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vergence Contents Session 3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2013년도 스

마트폰 가입자 수가 68.6% 수준이었으나, 2014년 스마트

폰 가입자는 70.9%까지 증가추세에 있다[1]. 이러한 스마

트폰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지속적인 과

다사용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대

학생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생활하여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자유로워 중독 위험도가 높음에도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2.1 대상자들의 부모애착, 대인관계, 정신건강 및 스마트

폰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2.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애착, 대인관계, 

정신건강 및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파악한다.

2.3 대상자들의 부모애착, 대인관계, 정신건강 및 스마트

폰 중독과의 관련서을 파악한다.

2.4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

악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J시 H대학교의 대학생들이며 연구자가 연구 목적

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편의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95부를 

회수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으로는 불성실한 자료 2부를 

제외한 293부를 포함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

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애착, 대인관계, 정신건강과 스

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부

모애착, 대인관계, 정신건강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1.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지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부모애착 25문항, 대인관계 18문항, 정신건강 20문항, 스

마트폰 중독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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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모애착, 대인관계, 정신건강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H대학의 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4일부터 일주일간 편의추출하였다. 주요 변수들과의 상

관관계에서는 부모애착와 대인관계, 정신건강과 스마트폰 중독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부모애착과 정신건강, 부모애

착과 스마트폰 중독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정신건강, SNS 사용시간, 부

모애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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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대상자의 부모애착은 3.77점(±0.65), 대인관계는 3.78

점(±0.48), 정신건강은 2.36점(±0.52), 스마트폰 중독은 

2.27점(±0.47)이었다.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주요변수 수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부모애착 3.77 .65 .93

대인관계 3.78 .48 .87

정신건강 2.36 .52 .89

스마트폰중독 2.27 .47 .8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으며, 

대인관계는 나이(F=5.73,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

(F=4.86, 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나이(F=3.22, p=.023), 

SNS 사용일수(F=2.68, p=.02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t=8.66, p=.004), 

SNS사용시간(F=6.05,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

(F=8.19,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애착, 대인관계, 정신건강,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과 대인관계(r=0.285, 

p<.0001)는 정의 상관관계, 부모애착과 정신건강

(r=-0.186, p<0001), 스마트폰 중독(r=-0.132, p<.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와 정신건강(r=-0.174, 

p<.001)은 음의 상관관계, 정신건강과 스마트폰 중독

(r=0.162, p<.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대

인관계와 스마트폰 중독은 상관관계가 없었다(r=-0.088, 

p>.05). 이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 인
부모
애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스마트
폰중독

부모애착 1
대인관계 0.285*** 1

정신건강 -0.186** -0.174** 1
스마트폰 중독 -0.132* -0.088 0.1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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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폰 사용시

간, SNS 사용 시간, 정신건강, 부모애착이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β=0.241), 정신건강(β=0.160), SNS 사용시간(β

=0.149), 부모애착(β=-0.116)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13.0% 

설명하였다<표 3>.

표 3.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N=293)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1.664 0.237 - 7.025 .000

스마트폰
사용시간

0.129 0.032 0.241 4.097 .000

정신건강 0.146 0.051 0.160 2.864 .004

SNS사용
시간

0.057 0.023 0.149 2.544 .011

부모애착 -0.084 0.041 -0.116 -2.077 .039

 F=11.895, p<.001, R2=.142, Adj-R2=.130

**: p<.01, *: p<.05, 

Ⅳ.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대인관계, 정신건강,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부모애

착, 대인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신건강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애착과 

정신건강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반

복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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