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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은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변인들을 중
재하기 위한 여가스포츠 활동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과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에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른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조사도구는 서울·경
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4·5·6학년 287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기초로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
및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수면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면의 질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초등학생,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학교적응, 여가스포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and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287 samples were collected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s. Using the SPSS 18.0 progra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via the AMOS 18.0 progra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as the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smart phone addiction of elementary studen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leep quality. Second, this study shows that smart phone addiction of elementary studen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Third, this study shows that sleep quality of elementary studen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Fourth, according to the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of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and school adaptation.
Key words: Elementary student,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School adaptation, Leisure sport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시대의 스마트폰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명 기기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 기사 검색 등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
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스마트폰은 편리하고, 휴
대하기 쉽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역기능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써 사용되어지고 있다. 식당을 가보자. 혼자 또는 다른 사
람들과 식사도중 음식 맛을 음미하거나 서로 주고받는 대
화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식사를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각자 스마트폰을 통해

대표적인 형태로 스마트폰중독은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
널 증후군, 목 디스크, 눈의 피로, 시력약화 등의 신체건강
의 문제(Choi, 2010) 및 불안, 우울, 성격장애 등 정신건강
의 문제(Yoo & Yoo, 2015; Yun, 2014) 등을 발생시킨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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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특정한 대상에게 강박

의질이란 수면의 좋고 나쁜 정도에 대한 느낌이고(Cho,

적이고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며(Kim, 2013),

2011), 수면의 양, 수면에 대한 만족 등에 대한 개인의 평

스마트폰중독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 및 몰입으로 통

가로서 말할 수 있다. 수면은 인체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

제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이다
(Jung, 2016).

로 유지시키고 신체·정신적 피로의 해소 및 에너지를 충

스마트폰중독은 모든 연령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며(Kim, 2016a),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게

그 중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은 심각한 상태이다. 2010

한다(Lee, 2010a). 수면은 아동발달과 관련해서 신체적인
성장, 행동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인지적

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로 성인의 스마트

전시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폰 중독률 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 기능, 학습, 주의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Tak et a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b). 2015 청소년

2011; Anders & Eiben, 1997), 신체적 성장이 급속도록 일

통계에 따르면 10대 스마트폰 중독은 2011년 11.4%, 2012
년 18.4%, 2013년 25.5%, 2014년 29.2% 등으로, 점차 증가

어나는 시기인 청소년기는 수면이 평생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Kim, Kim, & Cho, 2016; Lamberg, 2009),

추세에 있으며,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다
(Statistics Korea, 2016). 또한 2014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은 인터넷 중
독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스마트폰중독

아동의 발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은 기존 인터넷 중독보다 중독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말
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4). 이렇
듯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중독에
빠지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5).
특히 초등학생의 시기는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부모
로부터 벗어나 사회를 경험하는 장소로써 학교를 통해
규범을 준수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넓히며, 삶에 필요
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 사회화 과정에 있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응이란 개인이 자

그러나 국내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46.1%가 취침 전 스
마트폰을 가까운 곳에 놓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잠
을 자는 강박적인 형태를 보이며(Lee & Lee, 2012), 스마
트폰중독은 수면시간을 단축시키고, 만성수면부족 등
(Park et al., 2016), 수면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
면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나 능력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여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되고 이것은
결국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킨
다(Carskadon, 1990; Choi, 2012). 수면 장애는 행동, 정서,
주의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소아들의 수면의 역
할에 따라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며(Gozal, 1998; Tak et al.,

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자 환

2011), 수면은 인간의 전반적인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하
다(Kim & Lee, 2011). 이러한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의질에 따라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중독은

경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며(Kim, 2016b),
학교적응이란 학교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적절하게 수
용하는 과정이다.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등학생들이 수면의질을 개선하고 학교적응
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 활용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친구들과 일상을 나
누고, 정보 공유나 활용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사회화 과
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통
제나 충동성 조절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의 지나
친 사용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
사회성을 가로막으며(Shin & Beak, 2015), 정상적인 생활
을 방해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유지를 저해하고(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Byun & Kweon, 2014; Kang & Park, 2012).
한편, 최근 사람들의 수면에 대한 관심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면 경제학, 필로 필터라는 신조어까지 발
생 시켰다. 수면은 주변을 인지할 수 없고 자극에 무반응
하는 행동 상태이다(Gillin, Zoltoski, & Salin, 2000). 수면
2017, Vol. 21, No. 6

방법 중 여가스포츠의 자기조절(Lee, Kim, & Hwang, 2013)
및 통제(Roh, 2015) 등의 긍정적 요소는 스마트폰중독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제가 되고(Oh et al., 2015), 정신
적 안정 및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Lim et al., 2015), 사회
적으로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Kim
& Lee, 2011) 등 신체적(Kim, Han, & Lee, 2017; Kim,
2017), 정신적(Park, Yoon, & Han, 2016; Shin, 2016), 사회
적(Lee, Woo, & Hwang, 2016; Lee, Won, & Park, 2016) 다
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스마
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적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4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36.7%만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
였고(Statistics Korea, 2015),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668

김유식 · 이솔잎

여가활용에(복수응답) 있어 TV시청(59.5%), 컴퓨터 게임,

사용하는 모습은 우리생활의 일상이다. 그러나 과도한 스

인터넷 검색 등(48.5), 휴식활동(42.5%) 등 휴식적 활동의

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한 중독 현상은 신체(Jeong, 2017),

여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은 14.7%로(Statistics

심리(Lee & Bae, 2017), 사회(Seo & Bang, 2017) 등 많은

Korea, 2016), 여가스포츠 활동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휴식적 여가활동은 좋지 않고, 활동적 여가활동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휴대 용이성과 사용 편리성으로 인해 아무리 많은 시간

이 좋다는 논리는 아니다. 여가는 휴식적이던 활동적이던

을 사용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성이 생기며 사용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지 여

지 않게 되면 금단현상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장애가 유

가의 긍정적 기능 속에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학교적응

발된 상태를 의미한다(Ministry of Science, 2014; Shin,

을 위한 방안으로 여가스포츠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2017).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중독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것이다.
종합적으로 스마트폰중독, 수면은 최근 가장 대두되는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 습관적으

사회 현상이고,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적응은 아동의 학습

어질 때 나타나는 불안, 초조 등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 현
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발달 및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 바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가스포츠는 초등학생의 발달과정에 긍
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최근 여러 연구
·발표에서 스마트폰중독 및 학교적응에 관하여 언급되어
왔으나, 수면과 관계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대상의 스마트폰중독, 수
면의질 및 학교적응 등의 변인들과 스포츠에 대한 연구
·발표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
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규명하고, 여가
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라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

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 스마트폰이 사용이 제한되

스마트폰중독과 수면의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
르면, Kim, Kim과 Cho(2016)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
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고, Choi(2015a)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중독정도가 높
을수록 수면의질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Kim et
al.(2014)은 스마트폰 사용 중독은 과도한 불안 및 강박 증

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비교하여, 여가 및 초등교
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을 초래하고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켜 수면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 하였고, Knutson과 Lauderdale
(2009)은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다(Lee et al., 2013). 이상

2. 연구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수면의질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
로써 스마트폰중독을 말하며, 스마트폰중독의 수준이 높
을수록 수면의질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설 1,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수면의질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학교적응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초등학생의 수면의질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학교적응
의 관계는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3. 이론적 배경

가. 스마트폰중독과 수면의질의 관계
스마트폰은 신속한 정보전달, 영화나 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의 향유 등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며 삶
의 모습을 바꿀 만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Ahn,
2017). 특히나 SNS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루 일과처럼 스마트폰을

나. 스마트폰중독과 학교적응의 관계
대한민국 교육기본법(2007) 제 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
라 말한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가정과 함께 가장 많은 시
간을 소비하는 장소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처럼 의무교육에 따라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
교의 9년이란 시간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 공간은 사회를 경험하기
이전 작은 사회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에
서 요구되는 사회규범을 배우고(Lee, 2017), 변화하는 환
경에 적응을 높이기 위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Kim & Ju, 2010),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 과정이며, 생활이라 할 수 있다.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
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이고 역
동적인 과정이라 한다(Park, Choi, & Min, 2017).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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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될 수 있다.

하는 정도, 학교라는 환경 속에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수면의질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정도, 학교 수업에 관련된 사항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도,

Kim과 Chung(2016)은 충분한 수면 시간은 학교적응에 있

선생님과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해나가는 정도로써
정의 될 수 있다.

활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수면의 질과 양이 확보되어야 한

스마트폰중독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

다고 하였다. Im과 Ree(2013)는 충분한 수면은 깨어 있는

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고, Yu와 Kim(2015)은 학교생

르면, Ju와 Cho(2015)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중독은 학교적

동안 각성상태를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의

응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며, 스마트폰중독이 높을수
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아진다 하였고, Kim, Chung과

능률 저하, 안정성 저하, 피로감 증대 등을 발생하는 것으
로,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야기한다 하였고, Beebe(2011)는

Lee(2014)는 휴대폰의 지나친 사용 때문에 공부 및 학업

수면은 아동기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이

등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는 생활 장애를 나
타내기도 한다 하였다. Choi, Lee와 Ha(2012)는 스마트폰

요소로써 불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문제, 정서적 문제, 학
교적응 등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중독은 고립된 생활을 즐기며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였다(Kim & Chung, 2016).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것으로, 스마트폰중독이 심하면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말하였고, Yun et al.(2011)은 스마트폰중독은 통제

학교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써 수면의질을 말하며,
충분한 수면의 양과 질은 일상생활 및 적응을 높이는 요
소로써 판단할 수 있다.

력이 저하되고 충동적 반응을 보이거나 스마트폰이 없으
면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 등의 일상생활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
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교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
로써 스마트폰중독을 말하며, 스마트폰중독의 수준이 높
을수록 학업, 친구관계, 일상장애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
게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수면의질과 학교적응의 관계
인간은 밥을 먹듯 누구나 수면을 취한다. 단순히 수면
이란 잠을 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음식물을 섭취
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질이 달라지듯이 수면 또한 ‘잠을
잤다’는 일차원적 입장을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수면은
행태에 따라 우울(Cho & Hwang, 2017), 스트레스(Kang,
Hong, & Jung, 2017), 피부질환(Kim & Kim, 2017), 두통
(Yu, 2017) 고혈압(Gottlieb et al., 2006) 등의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에너지를 충전시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며(김영선,
2017), 건강을 유지시켜(Oz, Arslantas, Bugrul, Koyuncu, &
Unsal, 2015). 생활만족(Ju & Kim, 2017), 삶의 질(Jeon &
Song, 2017) 등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인간의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써 판단할 수 있다. 이러
한 수면은 여려 선행연구(Chung & Lee, 2017; Han, 2017)
를 통해 수면의 양을 나타내는 객관적 형태와, 수면의 질
을 구성하는 주관적 형태도 구분하여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면의질은 지속하여 수면을 취하는 시간, 수면을 취하는
동안 깨는 횟수, 수면을 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잠을
깬 후 다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
인 개념과 수면을 취한 후 느끼는 피로함, 개운함, 편안함
등의 개인이 느끼는 수면에 대한 만족감의 개념으로 정
2017, Vol. 21, No. 6

라. 여가스포츠 활동과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
교적응의 관계
현 시대가 여가의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
실이며, 여가의 중요성은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러
나 역설적으로 여가의 풍요의 시대 속에 그에 대한 활용
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평일 대부분의 여가활동은 다양한 학원 수강이나 TV프
로그램 시청, 또는 컴퓨터 게임으로 여가활동을 소비하고
있다(Choi & Lee, 2017). 현대의 가장은 바쁜 일 때문에 가
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자신의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장으로서 의무화된 여가를 보낸다
(Nam & kim, 2012).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여가의 활용은
어떻게 보낼지 모르며,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재
앙이라고 까지 말한다(Kim, 2011b). 그러나 여가의 자유,
즐거움 등의 요소를 누리며, 삶의 질, 생활만족, 행복 등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Ahn, 2017;
Kwon & Shin, 2017; Lee & Hwang, 2017; Song, Chun, &
Lee, 2017)은 통해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신체적 여가활
동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
구들(Rim & moon, 2017; Sung, Byun, & Nam, 2017)은 보
고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
응은 현 시대에 아동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설명하
고 있다. 또한 여가스포츠의 활동은 건전한 성인으로 성
장하기 위한 밑바탕을 제공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Han, Kim과 Lee
(2012)는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
하고 중독 정도를 경감시킨다고 하였고, Kim(2015a)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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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동은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문

초등학생들은 312명이였으나, 그 중 일정한 규칙에 의한

제 상황을 감소시키거나 해소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응답, 부실한 응답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25명의 자료를

Kang(2011)은 신체활동은 수면과 더불어 건강증진을 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87명의 자료를 활
용하였다.

한 요소로,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
킨다고 하였고, Park et al.(2015)은 꾸준한 신체활동은 수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 4·5·6학년으로 선정한 것은

면과 자율신경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시기 아동은 인지 발달로 인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Kim, Kim과 Choi(2016)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얻는 성취

사고가 가능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감, 만족감,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객관적인 자아지각을 통해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Kang, Kim, & Yoo, 2011) 모집단으로 선정하

영향을 미친다 하였고, Park과 Kang(2016)은 스포츠 활동
은 자신감, 자기조절력, 성취향상성 등을 함양하며, 학교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종합해보면, 여가스포츠 활동은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2. 조사도구

등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에 적응을 높이는 요소로써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여가스포츠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문항들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행연구 및 탐색
적 요인분석에 근거하여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여가
참여 유무의 문항을 제외한 28문항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scale
방식을 이용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중독 설문지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a)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 스마트폰중
독 진단척도를 토대로 Jung(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스
마트폰중독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스마트중독은 일상생활 5문항, 내성
4문항, 금단 4문항 등의 3개요인 13문항 중 탐색적 요인

이 연구의 대상은 2016년 10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소재의 초등학교 4·5·6학년을 모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집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고, 서울, 경기도 소재의 보
습학원, 유소년 스포츠센터,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의 시
설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관계자
의 협조 하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참여한

Table 1. Demography
Variable

Division
Male
Female
4th grade
5th grade
6th grade

Gender

Grade

Percentage
60.3
39.7
27.5
39.4
33.1
53.0
12.9

Hapkido

28

09.8

Soccer
Basketball
Inline skate
Swimming
Magic tennis
One-time
Twice
More than tree times

25
17
12
09
07
33
84
18
2870

08.7
05.9
04.2
03.1
02.4
11.5
29.2
06.3
100.00

Inactive
Taekwondo

Events
Leisure

Active

Number of participation
per week
Total

(N=287)
Frequency
1730
1140
79
1130
95
152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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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은 무업입니까?’라는 질문에 스포츠 참여활동,

일상생활 3문항, 내성 3문항, 금단 3문항 등 총 9문항으로

취미오락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문화예술관람 활동,

구성하였다.

문화예술참여 활동, 관광 활동의 예시를 제시하고, 스포

나. 수면의질
수면의질 설문지는 Oh, Song과 Kim(1998)이 개발한 수
면측정도구 A를 토대로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 사용
한 수면의질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수면의질은 수면양상 6문항, 수면평
가 4문항 등의 2개요인 10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 시 요
인 적재값 .50이하를 가진 문항을 제거한 후 수면양상 4
문항, 수면평가 3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참여로 구분하였다. 또한 여가스포츠 활동의 종목은 개방

츠 참여활동은 여가 참여, 그 외에 나머지 활동은 여가 비

다. 학교적응
학교적응 설문지는 Kim et al.(2008)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토대로 Kim(2015b)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설문지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학교적응은 학교친구 5문항, 학교생활 5문항, 학
교공부 5문항, 학교교사 5문항 등 4개요인 20문항 중 탐색
적 요인분석 시 요인 적재값 .50이하를 가진 문항을 제거
한 후 학교친구 3문항, 학교생활 3문항, 학교공부 3문항,
학교교사 3문항 등의 4개요인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
이 연구에서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관해, 2014 국민
여가활동조사(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와 Lee, Yang과 Han(2015)의 연구를 이 연구의 목적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는 ‘자신이 우선적으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형으로 제시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가.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kaiser-meyer-olkin(KMO)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
다. 그 내용은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이 직각회적방
식(varimax)을 이용하여, 고유값 1.0 이상, 요인값 .50 이상
문항을 선택하였고, KMO값은 .50 이상, barlett의 경우 p
< .05 이하로 요인분석을 수행해도 괜찮은 상관이 존재하
며, 개념타당도(content validity)을 나타내는 총 분산이
6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렴 및 개념 타당성을 확
보하였다. 또한 cronbach’s α의 결과 .726~.896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측정모형을 통해 설정된 변수
들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그 내용은 Table 5와 같이 스마트폰중
독(smart phone addiction)은 일상생활(living obstacle), 내
성(tolerance), 금단(withdrawal symptom)의 두 가지 측정
변수로 구성되었고, 수면의질(sleep quality)은 수면양상

Table 2.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mart phone addiction
Question

Living obstacle

Tolerance

Withdrawal symptom

h2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려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
스마트폰의 자주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들음
스마트폰 사용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습관
스마트폰을 그만해야지라고 생각 하면서도 계속함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함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해짐
스마트폰을 사용 못할 때 정신이 없음
스마트폰이 없으면 견디기 힘듦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Cronbach’s α

.894
.890
.883
.173
.168
.247
.190
.171
.303
02.647
24.309
24.309
.758

.232
.206
.120
.822
.807
.776
.264
.364
.321
02.364
22.170
46.479
.801

.216
.090
.326
.161
.298
.363
.845
.769
.728
02.287
21.411
67.891
.816

.899
.842
.901
.773
.769
.795
.820
.753
.74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t = .87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2779.740, df = 36, sig.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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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leep quality
Sleep
Sleep
Question
quantity estimation
.906
.115
자다가 많이 뒤척임*
.065
자다가 깬 후 다시 잠들기 어려움* .894
.820
.226
자다가 자주 깸*
.780
.309
잠드는데 오래 걸림*
.086
.874
밤잠이 충분하지 않음*
.188
.866
아침에 깬 후에 계속 졸림*
.239
.849
아침에 깼을 때 피곤함*
Total
02.999
02.397
% of variance
42.848
34.238
Cumulative %
41.848
77.087
Cronbach’s α
.892
.85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t = .78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1833.316, df = 21, sig. = .000
*reverse treated question

h2
.834
.803
.724
.704
.770
.785
.777

(sleep quantity), 수면평가(sleep estimation)의 두 가지 측정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은 학교
친구(school friend), 학교생활(school life), 학교공부(school
study), 학교교사(school teacher)의 네 가지 측정변수로 구
성되었다. 각 요인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factor loading) 및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50 이상,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70 이상으로(Kim, 2010)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10 이하로(Lee & Kim,
2011)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CFI, TLI 및 RMSEA 지
수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고려한다는 점 때문에
권장되고 있다(Bae, 2007).

다. 상관관계 분석
집중 타당도가 검증된 요인들에 대해 각 요인들 간의

Table 4.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chool adaptation
Question

School friend
.867
나는 친구들과 쉽게 사귐
.865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을 많이 알고 지냄
.828
나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보냄
.097
나는 학교생활이 즐거움
.101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사용함
.133
나는 학교에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함
.098
나는 숙제를 잘 해옴
.043
나는 평소에 공부를 함
.061
나는 수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함
.023
나는 선생님에게 나의 고민을 말함
.039
선생임은 배울 점이 많음
.107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음
Total
02.251
% of variance
18.760
Cumulative %
18.760
Cronbach’s α
.72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t = .82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1053.374, df = 66, sig. = .000

School life
.135
.125
.073
.884
.841
.817
.037
.004
.039
.020
.027
.071
02.204
18.370
37.130
.748

School study
.009
.082
.172
.050
.149
.128
.879
.813
.702
.174
.145
.214
02.038
16.980
54.110
.801

School teacher
.111
.161
.109
.123
.176
.144
.165
.267
.312
.820
.796
.617
01.892
15.765
69.876
.821

h2
.770
.773
.691
.794
.726
.706
.789
.734
.696
.699
.674
.637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School adaptation

Living obstacle
Tolerance
Withdrawal symptom
Sleep quantity
Sleep estimation
School friend
School life
School study
School teacher

Estimate
.606
.621
.727
.844
.604
.734
649
.617
.790

s.e
.263
.224
.218
.343
.237
.336
.298
.248
.397

c.r

ave

.844

.645

.783

.650

.859

.616

x2 = 55.505, df = .24, p = .000, x2/df = 2.313, GFI = .922, TLI = .968, RMSEA. =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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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analysis
Factor
Living obstacle
Tolerance
Withdrawal symptom
Sleep quantity
Sleep estimation
School friend
School life
School study
School teacher

1
a
.645**
.424**
.552**
-.437**
-.452**
-.583**
-.239**
-.307**
-.282**

2
.645**
.421**
-.518**
-.434**
-.451**
-.160**
-.497**
-.306**

3

4

5

6

7

8

9

a

a

.645**
-.452**
-.422**
-.520**
-.112**
-.336**
-.174**

a

.650**
.296**
.439**
.190**
.562**
.275**

a

.650**
.422**
.231**
.230**
.245**

a

.616**
.304**
.392**
220**

a

.616**
.326**
.285**

a

.616**
.426**

a

.616

a

.평균분산추출지수
**p < .01
Table 7. Research model fit
x2 /df
55.505/24

Result
Criteria

Q
2.313
≤3.0

CFI
.922
≥.90

TLI
.968
≥.90

RMSEA
.054
≤1.0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변

율화를 위해 문항묶음(item-parceling)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들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하였다. 그 내
용은 Table 6과 같이 각각의 변인들이 .70보다 작고, 유의
수준(p<.01) 내에서 상관을 보이므로 다중공선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Kline, 2011), 각 요인의 상관

사용된 외생변수인 스마트폰중독(smart phone addiction)
과 내생변수인 수면의질(sleep quality)과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경로를 포함하는 모델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계수의 제곱보다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높게 나타남으로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Table 7
과 같이 x2=134.971, CFI=.922, TLI=.968, RMSEA=.054 로

4. 자료처리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키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제
시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

이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및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AMOS 21.0 프로그램을

에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모형은 동일
한 잠재 개념들을 서로 가지고 있으며, 내포모형의 관계
에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
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모형의 적합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
어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이 검증되었기에 측정효

2. 연구모형 검증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설정된 변수 간의 영향력 검증결과는 Table 8와 같이 초등
학생의 스마트폰중독(smart phone addiction)은 수면의질
(sleep quality)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estimate
=-.759, p<.001),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smart phone
addiction)은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stimate=-.530, p<.01), 초등학생의 수

Table 8. 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Hypothesis
h1
h2
h3
*

smart phone addiction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p < .05, **p < .01, ***p < .001

2017, Vol. 21, No. 6

Path
→
→
→

sleep quality
school adaptation
school adaptation

Estimate
-.759
-.530
.312

s.e
.133
.113
.080

t-value
-7.851***
-3.190**
2.062*

Result
adoption
adoption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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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research model
Smart phone addiction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Path
→
→
→

Sleep quality
School adaptation
School adaptation

Direct effect
-.759
-.530
-.312

Indirect effect
-.237

Total effect
-.759
-.767
-.312

Figure 1. Structural model

Figure 2. Structural model in leisure sport participation

면의질(sleep quality)은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estimate = .312, p < .05) 초등
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은 관계가 있

가. 여가스포츠 참여 초등학생의 연구모형 검증
Table 10은 여가스포츠 참여 초등학생의 152명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이다. x2 = 22.544, df = 24, CFI = .996,
TLI = .942, RMSEA = .051 등 모든 적합도 지수가 평가기
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에서 여가스포츠 참여 초등학생의 경우 스마트
폰중독(smart phone addiction)은 수면의질(sleep quality)에
-.744의 직접효과(direct effect)가 있었고,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에 -.430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288의 간
접효과(indirect effect)가 있어 스마트폰중독(smart phone
addiction)은 학교적응에 -.718의 총 효과(total effect)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질(sleep quality)은 학
교적응(school adaptation)에 .387의 직접효과(direct effect)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설검증 내용에 근거
한 결과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smart phone addiction)은 수면의질(sleep quality)에 -.759의 직접효과(direct
effect)가 있었고,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에 -.530의 직
접효과(direct effect)와 -.237의 간접효과(indirect effect)가
있어 스마트폰중독(smart phone addiction)은 학교적응에
-.767의 총 효과(total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면의질(sleep quality)은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
에 .312의 직접효과(direct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설검증 내용에 근거한 결과 모형은 Figure 1와
같다.
3. 초등학생의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른 연구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
른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적합도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중
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 관계와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적
응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나. 여가스포츠 비 참여 초등학생의 연구모형 검증
Table 12은 여가스포츠 비 참여 초등학생의 135명에 대
한연구모형의 적합도이다. x2 = 25.891, df = 14, CFI = .941,
TLI = .927, RMSEA = .065 등 모든 적합도 지수가 평가기
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에서 여가스포츠 비 참여 초등학생의 경우

Table 10. Research model in leisure sport participation fit
x2/df
22.544/24

Result
Criteria

Q
1.079
≤3.0

CFI
.996
≥.90

TLI
.942
≥.90

RMSEA
.051
≤1.0

Table 11.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research model in leisure sport participation
Smart phone addiction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Path
→
→
→

Sleep quality
School adaptation
School adaptation

Direct effect
-.744
-.430
-.387

Indirect effect
-.288

Total effect
-.744
-.718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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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earch model in leisure sport non-participation fit
x2/df
25.891/24

Result
Criteria

Q
1.022
≤3.0

CFI
.941
≥.90

TLI
.927
≥.90

RMSEA
.065
≤1.0

Table 13.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research model in leisure sport non-participation
Smart phone addiction
Smart phone addiction
Sleep quality

Path
→
→
→

Sleep quality
School adaptation
School adaptation

Direct effect
-.786
-.515
-.305

Indirect effect
-.240

Total effect
-.786
-.735
-.305

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Kim, Jeong과 Kwon(2016)
은 불필요한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낮을수록 수면의질이 높아진다고 하였

Figure 3. Structural model in leisure sport non-participation

스마트폰중독(smart phone addiction)은 수면의질(sleep
quality)에 -.786의 직접효과(direct effect)가 있었고, 학교
적응(school adaptation)에 -.515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240의 간접효과(indirect effect)가 있어 스마트폰중독
(smart phone addiction)은 학교적응에 -.735의 총 효과
(total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질
(sleep quality)은 학교적응(school adaptation)에 -305의 직
접효과(direct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가
설검증 내용에 근거한 결과 모형은 Figure 3과 같다.

IV. 논

의

이 연구는 초등학생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
응의 관계를 규명하고,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른 스
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으며, Hong, Kim과 Park(2016)은 대다수 대학생들의 수면
이 스마트폰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또
한 Lee et al.(2014)의 연구에서 수면의질이 낮은 군은 취
침 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고 인식하였고, 수면의질이 높은 군은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수면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
며, 이는 취침 직전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수면의질이 낮
은 군에게는 스마트폰 사용경험을 통하여 수면의질을 저
하시키는 요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중독은 수
면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의 사용 및 수면의 시간 등의 일
상생활은 부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
로 부모의 지도 속에 정해진 시간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고, 적당한 취침습관을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며,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중독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자기통제 및 자기조
절이 부족한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의 편리성, 즉흥성,

그 결과,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은 관계하
고,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른 스마트폰중독, 수면의
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충동성, 중독성 등의 요소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어지럽
힐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것들을 행
하지 못하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것으로 판단

첫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수면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은 중독을 야기하고 수면의 양 또는 수면의 만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면의질을 저하시

Park(2016)은 스마트폰중독은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이
며, 아직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혼란 등을 야기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

할 수 있다.

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ark(2017)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
사용은 수면장애를 유발하기 쉬우며, 수면부족 및 수면장

고, Kim(2015c)은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반면 자기통제력,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는
사용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Ha와

애가 지속될 경우 건선 피부염 증상까지 악화시킬 수 있

Beak(2014)의 연구에서 과한 스마트폰 사용은 마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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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Kim, Chung과 Lee(2013)

교적응의 관계는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는 즉시성, 적소성, 관계성, 정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이라는 사용자 측면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유발되고
일상생활장애를 높인다고 하였으며, Ko, Lee와 Kim(2012)

스포츠 활동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광범위하며
특히, 스마트폰중독과 같은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문제

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은 기존의 가치를 뛰어 넘어, 스마

상황을 감소시키거나 해소하는데 매우 유용하며(Kim,

트폰중독은 수업시간, 시험공부 등의 학교생활에 상당한

2015a), 청소년기 인성형성에 긍정적 영향으로 과도한 스

지장을 준다고 하며,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마트폰 사용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Ji, 2015). 또한 지

초등학생 시기는 학교를 통해 자신의 경험들을 축적하

속적인 신체활동은 정서와 수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과정 속에 정체성 확립 및 사회화

(Kim, 2012a),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요인으로(Kang,

과정의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단순하고,
즉각적인 응답형태는 사고를 방해하고 정체성의 혼란 및

2010),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신체적 활동은 스마트폰중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부모 또는 학
교 및 관련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의 올바른 사용법 및 중독 이용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스
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을 만듦으로써 스마

독(Kim, Han, & Park, 2014; Seo & Kim, 2015)을 중재하고,
수면의질을 높이며(Kwon et al., 2015; Lee, 2010b; Park &
Park, 2011), 학교적응을 돕는 것(Hong & Lee, 2015; Kim,
2014b; Kim, 2014a)으로 말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스마트폰중독은 자기조절 능

트폰중독에 대한 정보 및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의 의
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수면의질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문제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력이 낮은 초등학생들에게 통제력을 상실하고 중독에 빠
지게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여가스포츠 활동은 규칙을 준

행동을 야기하며, 정석적 안정감을 저하 시킬 것이다. 이
러한 문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초등학생의
사람들과의 관계, 학업 성취, 학습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
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면의질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도움을 줄 것이다. 수면의질은 수면에 대한 양과 만족이
라 할 수 있다. 기상 시 자신이 느끼는 경험으로 얼마나
숙면을 취했는지에 대한 요소로써, 수면을 방해하는 우울,
불안, 긴장 등(Park & Kim, 2017; Yun, 2016)을 여가스포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hoi(2015b)는 수면은 뇌가 학습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된 정보를 기억하고 인출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

츠 참여를 해소하고(Hong & Lee, 2017; Lee & Kim, 2016)
적당한 피로 및 신체활동을 통해 수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좋아
하는 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쁨, 즐거움, 성취 등

행하는 것으로, 수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습에 문제가

수하고 친구들과 협력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Bae(2014)은 수면문제는
신체·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과 부
적응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You와 Cho(2014)는 수면
의질은 사회·정서·인지의 발달을 높이는 것으로 예측된

의 긍정적 정서를 경함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림, 협동
및 존중의 과정 속에 스포츠의 규칙 및 바람직한 가치를

다고 하였고, Kim과 Song(2007)은 수면은 정신 건강과 학

로 판단된다.
비록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
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가스포츠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비
함으로 직접적으로 여가스포츠 활동과 변인들과의 관계

업 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였다. 또한 Choi
(2012)은 청소년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수면을 취하는 것
은 단순이 우울감을 감소하거나 자기보호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현재
삶은 물론이고 미래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교
생활 적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 하였고, Bates

내면화하면서 여가 사회화를 통해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

한 연구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여가스포츠 활동이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고,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수준을

et al.(2002)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의 연구

높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
교적응이 관계할 것이라는 결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가

에서, 학교생활에 적응에 관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
는지’, ‘학습에 열의가 있는지’, ‘충동조절이 잘 억제할 수
있는지’ 등에서 수면 패턴과 관계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그만큼 아이들의 수면은 학교생활 전반에 중요하다 하며

스포츠 활동은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
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의 사용은 초등학생의 관심, 흥미, 재미
등을 이끌어 나타내는 현상일 것이다. 과거, 초등학생들

(Song, 2014),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은 동네 또는 학교 친구들과 놀이터 또는 넓은 장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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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비 확률표집의 방식이 그러하듯이 표본에서 얻을 수

들은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놀이 등 공동의 즐길 거리를

있는 정보는 모집단에게 일반화되기 힘들며, 전체 초등학

추구하고, 적당한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및 신체욕구

생에 대하여 연구 결과의 의미를 대표하기는 조심스럽다.

등을 해소하며, 사회적 적응을 높였다. 그러므로 현 시대
의 초등학생의 재미, 흥미, 관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여가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수면과 관계한 정확한 실험 연구

스포츠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높일 수

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에 대한 종합적인 의미를 고찰

및 다양한 양적 연구를 종합하여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

있는 방안을 계획하며,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여가스포츠

춘 지도자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
를 통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정적인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만, 수면의질이 매개변인으로

통하여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써 학교적응을 향상 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

있는 연구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등

이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중독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 및 적용하여 수면의질을

는 단순히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V. 결론 및 제언

수를 통한 관계모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여
가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
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 연구는 초등학생 스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
응의 관계를 규명하고, 여가스포츠 참여 유무에 따른 스
마트폰중독, 수면의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단정 짓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집단에 대한 현상을 비교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집단 분석은 모집단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대
해서 상황 간에 일반화를 시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스마트
폰중독은 수면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
트폰중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면의질의 수준이 낮아짐
을 의미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은 학교적응

두 개 집단의 경우 구조모형 내의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
성 제약을 가한 후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간 x2 참이 검증
을 실시하고 경로계수의 동일성을 비교하기도 한다(배병
렬, 2014). 따라서 조금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식의 절차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중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수면의질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
면의질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높아짐을

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수면의
질 및 학교적응의 관계는 여가스포츠 참여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스포츠 활동은 초등학생

Ahn, B.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leisure support, leisur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among leisure activity participa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5), 485-496.
Ahn, H. (2017). The effects of personal, environmental,
smartphone characteristics factors on the smartphone
addiction degrees and daily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39-50.
Anders, T. H., & Eiben, L. A. (1997). Pediatric sleep disord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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