몰입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으로 계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처

방식의 조  효과를 알아본 결과에서도 정서 완화 처방

식이 스마트폰 사용에 향을 주는 조 변수로 나타났다. 

즉, 정서 완화 처방식 사용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정서완화 처 방

식은 스트 스 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 인 문제를 조

,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Lazarus et al.(1984)은 스트 스로

부터의 회피, 최소화, 거리두기를 제시하 다. 상 청소년

들이 스트 스 문제에 해 회피하고 거리를 두고 문제 자

체를 최소화하기 해 다른 것으로 심을 돌리기 해 청

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고 단된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많이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들과의 채 , 소셜 네트워크, 

게임, 동 상, 웹툰보기, 뉴스 등 정보 찾기 등(Lee CH et al., 

2013; Chang YO et al., 2014)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스트 스를 잊고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이 지 처럼 사용되기  정서 완화 처방식으로 많이 사

용되던 기분 환, 다른 활동하기 등(Lazarus et al., 1984)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분 가능하고, 더욱 쉽게 충족되므

로 정서 완화 처방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

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단된다. 이 듯 스트 스 상

황에서 정서 완화 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

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독의 험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

로 건강한 스트 스 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

공하고 특히 정서 완화 처방식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 스에 한 건강한 처방식은 하나로 정의하기보

다는 상황과 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Pearlin et al., 1978; Lazarus et al., 1984). 청

소년들의 경우에도 처한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 여

러 가지 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학업 스트 스 등 상황  발달

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 스에 비해 다양한 처방식을 

사용할 시간 , 공간 , 문화  여유가 부족하며, 스트 스 

해소를 해 래와 어울리거나 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 

허용된 개인물품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더욱 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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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2).그러므로 청소년의 스트 스 재를 해 스마

트폰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스트 스 처방식을 사용

하는 방법에 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마트폰 사

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한 효과 인 교육에 필수 인 내용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임의 표출한 일개 학교를 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른 분석이 

강조되고, 상 청소년이 사용한 구체 인 어 리 이션 

종류에 따른 분석이 시행되지 못한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추후 스마트폰 구체 인 사용 내용에 따른 스트 스 처

방식과의 계를 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와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  

사용이 늘어가고 있는 스마트폰과 스트 스, 스트 스 

처방식과의 계를 악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포함한 바람직한 스트 스 처방식에 한 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특히 정서 완화 처방식 사

용이 스마트폰 사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하 으므

로, 청소년 상의 스트 스 리,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재에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스트 스 처

방식에 한 내용을 강조하는 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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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 스 상황 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스트 스 처방식의 조 효과를 악하고자 시도되었

다. 서울 지역의 일개 학교의 102명을 상으로 일반  스트 스, 스트 스 처방식,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한 

자가보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상 분석, 다회

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상 청소년의 약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2.8시간 사용하

고 있었다. 상 분석 결과 정서 완화의 처기 (r=.413, p＜.001)이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계  회귀분석을 결과에서도 정서 완화 처방식의 상호작용이 회귀계수(β=1.105, p=＜.05) 1.105 

(p＜.05)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스트 스와 스마트폰 사용시간에서 정서 완화 처방식의 조 효과를 확인

하 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트 스 상황에서 정서 완화 처방식을 사용할 때 스마트 폰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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