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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관련 영향요인

이영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간호학과

SNS Addiction Tendency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Young-Mee Lee
Dep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 정도를 알아보고 SNS 독 

경향성 련 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385명의 학생으로 부터 수집된 자료는 t test, ANOVA, Sheffe’s test와 피어슨 
상 계 분석이 되었고 단계별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SNS 독경향성의 수 은 1.78 이었고, 병리  자기애는 2.45  

이었고, 스트 스는 2.75  그리고 사회  지지정도는 3.26 이었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 차이

는, 성별(F=26.525, p<.001), SNS사용시간(F=24.938, p<.001), SNS과다사용 여부(F=72.083, p<.001), SNS사용으로 인한 건
강상의 문제 유무(F=13.075, p<.001), 가족의 경제  수 (F=3.409, p=.034)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
들 간의 상 분석을 보면, SNS 독경향성은 병리  자기애, 스트 스와 양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사회  지지와는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상자의 SNS 독경향성의 향변수로는 병리  자기애(β=.335, p<.001), SNS사용시간(β=.222, 
p<.001), SNS과다사용 여부(β=-.262, p<.001), 성별(β=.159, p<.001), 사회  지지(β=-.125, p=.002), 학교성 (β=.088, 
p<.029)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상자의 SNS 독경향성을 3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학생의 SNS
독경향성을 감소시키기 한 간호 재가 필요하며, 학생을 한 재에서 이런 변수들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pathological 
narcissism, social support, and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from 385 
students an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19.0 program. The levels of SNS addiction tendency 
depended on gender, SNS usage time, SNS over-usage, health problem, and household economic status. SNS addiction
tenden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athological narcissism, social support, and stress.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SNS addiction tendency were pathological narcissism, SNS usage time, SNS over-usage, gender, social support,
and academic performance, which explained about 39.4% of the var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ing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SNS addiction tendency, and also suggesting that such variabl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interven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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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표  

SNS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 터, 블로그 등이 있
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근성과 렴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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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용료 등으로 SNS사용에 성장을 하여  세계
으로 3억 5,000만명이 페이스 북에 한 독으로 보고
되며[1],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인터넷 모바일 이용실
태조사를 통해 80.9%가 SNS를 이용하고 있어서 년
의 67.8%에 비해서 13.1%가 상승하 다고 보고되고 있

다[2]. 
SNS는 새로운 미디어 형태로 아직 SNS 독에 한 

통합된 이론과 거가 정립되지는 못하 지만[3], 미국 
정신장애 진단 편람에서는 알코올 등의 물질 독 외에, 
특정행 에 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 충동조 의 문

제에 의해 반복되는 특정행 에 한 독 등을 독개

념에 포함하고 있다[4]. 최근의 충동조  장애에 한 이

런 맥락에서 SNS 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5-6]. 
SNS는 술, 담배, 성 계보다 더욱 심한 독성을 보이

며, 정신 으로 신체 으로 지장을 래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7-8]. 
SNS는 쉽게 단할 수 없는 피상  ‘우정’의 기반 

에 형성되고 있고, 더욱이 자기애자들은 헌신 인 것보

다 피상 인 맥락에서 잘 기능하기 때문에, 자기애자들
이 사회 인 연결을 통해 자기를 조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9]. 
한, 병리  자기애는 자기에 한 지나친 사랑의 기

에서 자기에 한 불확실감과 열등감이 있어서, 정

 자기상에 한 이나 실망이 있을 때 부 응 인 

방식으로 인 계에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

다[10]. 이런 병리  자기애가 SNS 독경향성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11]. 
한편, 일상에서 스트 스가 충동조 과 련이 있으

며, 개인의 안녕을 한다고 평가되는 스트 스 자체

보다는 그 자극을 다루는 개인의 인지  평가와 동일한 

자극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도가 

다른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하 다[12]. 
선행연구에서 스트 스 해소를 해 인터넷을 사용하

는 경우에 독의 험을 높이며, 결과 으로 더 큰 서비

스의 요구를 유발해 스트 스와 인터넷 독은 서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3-15]. 
특히 SNS가 휴 폰에 인터넷의 특성이 결합되어 인

간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사회

 지지에 한 추구를 많이 할수록 SNS 독 경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하 다[16]. 
그러므로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사회 지

지  스트 스는 인터넷, 스마트폰 독과 같은 충동조
과 련한 요한 변인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런 변인들을 함께 분석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

애, 사회 지지  스트 스 간의 계를 알아보고, 
향요인을 악하여 SNS 독경향성을 개선시키고 

리하는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SNS 독경향성,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 정도를 악하고, 각 변
수들 간의 상 계를 확인하고, SNS 독경향성 련 

향요인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
트 스  사회 지지 수 을 악한 다.

둘째,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와의 상 계를 악한다.
셋째, SNS 독경향성 련 향요인을 악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강원도 소재의 학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수집은 해당 학과의 학과장에게 
직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 고, 설문
조사를 허락받았다. 상자들에게는 윤리  측면을 고려

하여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
았다. 한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에게 연구의 자발

인 참여와 연구도 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

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 다.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총 390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해주었으며, 2016
년 9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자료가 수집 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로그램을 이

용하 으며, 효과크기는 간크기인 .15, 유의수  .05, 
검정력 .95를 기 으로 하 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상자 수는 320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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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설문지 390부  390부가 
회수되었고, 기술된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자료의 
5부를 제외한 385부(98.7%)의 자료를 분석하 다. 

2.2 측정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은 연령, 성별, 성 , 상담할 친구나 가족 
유무, SNS사용시간, 경제수 , SNS과다사용에 한 인
식, SNS사용 련 건강상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2.2.2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Cohen, Kamark & Mermelstein[17]이 
개발하 던 지각된 스트 스 척도를 Cohen & 
Williamson[18]이 요인 분석을 시행하여 단축형으로 수
정한 것을 Lee[19]가 번안하 던 척도를 이용하 다. 
‘  그 지 않다’의 1 에서부터 ‘항상 그 다’의 5  

까지로 5  Liker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
다. 이  4번, 5번, 7번, 8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되어 있
으며, 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 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Cohen & Williamson[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Lee[19]의 연구에서는 .83이었다. 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2.2.3 SNS 중독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SNS 독경향성 척도는 

Young[20]이 제작한 인터넷 독진단 도구의 8문항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만든 K척도[21]의 20문항을 근
거로 Oh[22]가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 다. 이는 총 11문
항으로 ‘  그 지 않다’ 의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의 4 까지로 된 4  Likert척도이다. 각 문항의 수
를 합산하여 첨수가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한다. Oh[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
는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94이었다. 

2.2.4 병리적 자기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Pincus와 Ansell[23]이 병리  자기애

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이다. 이 도구를 Yang과 
Kwon[2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 을 사용하 다. 
총 35문항으로 ‘  나 같지 않다’의 0 에서부터 ‘매

우 나 같다’의 5 까지의 6  Likert 척도이며, 수는 

총 문항의 평균을 사용한다. 체 수가 높을수록 병리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과 Kwon[24]
의 연구에서 PNI의 내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48로 나타났다.

2.2.5 사회적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과 Farley[25]이 개인이 
인지한 사회  지지정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로 Oh[22]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 다. 이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의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의 4 까지의 4  

Lilert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Oh[22]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alpha는 .911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9.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 고, 일반  특성, SNS 독
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 정도는 

기술  통계를 실시하 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 수 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 다. 상자의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 정도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 다. SNS 
독경향성 향요인을 악하기 해 다  공선성 진단 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3. 연구의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인 특성으로는 나이는 평균 21세 이
었고, 남학생이 207명(53.8%), 여학생이 178명(46.2%)
이었다. 성 은 상 수 이 50명(13.0%), 간수 이 

269명(69.9%), 하 수 이 66명(17.1%)이었다. 평소 상
담할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371명(96.4%),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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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SNS addiction tendency 

 N(%)  M±SD t(F)  p
Age(yr) 21.38±2.83 

Gender
Male 207(53.8) 1.66±0.52 26.525 0.000
Female 178(46.2) 1.93±0.51

Academic 
performance

High 50(13.0) 1.65±0.52 1.750 0.175
Middle 269(69.9) 1.81±0.54
Low 66(17.1) 1.80±0.50

With family
/friends

With 371(96.4) 1.79±0.53 0.289 0.591
Without 14(3.6) 1.86±0.65

SNS using time

Less than 30minutes(a) 40(10.4) 1.29±0.39 24.938 0.000
30minutes～less than 2hours(b) 179(46.5) 1.72±0.49 †(a<b<c.d)
2hours～less than 5hours(c) 123(31.9) 1.94±0.50
More than 5hours(d) 43(11.2) 2.09±0.50

SNS over usage
Yes 134(34.8) 2.07±.0.49 72.083 0.000
No 251(65.2) 1.63±0.49

Health Problem
Yes 49(12.7) 2.04±0.50 13.075 0.000
No 336(87.3) 1.75±0.53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6(4.2) 1.66±0.55 3.409 0.034
Middle 295(76.6) 1.83±0.52
Low 74(19.2) 1.66±0.56

†Scheffe's test for post-hoc comparison, SNS : Social network system

Table 1. Mean scores of SNS addiction tend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85)

우는 14명(3.6%)이었다. SNS를 이용하는 시간은 30분 
미만인 경우가 40명(10.4%)이었고, 30분 이상에서 2시
간 미만인 경우는 179명(46.5%), 2시간이상에서 5시간 
미만인 경우는123명(31.9%)이었고, 5시간이상인 경우가 
43명(11.2%)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SNS를 
과다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34명(34.8%)이
고, 그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51명(65.2%)로 나
타났다.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가 49명(12.7%)이었고, 그 지 않은 경우가 336명
(87.3%)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  수 은 상 수 이 

16명(4.2%)이었고, 간수 이 295명(76.6%)이었고, 하
수 이 74명(19.2%)로 나타났다[Table 1].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차이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 차이

는, 성별(F=26.525, p<.001), SNS사용시간(F=24.938, 
p<.001), SNS과다사용 여부(F=72.083, p<.001), SNS사
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유무(F=13.075, p<.001), 가
족의 경제  수 (F=3.409, p=.034)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SNS 독경향성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NS사용시간에 따른 차이는, Scheffe's test로 
검정한 결과로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SNS 독경향성

의 수가 높았다. SNS과다사용여부에 따른 차이로는 

과다사용하는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SNS 독경

향성의 수가 높았다.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
제 유무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학생이 그 지 않은 학

생보다 SNS 독경향성의 수가 높았다. 가족의 경제  

수 에 따라서는 간수 의 학생이 SNS 독경향성 

수가 높았으며, 상 수 과 하 수 의 학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대상자의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상자의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 정도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상자

의 스트 스는 병리  자기애(r=.345, p<.001)와 SNS
독경향성(r=.271, p<.001)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

내었으며, 사회  지지(r=-.133, p=.009)와는 유의한 음
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상자의 병리  자기애는 

SNS 독경향성(r=.425, p<.001)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  지지(r=-.195,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SNS 독경향성은 

사회  지지(r=-.196,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자는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 스가 높을수록, 병리  자기애가 높을

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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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ress
r(p)

Pathological narcissism
r(p)

SNS addiction tendency
r(p)

Social support
r(p)

Stress 1 .345
(.000)

.271
(.000)

-.133
(.009)

Pathological narcissism 1 .425
(.000)

-.195
(.000)

SNS addiction tendency 1 -.196
(.000)

Social support 1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38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145 .266 4.308 <.001

Pathological narcissism .329 .041 .335 8.098 <.001
SNS using time .143 .028 .222 5.138 <.001
SNS over usage -.292 .048 -.262 -6.135 <.001

Gender .169 .044 .159 3.856 <.001
Social support -.138 .045 -.125 -3.055 .002

Academic performance .085 .039 .088 2.196 .029
R2=.404, Adj. R2=.394, F=42.563, p<.001

Table 3. Variables influencing SNS addiction tendency (n=385)

3.4 SNS 중독경향성 영향요인

상자의 SNS 독경향성의 향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단계  회귀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을 시행하기  독립변수들의 다  공선성(Multi- 
collinearity)을 확인하기 하여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를 분석해 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이 0.848～0.980로 0.1
이상이었고, 분상팽창인자는 1.021～1.180로 10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해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
과 1.969로 나타나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특성에 따라 SNS 독경향성 차이를 나타낸 성

별, SNS사용시간, SNS과다사용 여부, SNS사용으로 인
한 건강문제 유무, 가족의 경제수 과 제 변수인 SNS
독경향성에 유의한 상 계를 보 던 스트 스, 병리  

자기애  사회  지지를 단계  회귀식에 포함하 다. 
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2.561, p<.001). 상자의 SNS
독경향성의 향변수로는 병리  자기애(β=.335, 
p<.001), SNS사용시간(β=.222, p<.001), SNS과다사용 
여부(β=-.262, p<.001), 성별(β=.159, p<.001), 사회  

지지(β=-.125, p=.002), 학교성 (β=.088, p<.029)로 나
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상자의 SNS 독경향성을 

3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고찰

본 연구는 학생의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 정도를 악하고, 각 변수들 간
의 상 계를 확인하고, SNS 독경향성 련 향요

인을 악하여 로그램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

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일반  특성에 따른 SNS 독경향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SNS 독경향성의 차이에서는 여

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는 Baek과 Cho[26]의 연구와 Kim[27]의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었으며, SNS 독경향성 개선을 

한 여학생을 상으로 한 다학제 인 로그램 재개

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자의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 정도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SNS
독경향성은 병리  자기애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

타냈는데 이는 Jo[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28, 29]에서 자기애  웅 성의 특징이 

강조되어지는 자기애 인 사람들이 SNS활동을 더 활발
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병리  자기애 성향이 강

할수록 SNS 단과 SNS에 한 집착이 나타나고 SNS
와 과잉소통하려하고, 그에 몰입하 으며, SNS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SNS 독경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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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연구결과[11]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한, SNS 독경향성과 사회  지지와의 상 계에

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선행연
구[22]에서 사회  지지와 SNS 독경향성과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

지 않은 결과이었다. 이런 연구결과의 차이를 분석해보
면, 본 연구의 상자들은 평균나이 21세의 학생이었
고, 선행연구[22]에서의 상자들은 25세 이하가 51%를 
차지하 으며, 26세 이상이 49%를 차지하는 일반인을 
상으로 한 연구이었기 때문에 상자의 특성이 연구의 

결과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두 집단을 
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SNS 독경향성과 스트 스는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Lim 등의 연구[30]에
서 스마트폰 독과 스트 스와의 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확인한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이었다. 한 

선행연구[31,32,33,34]에서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독의 험성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결과와

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학생들의 스트 스가 SNS
를 사용함으로써 스트 스에 해 처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므로, 이들의 SNS사용과 련된 폐해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므로[7-8], 이들이 off line 상에서 의사소
통할 수 있는 한 높이 맞춤식에 해당되는 로그

램의 개발이 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자의 SNS 독경향성의 향변수로는 병리  자

기애, SNS사용시간, SNS과다사용 여부, 성별, 사회  

지지, 학교성 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상자의 
SNS 독경향성을 3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SNS 독 경향성에 한 로그램에 

한 개발을 할 경우, 이런 변수들을 기반으로 한 로그
램의 개발이, SNS 독 경향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학생의 SNS 독경향성, 병리  자기애, 
스트 스  사회 지지 정도를 악하고, 각 변수들 간
의 상 계를 확인하고, SNS 독경향성의 향요인을 
악하여 SNS 독경향성을 해결하기 한 로그램개

발에 기 자료를 활용하기 한 연구이었다. 385명의 

학생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SNS사용시간이 

길수록, SNS과다사용 학생이,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족의 경제  수 이 간

수 에 해당하는 학생이 SNS 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들을 상으로 한 다학제 인 근을 통하여 

학생의 SNS 독경향성에 한 개선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 SNS 독경향성은 사회 지지, 병리  자기애 

 스트 스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므로, SNS 독경향성 감소를 한 로그램 개발 시 

이런 요인으로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SNS
독 경향성의 련 향요인으로는 병리  자기애, 

SNS사용 시간, SNS 과다사용 여부, 성별, 사회 지지 

 학교성 이었고, 이는 39.4%의 설명력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학생의 SNS 독경향성을 

개선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추후 SNS 독경향성의 개선을 한 로그램을 직  

용한 연구를 실시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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