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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트레스가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
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564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 및 긍정심리자본과
부적 상관, 스마트폰 중독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학교생활적응은 긍정심리자본과
정적 상관, 스마트폰 중독과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는 긍정심리자본
을 부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학
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을 부
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
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 학
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스마트폰 중독, 학교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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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지적, 정서
적, 신체적, 사회심리학적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가정,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도전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된다. 특히 신체변화,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오는 혼란, 또래집단과의 갈등으로 인한
성숙과정과 관련된 스트레스, 부모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대학입시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매우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과 연관되어 문제행동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
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인간관계, 학업성적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2013)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학
교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청소년 모두 학교스트
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순, 엄인숙(2013)이 대
구지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mpel과 Peterman(2006)이 10~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지
각한 스트레스가 높으면서 그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정서적ㆍ행동적으로 여
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켜 결국 학교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밝히면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스
트레스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은 여러 가지 교육적 기회를 잃게 할 가능성이 크고, 교육기회의 상실은 성인기 삶의 질에
큰 영향(정만득, 2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문
제행동으로 발전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
다(성순옥 외, 2013; 김연순, 엄인숙, 2013; 서보준, 김명자, 2010, 이예승, 2004).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
지가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여 누구나 학교생활적응에 어려
움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교
생활에 대체로 잘 적응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청소년들이 많이 발견(이숙재, 2010)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Rutter(1987)는 위험요인에 의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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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발달을 이
끌어내는 것이 보호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위험 상황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
을 적절히 잘 해소함으로써 스트레스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에 적응하도
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기보다는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호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과 위험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청소년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위험요인으로 스마트
폰 중독을 선정하여 이들이 매개변수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긍정심리자본은 Seligman에서 출발하였다. Seligman(1998)은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는 정
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직업이나 학업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하였다.
이후 Luthans(2002)가 개인의 긍정적 심리에 관한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는데, 그는 자기효능
감(self-efficacy), 희망(hope), 탄력성(resilience), 낙관주의(optimism) 등 네 가지 개념들이 성취
와 성공을 향한 개인의 긍정적인 인지상태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으며, 그 후 네 가지 구성
개념을 통합한 상위구성개념으로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이호영, 2012;
Luthans, & Youssef, 2004). Martin, Kuiper, Olinger와 Dance에 의하면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일상적 또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아개념(self-concept)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심리적 매커니즘(최은찬, 2013에서 재인용)으로, 과업이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공
이나 성취에 대해 긍정적인 개인의 동기부여적인 역량을 의미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
를 의미한다(안지현, 2013; 이동섭, 최용득, 2010; 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국내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정은영, 2013)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
감, 희망, 낙관성, 탄력성(복원력) 등의 긍정적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Bandura(1986)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습자들보다 더 분발하여 상황에 적응하고 더 오랫동안 지속하며 수행 수준이 높
다고 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 교우관계, 규칙준수,
행사 등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
활적응이 높다(신용배, 1994; 정수애, 1998; 정윤진, 2003; Chemers, Hu, & Garcia, 2001)고 일
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희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희망이 높은 학생은 희망이 낮은 학생보다 자
신감이 강하고 활기 있고 목표에 도전하는 힘이 강하며, 또한 희망이 높은 학생들은 친구와
의 관계에서 긍정적이며 타인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한다(Snyder, Harris,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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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yder, Hoza, et al., 1997). 조한익(2012)과 Kwon(2002)의 연구에서도 희망이 높은 학생이 적
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희망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적응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마다 효율적인 적응을 위하여 상황의 필
요에 따라 충동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
(Block & Kremen, 1996). 즉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서든 충동을 통제하고 필요
에 따라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변인으로 작용하여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효
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이수현, 최해림, 2007). 이러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연
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곽민경, 서보준, 2011; 문은식, 2012; 이수현, 최해림, 2007). 박연수
(2003)는 청소년기가 심리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어내는 시
기로 자아탄력성이 부정적인 압력을 완화시키는 성격적 특성이나 환경적인 보호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보았으며 구자은(2000)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반응인 정서성과 상황적 요
구에 알맞은 융통성 있는 행동, 문제해결 책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할 때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마지막 하위요인으로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
향으로 단순히 잘 될 거라는 미래 기대를 갖는 의미를 넘어, 행동적인 측면과도 관련된 개념
이다(Scheier, Carver, & Bridgeds, 2002). 낙관성은 적응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혼동을 겪는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장옥란,
2006). 조옥경(1999)은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이 낙관적일수록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교사/교우관계 적응도가 높았으며,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안
효진, 이희경(2013)의 연구에서도 낙관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수진
(2014)은 결손가정 중학생을 대상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자 한다.
한편 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스트
레스를 극복하고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으며(Masten & Coatsworth, 1998), 낙관성과 희망 등과 같은 긍정적 특질이 스트레스
와 같은 삶의 위험요소의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Masten,
Coatsworth(1998)와 Rutter(1994)의 주장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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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성순옥 외, 2013)에서, 자아탄력성
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서 간접효과를 갖는 보호요인으로서 학교스트레스를 낮추고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완충효과
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긍정심리자본이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발달 단계에서 신체 및 호르몬의 변화와 인지적인 발달에 의해 스트레스를 상대
적으로 보다 예민하게 경험한다. 또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시기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박성자, 2002).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아통제력이 낮으며, 새로운 매체에 몰입하는 성향이 있고(김동일 외, 2012),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권정혜, 2000)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인
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이다(정진
영, 하정희, 2013; 김태진 2014; 이수연, 2014). 배정숙(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 하위변인과 스
마트폰 중독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연(2012)이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스트
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옥(2012)은 중학생을 대
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척도화하여 수준에 따른 자아 존중감, 충동성, 지각된 스트레스
의 차이에 대해 검증한 결과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충동성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었다
(김혜주, 2013; 박수빈, 2013; 이제철, 2014; 임미림, 2014).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상반기에 3,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에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급속도로 늘
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학교에서 핸드폰을 빼앗기는 횟수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으로 인한 사제지간의 갈등이 간접적으로 증가했다(이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 더
욱이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기 쉽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
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받을 수 있어 인터넷이나 게임보다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 스
마트폰 중독이 성인들에게는 직장에서 업무 집중력 저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대화단절로
인한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일부 사제 간의 갈등, 학업 적응에 어
려움, 또래집단의 원만한 대화부족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스트
레스를 경험할 때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스
마트폰에 몰입하게 되어 결국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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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
과 스마트폰 중독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밝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마
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스마트폰 중독,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
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
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30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을 모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군집표집을 통해 9개 고등학교를 무선표집하였고 학교별로 학년당 1개
학급씩 선정하였고 총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2014년 4월~5월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실시 및 수거가 이루어졌으며, 결측치가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
고 판단되는 89부를 제외하고, 56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333명(59.0%),
여학생 231명(41.0%)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318명(56.4%), 2학년 246명(43.6%)이었다.

연구도구
스트레스 척도
김준호, 이동원(1996)이 개발하고 배안(2002)이 수정ㆍ보완 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모관련 스트레스, 공부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
레스, 외모관련 스트레스, 경제관련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고 총 27문항이다. 4점 Likert척도
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안(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 정경심(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 452 -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Cronbach's  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823, 친구관련 스트레스 .733, 공부/학교관련 스트레스
.811, 경제관련 스트레스 .744, 외모관련 스트레스 .753, 전체 .888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 척도
Luthans 외(2006)가 개발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정은영(2013)이 수정·번안 한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으
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최은찬(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자기효능감 .864, 희망 .870, 복원
력.715, 낙관성 .676, 전체 .921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
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수빈(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99이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이규미(2005)가 개발한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를 이규미, 김명식(2008)이 수정하여 타당화
연구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
생활로 구성되어 있고, 총 38문항이다.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규미, 김명식(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학교공부 .832, 학교친구 .894,
학교교사 .911, 학교생활 .869, 전체 .94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학
교생활적응, 긍정심리자본,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와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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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또한 Sobel(1982)의 검정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
의성을 살펴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일반적 경향성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일반적 경향성은 표 1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긍정심
리자본(r=-.377, p<.001) 및 학교생활적응(r=-.322,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스마트폰 중
독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321, p<.001)을 보였다. 긍정심리자본은 스마트폰 중독과는 유의
미한 부적 상관(r=-.324, p<.001)인 반면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 상관(r=.649, p<.001)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생활과 유의한 부적 상관(r=-.292, p<.001)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의 자료가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
았다.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8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Kline, 2005)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왜도와 첨도를 중심으로 자료의 정규성을 살펴 본
결과 관측된 변인 모두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및 일반적 경향성
변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1

긍정심리자본

-.377***

스마트폰 중독

.321

학교생활적응

***
***

-.322

(N=564)

긍정심리자본

스마트폰 중독

학교생활적응

1
***

1

***

-.292***

1

-.324
.649

M

1.61

3.59

2.01

2.82

SD

.37

.54

.55

.45

왜도

.96

-.10

.21

.05

첨도

1.80

.04

-.20

.02

***

p<.001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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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t



F

1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549

.057

-.377

-9.661***

.142

93.343***

2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390

.048

-.322

-8.057***

.104

64.920***

-.108

.042

-.089

-2.595*

.513

.029

.616

17.868***

.429

210.477***

스트레스

3
*

(N=564)

p<.05,

긍정심리자본

학교생활적응

***

p<.001

독립변인인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력(  =-.377, p<.001)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322,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력(  =.51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보다 줄어들어(  =-.322, p<.001 →  =-.089, p<.05) 긍정심리자
본이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분석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부
분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의 검증 공식은 아래와 같고, 이 공식을 통
해 나온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서 긍정심
리자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비표준화 계수) : 스트레스 ----> 긍정심리자본
SEa : a의 표준편차
b(비표준화 계수) : 긍정심리자본 ----> 학교생활적응
SEb : b의 표준편차

<표 3> Sobel test 검증 결과
경로

a(SEa)

b(SEb)

Zab

스트레스 ----> 긍정심리자본 ----> 학교생활적응

-.549(.057)

.541(.027)

-8.68***

***

p<.001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의 매개효과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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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단계



F

8.038***

.103

64.615***

-8.057***

.104

64.920***

.140

46.889***

종속변인

1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472

.059

.321

2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390

.048

-.322

-.308

.050

-.254

-6.162***

-.173

.034

-.210

-5.096***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스마트폰 중독

SE



예측변인

3

B

(N=564)
t

***

p<.001

독립변인인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  =.321, p<.001)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322,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력(  =-.210, p<.001)이 유의하였고,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에서보다 영향력이 줄어들어(  =-.322, p<.001 →  =-.254, p<.05)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이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부
분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의 검증 공식은 아래와 같고, 이 공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서 스마
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비표준화 계수) : 스트레스 ----> 스마트폰 중독
SEa : a의 표준편차
b(비표준화 계수) : 스마트폰 중독 ----> 학교생활적응
SEb : b의 표준편차

<표 5> Sobel test 검증 결과
경로

a(SEa)

b(SEb)

Zab

스트레스 ----> 스마트폰 중독 ----> 학교생활적응

.472(.059)

-.241(.033)

-5.3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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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스마
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스마트폰 중독,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아동ㆍ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 결과(김길자,
2004; 김용래, 김태은, 2004; 성순옥 외, 2013; 이경화, 정혜영, 2007; 여태철, 2015; 임경희,
2010)와 일치한다. 즉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인 반면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
생활적응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김미숙, 2001; 김초선,
2008; 임동란, 1998; 김상직, 2005; 홍지수, 2010),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박상희, 2009; 신윤자,
2005; 채호숙, 2008; 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 2008), 낙관성(김이경, 2009; 정혜연, 이정
윤, 2009과 희망(김초선, 2008; 홍지수, 2010)이 높은 아동ㆍ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
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들(강혜령, 2015; 박수빈, 2013; 임미림, 2014)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긍정심리자본이 높게 형성된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반면 스마트폰에 중독
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긍정심리자본을 부분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
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트레스가 높으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스
트레스가 높으면 긍정심리자본이 낮아지고 이것이 결국 학교생활적응을 낮추기도 한다. 이는
긍정심리자본(곽민경, 서보준, 2011; 문은식, 2012; 신용배, 1994; 안효진, 이희경, 2013; 이수현,
최해림, 2007; 전병재, 2011; 정윤진, 2003; 조한익, 2012; 홍지수, 2010; Chemers et al., 2001;
Kwon, 2002)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희망과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홍
지수(2010)의 연구에서, 희망과 자기효능감은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기도 하
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순옥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
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재(2011)가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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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에서 낙관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사고인 낙관성이 학
교생활 전반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변인이라고 밝혔다. 비록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사이
에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위에서 밝힌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긍정심리자본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 상황을 부
정적이고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을 부분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
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트레스가 높으
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져 이것이 결국 학교생활적응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태진, 2014; 정진영, 하정희, 2013)의 연구 결과
및 스마트폰 중독(김혜주, 2013; 박수빈, 2013; 이제철, 2014)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스마트폰 중독은,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
치게 몰입하게 되고 이는 학교에서 사제 간의 갈등, 학업 적응에 어려움, 또래집단의 원만한
대화부족 등에 영향을 끼쳐 결국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이들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과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 적용만을 강조하기 보다
는 스마트폰 사용 감소와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된 스
마트폰 이용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정도를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시도와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자기효능감, 희망적 사고, 낙관
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조합하여 긍정심리자본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긍정심리자본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
는 교정 및 치료의 차원이 아닌 문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서 긍정심리자본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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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인으로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기법이
나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 할 때, 어떤 심리적 변인 및 행동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특정 지역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모든 청소년들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에 관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률적 표집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는 되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스마트폰 중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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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Psychological Capita and Smart-Phone
Addiction on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Adolescents
Jang Jung Im

Kim Sung Bong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 and smart-phon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iculties in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564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area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stress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school life adapta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addiction. Second, it turned out that stress partly mediate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ignificantly explained school life adaptation. This is interpret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status allowed them to cope with and resolve their stress actively and consequentl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Third, it was noted that stress partly mediated
smart phone addiction and significantly explained school life adaptation. This means that they
cannot resolve stress situations adequately and will be absorbed in using smart-phone to avoid
them, which consequently, causes a difficulty i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Key words : stres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 smart-phone addiction, school lif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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