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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마트폰이 2009년국내에첫출시된이후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일상생활에서편리해진점은

많으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하

고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 정도에 따른 문제점과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스마트폰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스마트폰중독 현상은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교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은 대인관계에 대한 직접효과도

유의하지만 정신건강이라는 매개와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한 간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요용어: 구조방정식 모델, 스마트폰중독, 요인분석, 정신건강.

1. 서론

스마트폰 (smartphone)은 휴대폰 기능에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합시킨 것으로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이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 3,000만 명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1년도 인터

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5세∼9세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률

(7.9%)이만 20세∼49세성인중독률 (6.8%)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10세∼19세청소년중독률

은 10.4%였으며, 전체 평균은 7.7%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보면, 일평균

이용시간은 3.2시간이고 (전화·문자 등 통화서비스 포함), 주 용도는 ‘채팅 및 메신저’ (65.1%), ‘뉴스

검색’ (39.3%) 등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률은 8.4%이며, 10대가 11.4%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10.4%로 조사되었다.

급속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과다사용으로 인해 휴대폰은 모든 연령층에서 필수품의 단계를 넘어

중독을 일으키는 매체가 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 연구 (Oh, 2010; Choi와 Ha, 2011)

는 많이 시행되었으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 (Lee와 Lee, 2012),

중학생 (You와 Kwon, 2011; Yu, 2010; Ko, 2012), 청소년 (Kang과 Son, 2009; Ko 등 2011; Par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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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Lee 2011) 대상이고, 대학생에 대한 연구 (Kang과 Park, 2012)의 경우도 스마트폰중독 척도의

개발에 관한 것 등으로 본격적인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

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중독실태와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이 대부분이고 휴대폰 중독

실태와 휴대폰 중독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K대학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스마트폰중독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3절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자

료수집등에대해살펴본후 4절에서가설에대해실증분석하고마지막으로 5절에서결론을내리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기능 지원뿐만 아니라,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TV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카메라, 게임, 멀티미디

어 기능 등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Bae와 Jeong, 2008). 이러한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은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에 유용하나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학업의 지장, 금단현상

등을 야기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 때 부모-자녀관계, 양육태

도, 의사소통 양식, 애착, 친구관계, 학교적응, 학업성취도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과 충동성, 우울,

외로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스트레스 등과 같은 개인 심리적 요인들이 있으나 일

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You와 Kwon, 2011).

Ko (2012)는 청소년의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휴대폰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집착적인 특성은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은 점차 인터넷 중독처럼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국

가적인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하였다. Park등 (2012)은청소년의휴대전화중독적사용과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무료함 해소 동기로 나타났고, 외로움과

우울이또래관계와휴대전화중독적사용간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무료함을해소하기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중독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Ko 등 (2011)은 정보이용, 정보예절, 정보소통, 정보규범, 정보공유 및 활용, 온라인사회참여 등의

정보문화지수에대한요인들중에서어떤요인들이인터넷중독과휴대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규범, 정보공유

및활용,온라인사회참여가인터넷중독에영향을미치고,인터넷중독도가높을수록휴대폰중독도가

높게 나왔다. Lee와 Lee (2012)는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과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을 알아보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은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방임

적 양육행동이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 친구요인 및 심리적요인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11)는 중·고등학생 7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향적 휴대폰

이용동기와 중독에 관한 연구를 요인분석, t검정, 회귀분석 통하여 분석을 하였다. 중·고등학생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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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독수준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고, 여성이거나 휴대폰 이용량이 많을수록,

자기현시및표현동기,오락및여유추구동기가높을수록,환경감시및학습동기가낮을수록휴대폰

중독 정도가 높았다.

Kim과 Chae (2012)는 스마트폰 사용 자세에 따른 운동역학적 변인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폰의 사

용형태가 엄지손가락 관절의 가동성과 손목과 상지근육의 활동정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손목터널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동작 및 형태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성별, 연령층,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증가하고 점점 더 몰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이 개발될수록 점점 더 휴대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의존

함으로써 휴대폰에 대한 중독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며 정신건강 문제, 학업 문제, 불안감 및 집중력

저하. 세대간의 단절,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부적응 자기통제력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 요인에 주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밝히고자 Figure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Figure 3.1 Research model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정신건강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학교생활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많은 변수들을 동질 요인으로 묶어

변수를단순화하기위한요인분석,각요인의신뢰도를확인하기위한신뢰도분석등을위하여 SPSS

2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을 위해 AMOS 20을 사용하였다.

3.2. 설문지 구성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 5항목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스마트폰중독 (4개

항목), 정신건강 (4개 항목), 대인관계 (4개 항목), 학교생활 (4개 항목)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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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6월 15일에서 7월 30일까지 K대 대학생과 인근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배포하여본인이직접기입하는자기기입법으로조사되었다.회수된설문지중응답이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227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스마트폰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ang과 Son (2009), Kang과 Park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 52%, 여학생 48%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 18.9%, 2학년 28.6%, 3학년

36.1%, 4학년 16.3%로 나타났다. 사용시간은 4시간 미만이 23.3%이고, 6시간이상이 50.2%를 차지하

였다. 요금은 5만 원 미만이 36.1%이고, 6만 원 이상은 27.3%를 차지하였다. 스마트폰 주사용 용도는

메신저/SNS가 31.3%이고 인터넷검색이 27.8%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4.1과 같다.

Table 4.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Item Frequency (%)

Gender
Man 109 (48.0)

Woman 118 (52.0)

Grade

1 43 (18.9)

2 65 (28.6)

3 82 (36.1)

4 37 (16.3)

Use time

under 4 hours 53 (23.3)

4-6hours 60 (26.4)

over 6 hours 114 (50.2)

Charge

Under 50,000 82 (36.1)

50,000-60,000 83 (36.6)

over 60,000 62 (27.3)

Main purpose

messenger/SNS 213 (31.3)

(multiple choice)

internet search 189 (27.8)

game/camera 189 (27.8)

others 90 (13.2)

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설문문항의구성개념에대한타당성검증과모형에사용된요인들의속성을나타내는측정변수들을

선택하기위해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요인추출방법으로주축요인추출을,요인회전방법으로는서

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각회전방식인 오블리민

(oblimin)회전방법을사용하였다.요인분석은고유값이 1이상이고요인적재치가 0.6이상인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6 미만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변수를 제

외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신뢰도 분석한 결과 크론바알파

(Cronbach-α) 값이 0.7 이상이 되는 요인을 본 분석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택된 변수와 각 변수의 변수명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중독과 관련한 문항

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못함 (x1), 스마트폰 배터리 매일 충전 (x2),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x3)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항은 장시간사용으로 할 일 놓침 (y1), 장시간 사용으로 손목에 통증

(y2),장시간사용으로눈이아픔 (y3)이다.학교생활과관련한문항은수업시간중집중력저하 (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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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y5), 학교생활 보다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 투자 (y6)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한 문항은 과도한 사용으로 다른 사람과 다툼 (y7), 직접 만남 보다 폰으로 더 많이 대화 (y8),

가족, 친구 간의 대화 시간 줄어듦 (y9)이다.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4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총 누적분산 설명률이

71.719%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고유값과 신뢰도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2).

Table 4.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for relational benefit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value % of Variance Cronbach-α

Smartphone addiction

x2 .995

4.633 36.349 0.922x3 .889

x1 .780

Campus life

y4 .885

2.030 14.746 0.853y6 .803

y5 .750

Mental health

y3 .864

1.671 11.405 0.857y2 .820

y1 .756

Personal relations

y7 .955

1.337 8.919 0.862y9 .760

y8 .738

4.3.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

탐색적요인분석을통해분석에필요한타당도와신뢰도가확보되었으나변수간의관계와오차부

분을고려한보다정교한검정과측정변수들과잠재변수들간의관계가성립하는지그타당성검정을

위해구조방정식을이용하여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여모델의전반적인적합도를평가한다음잠

재변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검정결과 카이제곱값이 74.503, 자유도가 48, 유의확률

(p-value)이 0.008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05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는 기준은 만족

하지 못하지만, Q (chi-square/df)값이 1.552로 3이하면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족하므로, 타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GFI=0.949, NFI=0.956로 각각 0.9 이상의 값을

나타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RMSEA=0.049로 나타나 확인적 요인분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Figure 4.1과 같다.

Figure 4.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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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 적재치를 이용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

지수를 계산하였다. 신뢰성이란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 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말하며, 수렴타당성이란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개념신뢰도의 값이 0.7이상이고 분산추출지수가 0.5이상이면 신뢰성과 수렴타

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Fornell과 Lacker (1981)와 Hair 등 (1998)

의 식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Table 4.3과 같다.

Table 4.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ement model

Factor
Variable Standardized Estimates of Construct Average variance

Variable estimates variances reliability extracted

Smartphone addiction

x3 0.910 0.172

0.926 0.806x2 0.960 0.078

x1 0.818 0.331

Campus life

y6 0.801 0.358

0.855 0.664y5 0.785 0.384

y4 0.856 0.267

Mental health

y1 0.736 0.458

0.860 0.672y2 0.860 0.260

y3 0.858 0.264

Personal relations

y9 0.803 0.355

0.866 0.684y8 0.761 0.421

y7 0.910 0.172

분석 결과 모든 잠재 요인에서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가 임계치 이상이므로 신뢰성과 수렴타

당성은 확보되었으므로 실증모형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각각의 잠재변수가 실제로 다른 잠재변수와 얼마나 다른가를 나타내는 판별타당성

을확인하기위하여잠재변수간의상관계수및분산추출지수를이용한다.두잠재변수간상관계수가

각 잠재변수에 대응되는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 값보다 작으면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하

였다. Table 4.4에서보듯이대각선의분산추출지수의제곱근값이상관계수보다모두크기때문에본

모형에서 사용되는 잠재변수 간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Fornell과 Lacker, 1981).

Table 4.4 Discriminant validity

Smartphone addiction Campus life Mental health Personal relations

Smartphone addiction 0.806

Campus life 0.23 0.664

Mental health 0.281 0.362 0.672

Personal relations 0.465 0.351 0.281 0.684

4.4.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자료가 가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얼마나 잘 적합 되는지 살펴보면 카이제곱=105.279,

자유도=49, 유의확률=0.000으로 연구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나, 일

반적으로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카이제곱 통계량의 대안으로 카이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Q

지수가 1.737로 3이하라는기준에만족하므로연구모형은모집단자료에적합하다고할수있다.다른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0.930, NFI는 0.937, RESEA는 0.071로 모두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

켰다. 이와 같이 적합도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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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The results of the model

Fit indices Result Remark

χ2 (prob) 105.249 (0.000) p<0.05

Q = χ2/df 105.249/49 = 2.148 χ2 /df < 3

GFI 0.930 GFI > 0.9

NFI 0.937 NFI > 0.9

RMSEA 0.071 RMSEA < 0.08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고찰을통하여설정된대학생의스마트폰중독이정신건강,학교생활,대인관계에미치는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통해검정한경로도는 Figure 4.2와같다.여기서직사각형은측정변수를나타내며

잠재변수는 타원으로 표현했고, e1에서 e15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Figure 4.2 Path diagram and unstandardized estimates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계수 및 검정 통계량을 제시하면 Table 4.6과 같다. 모든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6 Path model results

Paths Estimate S.E. t-value p-value

Hypothesis 1 : Smartphone addiction→Mental health 0.232 0.058 3.99 <0.001

Hypothesis 2 : Smartphone addiction→Campus life 0.123 0.058 2.096 0.036

Hypothesis 3 : Mental health→Campus life 0.318 0.08 3.955 <0.001

Hypothesis 4 : Mental health→Personal relations 0.21 0.089 2.355 0.019

Hypothesis 5 : Campus life→Personal relations 0.331 0.091 3.624 <0.001

가설 1은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스마트폰중독이 심하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2012)의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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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휴대폰 중독적 사용은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가설 2는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스마트폰중독이 심하면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된 생활을 즐기는 등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등 대인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2010)의 결과에서도 휴대폰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낮고

부모-자식간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정신건강이대인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정신건강에문제가많을수록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활동에는 관

심이 없고 등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 (2012)의 연구에서도 휴대폰중독

고위험집단이외로움이나우울,부적응등의중독현상을일으켜건강상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는 학교생활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교생활에서 과도한 스마트폰사용으로

수업집중력저하되고학생들간의소통의도구가막혀대인관계를기피하는등고립화를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간 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로 구분하여 보고자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정은 붓스트랩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7과 같다.

Table 4.7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latent variables

Paths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martphone addiction→Mental health 0.232** 0.232**

Mental health→Campus life 0.318** 0.318**

Smartphone addiction→Campus life 0.196** 0.123** 0.074**

Mental health→Personal relations 0.315** 0.210** 0.105**

Campus life→Personal relations 0.331** 0.331**

Smartphone addiction→Personal relations 0.114** 0.114**

*p<0.05, **p<0.01

스마트폰중독은정신건강이라는매개에의해서뿐만아니라직접적으로도학교생활에영향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은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해서도 대인관

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대학생들의스마트폰중독이정신건강,학교생활,대인관계에미치는관계를구조방

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6개의 측정변수에서 영향력이 낮은 변수를

제외한 12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중독,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의 4개의 요인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중독이 심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대인관계에도 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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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이 지장을 받을수록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중독 현상은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교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폰중독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이라는 매개와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한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은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지루함, 무료함, 권태감들을 해소하기 위해, 기분전환

을 위해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Kang과 Park (2012)은 청소년 및 청년시기부터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조기예방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하였으나 사용하는 연령층이 계속 낮아지므로 아동시기부터 사용시간 점검, 다른 취미활동,

여가생활등을즐기도록하는등올바른사용방법을교육시켜청소년기,대학생활,성인에이르러서도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과 중독모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지 못한 점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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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smartphone was first released in 2009, its common use has made everyday

life convenient but caused many social problems. In this article, we surveyed the status

of smartphone usage and identified the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on mental

health, campus life and personal rel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We gave the methods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which could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solving

the problems.We found the smartphone addiction syndrome cause problems of mental

health, campus life and personal relations in many ways. In addition to significant direct

effects, smartphone addiction has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personal relations via

mental health and campus life as a medium.

Keywords: Factor analysis, mental health, smartphone addi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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