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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의 목적은 병사가 지각하는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

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 복무 중인 병사 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모델에서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병사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었다. 한편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군과 정신건강 기관에서 코로나 

19 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사용 고위험 병사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중심단어: 코로나 19,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회적 지지, 병사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VID-19 stress on the level of smartphone 
use among soldiers. In addition, it explores the potential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Methods: We collected responses from 205 soldiers serving in one military division in Chungcheongbuk-do 
using cross-sectional online and offline survey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7.0 program. 
Results: Controlling for covariates, COVID-19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smartphone use. The analysis did not identify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ndemic stress and smartphone use.
Conclusions: Our study results could help military and mental health organizations intervene in problematic 
smartphone use by creating programs for soldiers at high risk for COVID-19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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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하 코로나 19)는 델타, 

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를 거치며 여전히 확산 추세이다. 

백신 접종과 부스터 샷이 이루어지고 있는 2022년 1월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3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사망자도 547만 명에 이른다[1]. 코로나 19는 우리 삶의 

개인적(감염에 대한 불안, 정신건강의 어려움 등), 경제적(소

득의 불안정, 실직 등), 사회적(학교와 직장 폐쇄, 고립 등)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2], 팬데믹으로 인

한 생활의 변화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다[3].

스트레스란 자신에게 해롭거나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평

가하는 자극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포함하는 일련의 인지 

과정으로 정의된다[4].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불면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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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의 위험요인으로[5], 코로나 19와 같은 지속적인 

재난 상황은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인간의 삶

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6]. 특히 이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할 수 있

다[7]. 병사의 경우 입대 이후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지지 

부족이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심화 되었을 것으로 예

측되며,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으

로 인한 피해는 민간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8]. 이에 국

방부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감염원 차단을 위해 방

역 당국의 격리기준보다 강화된 격리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확진자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고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모든 대외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9]. 최근에는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해 복귀 

전까지 1차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하도록 하고, 복귀 후 2차 검사 전까지 예방적 격리를 추

가 시행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군부대 내 코로나 19 감

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장기간 실시되

면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

권센터(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병사와 간부를 포함한 군인의 

코로나 19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 사례의 20.6%를 차지

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한 영역은 사생활 자

유(19%)에 관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이동통제 등에 대해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였다[11].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함께 국방부가 2020년 7

월부터 공식 시행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정책 역

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허용되면서 

고립감 해소, 자기계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에 

도움이 된다는 순기능과 불법 촬영, 불법 도박 등 사이버 

범죄 증가와 같은 역기능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12]. 즉, 스마트폰과 같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기를 통해 가족과 친

구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는 긍

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휴대전화가 도박, 비디오게임 등의 

온라인 활동에 몰두하도록 하여 중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군 내부에서 사이버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0∼2021년까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

별 징계 현황’을 보면 총 12,975건으로 이중 온라인 도박

이 860건으로 나타났다[13].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살펴

보면, 도박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사기,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123건, 불법 촬영 및 음란 등의 성범죄는 112건에 달하였

다.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허용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스마트폰 중독을 초래

한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14].

인간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적

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인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

에서 문제를 초래한다[15].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긴장을 일으키는 부정

적 경험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16]. Jacobs 

[17]는 중독의 일반이론에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해소 욕구가 중독 행동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다. 즉, 

중독 행동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충

족시키므로 점차 중독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도박, 비디

오게임, TV (Television)시청,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사용, 인터넷 검색 등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감

시키고 우울한 기분을 끌어 올리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흔히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18]. 팬데믹 위기에서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선택된 중독 행동은 사회적 상

호작용을 축소하며 습관으로 고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7]. 

팬데믹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 추세가 국내ㆍ외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중

독포럼 조사에서, 코로나 19 이후 스마트폰 사용이 ‘매우 

늘었다’15.6%, ‘조금 늘었다’ 28.7%로 나타났는데[19],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Oh와 Jung [20]의 연구에서

는 코로나 19 이후 대학생의 18.4%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1%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Choi 

[2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지각한 코로나 19 스트레

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Peng 등

[22]은 팬데믹 동안 653명의 중국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

한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정적

인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적절히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23]. 스

트레스 완충 가설(Stress-buffering hypothesis) [24]에 

따르면, 긍정적인 개인 및 대인관계 요인이 스트레스로 인

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

로 인해 나타나는데[25],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 19 스트

레스라는 위험에 대해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26]. 사회

적 지지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증진하는 자원으로서[27], 재난이나 질병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8]. 또래 지지와 가족 지지는 

재난적 사건, 감염병과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왔으며[29],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발생 당시에도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중독 행동 및 정신건강 간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탐색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 1,985명을 대상으로 한 Lechner 등

[31]의 연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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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학생들이 알코올 소비 수준

이 낮았다. Labrague 등[32]은 팬데믹 위기에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이 지각하는 외로움에 대한 보호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35,712명의 대규모 표본을 활용한 Bu 등[33]

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가 이후 세대보다 더 외로움을 경

험하였는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외로움의 정도가 낮았다. 국내에서는 대

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Sung [34]

의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하는 조절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와 Jang [35]의 연구에

서도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병사를 대상으로 한 

Chun 등[36]의 연구에서는 군 생활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이 높으면 군에 더 잘 적응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생활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군 

생활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주목하고 스트레

스의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검증하였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병사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사

회적 지지의 관계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코로나 19 위기와 군부대 내 휴대전화 허용 등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병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

각하는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

향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의 코로나 19 스

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병사의 코로나 19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사용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병사의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 효과를 가

지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충청북도 A 보병사단에서 군 복무 중인 병

사로서,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알린 후, 연구목적에 동의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온ㆍ오프

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조사는 해당 군부

대의 협조를 통해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온라

인 조사는 QR (Quick Response) 코드와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주소가 포함된 설문조사에 관한 포스

터를 내무반에 게시한 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211명이 응답하였으나 응답이 불

충분한 7명을 제외하고, 2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청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041107-202106-HR-013-01)의 승인과 국군의무사

령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 진행하였다(AFMC- 

202108-HR-057-01). 또한 군부대의 보안 및 기밀 누설

금지 규정으로 인해 A 보병사단의 보안성 검토, 육군본부

의 적합성 검토까지 완료하였다.

2. 연구 도구

1) 코로나 19 스트레스

코로나 19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OVID-19 

스트레스 척도(COVID-19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CSSK) [37]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감염

에 대한 두려움 9문항(예,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어려움 6

문항(예,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힘들다), 타인에 대한 분노 6문항(예, 자가격리를 지

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19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3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

났다.

2) 스마트폰 사용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형 인터넷 과의존 척도(K-척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

척도)를 기반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38]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

존 통합척도를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조절실패 3문항, 

현저성 3문항, 문제적 결과 4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4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점 40점 중 29점 이상 고위험군, 

24∼28점 잠재적 위험군, 23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으

로 선별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38]에서 보고한 신뢰도는 

.86이며, 본 연구에서는 .92이다.

3) 사회적 지지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Zimet 

등[39]이 개발한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척도를 Shin과 

Lee [40]가 번안한 버전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

이며,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4문항, 친구로부터의 지지 4문

항,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4문항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5

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구, 타인으

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Shin과 

Lee의 연구[40]에서 제시된 신뢰도는 .89, 본 연구는 .98

로 나타났다.

4) 통제 변인

통제 변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중독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고 알려진 인구 사회학적, 군 관련 변인인 종교, 경제

적 상태, 흡연, 복무기간을 선정하였다[41-43]. 종교(1=

있다, 0=없다)와 흡연(1=흡연한다, 0=흡연 안 한다)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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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205)

Variables M (SD) n (%) Min Max Skewness Kurtosis

COVID-19 stress 2.63 (0.90) 1.00 5.00 0.01 −0.59

Smartphone use 1.57 (0.55) 1.00 3.10 0.56 −0.63

High risk 5 (2.4)

Potential risk 11 (5.4)

Normal user 189 (92.2)

Social support 4.34 (0.72) 2.33 5.00 −0.76 −0.60

Family 4.37 (0.75) 1.25 5.00 −1.11 0.88

Friends 4.33 (0.75) 2.25 5.00 −0.72 −0.73

Others 4.32 (0.76) 2.00 5.00 −0.82 −0.33

N: Number,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5)

Variables Category n (%) M (SD)

Age (year) 20.91 (1.59)

Education High school or below 25 (12.2)

Undergraduatea) 175 (85.4)

Graduateb) 5 (2.4)

Religion Yes 58 (28.3)

No 147 (71.7)

Economic status High 29 (14.1)

Middle 150 (73.2)

Low 26 (12.7)

Smoking Yes 70 (34.1)

No 135 (65.9)

Affiliation before 
enlistment

Undergraduate 167 (81.5)

Yes 17 (8.3)

No 21 (10.2)

Service duration 
(month)

9.36 (5.41)

Military rank Private 25 (12.2)

Private 1st class 84 (41.0)

Corporal 67 (32.7)

Sergeant 29 (14.1)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Infantry 41 (20.0)

Artillery 6 (2.9)

Administrative clerk 20 (9.8)

Driver 28 (13.7)

Medic 13 (6.3)

Communications 29 (14.1)

Etcc) 68 (33.2)

a)Including dropout, being in undergraduate and completion, b)including dropout,
being in graduate and completion, c)e.g., cook or military band.
N: Number,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미 변수 처리하였다. 경제 상태는 ‘1=하’, ‘2=중’, ‘3=상’

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복무기간은 표본의 사분위 값을 기준으로 ‘1=4개

월 이하’,‘2=5개월 이상 9개월 이하’,‘3=10개월 이상 14

개월 이하’,‘4=15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복무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및 클리닝 과정을 거쳐서 

SPSS 27.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

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코로나 19 스

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사회적 지지 등 주요 변인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

가 지각하는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

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이슈를 고려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

(Mean-Centering) 처리 후 상호작용 항을 구성하여 투

입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만 20.91세이다. 학력은 대

학 졸업 이하(중퇴, 재학, 수료 포함)가 175명(85.4%)으

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명(12.2%), 대학

원 졸업 이하 5명(2.4%)의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병사가 

58명(28.3%), 없는 병사가 147명(71.7%)이었다. 경제 상

태에 대해서는 상 29명(14.1%), 중 150명(73.2%), 하 26

명(12.7%)으로 응답하여 대다수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고 응답하였다. 흡연자는 70명(34.1%), 비흡연자는 135

명(65.9%)이었고, 입대 전 소속은 대학생이 167명(81.5%)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취업, 자영업 등 소속이 있다고 

응답한 병사는 17명(8.3%), 무직이나 프리랜서 등 소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1명(10.2%)이었다. 

평균 군 복무기간은 9.36개월로 나타났으며, 계급은 일

병 84명(41.0%), 상병 67명(32.7%), 병장 29명(14.1%), 

이등병 25명(12.2%) 순으로 일병과 상병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보직은 보병 41명(20.0%), 통신병 29명(14.1%), 

운전병 28명(13.7%), 행정병 20명(9.8%), 의무병 13명

(6.3%), 포병 6명(2.9%)의 순이었고, 기타(취사병, 군악병, 

드론병 등) 보직은 68명(33.2%)에 해당하였다(Table 1).

2. 코로나 19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사회적 지지 수준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 값은 −1.11∼0.56, 

첨도 값은 −0.73∼0.88로 나타나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Table 2). 주요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대상자의 코로나 19 스트레스의 평균(표준편차)은 

2.63 (0.90)이다. 스마트폰 사용의 평균(표준편차)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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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smartphone use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p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0.807 ＞.05 1.001 ＞.05 　 0.296 ＞.05 　 0.286 ＞.05

Military service 
duration

−0.033 −0.470 ＞.05 −0.056 −0.872 ＞.05 −0.058 −0.951 ＞.05 −0.057 −0.934 ＞.05

Economic status −0.075 −1.073 ＞.05 −0.069 −1.074 ＞.05 −0.004 −0.059 ＞.05 −0.004 −0.062 ＞.05

Religion 0.180 2.590 ＜.05 0.162 2.516 ＜.05 0.100 1.604 ＞.05 0.100 1.600 ＞.05

Smoking −0.014 −0.203 ＞.05 −0.010 −0.154 ＞.05 −0.008 −0.126 ＞.05 −0.008 −0.134 ＞.05

COVID-19 stress 0.384 5.984 ＜.001 0.307 4.885 ＜.001 0.308 4.804 ＜.001

Social support −0.319 −4.864 ＜.001 −0.317 −4.577 ＜.001

COVID-19 stress× 
Social support 

−0.008 −0.121 ＞.05

R2 (Adj R2) .040 (.021) .186 (.166) .273 (.251) .273 (.247)

R square change .146 .087 .000

F (p) 2.085 (＜.10) 9.120 (＜.001) 12.408 (＜.001) 10.585 (＜.001)

F change (p) 35.809 (＜.001) 23.655 (＜.001) 0.015 (＞.05)

Table 3. Correlation among COVID-19 stress, social support, and 
smartphone use

Variables　
1 2 3

r p r p r p

1 COVID-19 stress 1

2 Social support −.256 ＜.001 1

3 Smartphone use .390 ＜.001 −.418 ＜.001 1

(0.55)로 고위험군 5명(2.4%), 잠재적 위험군 11명(5.4%), 

일반 사용자군 189명(92.2%)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구

분할 때[38], 연구대상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

체의 7.8%이다. 사회적 지지 전체의 평균(표준편차)은 

4.34 (0.72)이며 가족 4.37 (0.75), 친구 4.33 (0.75), 타

인 4.32 (0.76) 순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였다.

3. 코로나 19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스마트폰 사용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피어슨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3).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

지(r=−.256, p＜.001),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적 지지

(r=−.418, p＜.0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r=.390, p＜.001)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발생하였다. 모든 변인 간 상관계

수는 .5 이하로 확인되었다. 

4.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공차

한계값은 0.771∼0.996으로 모두 기준값인 0.1 이상이었

으며, 분산팽창요인값은 1.004∼1.298로 10 미만으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44]. 통제 변인

으로 복무기간, 경제 상태, 종교, 흡연을 투입한 모델 1에

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다(β=0.180, p＜.05). 모델 2에서는 병사가 지각하는 

코로나 19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β=0.384, p＜.001), 

모델 3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β=−0.319, p＜.001)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최종 모델에서

도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모델 4에서 사회

적 지지는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 간의 관계

에서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β=−0.008, 

p＞.05).

고  찰

코로나 19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어 감

염에의 두려움, 무력감, 경제적 고통을 가져왔다[45]. 사

회적 거리 두기는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

이지만 외로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의 어

려움을 초래하였고[46],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흡연, 과도한 음주, 인터넷 중독과 같은 중독 행동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19,47]. 따라서 감염병 위기에

서 코로나 19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2,26,34]. 코로나 

19는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이지만, 폐쇄적이

고 위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병사의 경우 코로나 19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데

믹 기간 동안 병사의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

나 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

다. 다음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군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코로나 19 스트레스는 평

균 2.63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이다(3

점)’ 사이에 위치하였다. 이는 동일 척도로 조사한 재한 중

국 유학생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3.86 [48]에 비해서는 

낮지만, 대상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중국 유학생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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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스트레스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와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KSTSS) [49]에서 조사한 한국 성인의 코

로나 19 스트레스 평균 1.63 (10점 척도)에 비해 본 연구

대상자인 병사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중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군은 7.8% (잠재적 위험군 5.4%+고위험군 

2.4%)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보

고한 한국 20대 성인의 30.4% [5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병사의 경우 일과 후(18:00∼21:00)와 주말(08:30∼21:00)

에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므로 결코 낮은 수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던 입대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코로나 19 이후 

외부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늘어난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 개인적, 환경적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추측되므로 다각적인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4.34로서, ‘대

체로 그렇다(4점)’과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있어 사회

적 지지의 지각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병사들은 가족 지

지 4.37 (0.75), 친구 지지 4.33 (0.75), 타인 지지 4.32 

(0.76) 순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Mo

와 Bae [51]의 연구에서도 가족 지지 4.5 (0.63), 친구 지

지 4.2 (0.74), 군 동료의 지지 4.0 (0.83)의 순으로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동료 등 타인 지지가 가

장 낮은 것은 위계적인 상명하복의 군 문화에서 비롯된 결

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이는 대학생

이 지각하는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에[21], 

해군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다[52]. 코로나 19 이

후 많은 사람이 수업, 업무, 소통, 여가를 위해 인터넷에 

의지하고 있다. 인터넷은 적절히 사용한다면 스트레스 감

소에 효과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

우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발전할 수 있다[46]. 본 연구

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마트폰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요인

이라는 결과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53]의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진다

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젊은 층의 경우 사회적 고립

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할 긍정적 전략이 부족하

므로 중독 행동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33]. 타인과 연결

되어 있다는 느낌은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고 유지하므로

[54], 군 복무 중인 병사에게 사회적 지지의 제공이 필요

하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물리적 

거리 두기 용어 사용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가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55]. 물리적 거리 두기 용어를 사용함으로

써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강조하고, 무엇보다 타인과 물

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서이다[45,55]. 

셋째, 예측한 바와 달리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 19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 간의 관계에

서 조절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 

각도로 분석해보면, 먼저 스트레스의 부정적 결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심각한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발현된다는 점[43]을 고려할 수 있

다. 즉, 본 연구대상자의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

은 수준이 아니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심리적, 정

서적 지지를 측정하고 있는 도구로서, 심리적 지지만으로

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에 충분치 않

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코로나 19는 만성적인 위험이므

로 심리적 지지만으로는 팬더믹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어

렵다는 보고가 있다[26]. 따라서 병사들에게 심리적, 정서

적 지지 이외에 도구적, 물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유형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 세대의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56]. 따라서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실제로 Zhao 등[57]의 연구

에서 중국 대학생 1,123명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온라인 사회적 지지는 매개 변인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 실시된 대만 청소년 

1,0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58]에서도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 가상의 사회적 지지(Virtual Social Support, 

VSS)는 인터넷 중독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VSS란 실

생활에서 아는 사람들과 구별된,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

람들로부터의 지지를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집단이 비 중독집단보다 VSS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

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병

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대해서도 조사하

고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

으로 군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에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팬데믹 위기에서 병사들의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사용 수준을 정기적 선별검사를 통

해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통한 병사의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가 대두된 이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에 방문하는 군인의 수가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였

다. 이에 국방부와 센터는 군인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인

식 및 회복 동기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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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한 바 있다[59]. 이와 같이 군은 지역사회 전문기

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고위험 병사에 조기 개입하

여 스마트폰 사용 폐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인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상담전

문가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

강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1급 자격

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군 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를 우선 선발하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또는 청소년

상담사 1급, 군 상담경력 5년 이상인 자도 선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633명에 불과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약 810명으로, 연평균 600여 건의 상담

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60]. 스트레스 및 스마트폰 사용 

고위험군 병사에게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상담관의 양적 

확대가 요구되며, 복잡한 역동을 지닌 중독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대

상자는 육군 1개 사단에 복무 중인 병사들로서, 연구 결과

를 전체 병사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분

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수집된 것

으로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lility)에 따라 연구

대상자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사회적 지

지 수준에 관한 솔직한 응답이 제한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코로나 19 스트레스 척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병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앞으로 심층 인터뷰와 질적 분석 방

법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병사들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와 스마트폰 사용, 사회적 지지의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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