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이현숙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on Addiction to 

Smartphones :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Hyun-Suk Lee
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부모-자녀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영향에관한융합연구이다. J도와 K도 소재대학생들을대상으로시행하였으며 232부의 설문지를분석자료
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과는 각각 (-)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스트레스 정도와는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 감소 및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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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vergence study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that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s have on the addiction to smartphones, with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as the mediator. The subjects were college students located in J province and K province,
and 232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data for analysis. As a result, addiction to smartphones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and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tress level. In addition,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influenced the
degree of addiction to smartphones, with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as the mediator.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ollege students’ addiction to smartphone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pecifically and systematically to increase their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nd it is necessary to
draw up measures to reduce students' stress levels and increase their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levels.

• Key Words : Addiction to smartphones,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Stress level, Self-control,
Self-efficacy, Convergenc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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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1]

특히 ‘한 손의 인터넷’[2]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3]. 스마트폰은 특정

장소에서 이용해야 하는 PC 기반 인터넷의한계를벗어

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하지만 과다사용으로 인해 심신

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된문제들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다[5,6]. 특히대학생이

포함된 20대는 스마트폰 사용률이 99.2%로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스마트

폰중독의잠재적위험성이높다[7]. 스트레스가높은현

대사회에서는 가장 편리하고 접근이 쉬우며 간접적으로

소통할수있는스마트폰이스트레스해소방식으로사용

되고 있는데[8], 대학생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들에 부딪

히면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대학생활의 부적응 상태가 초래되고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태도를 보인다[9]. 자기통제

력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중요한 요인으로[4,10]

자기통제의 실패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도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나타난다[161 스마트폰 중독

은 자기효능감과도 관계가 있으며[12],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상황이나 과제를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긍정적 문제 해결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13]. 중독적 습관과 자기효능감은 깊은

관련이 있는데, Davis(2001)[14]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낮은사람은인터넷가상공간을통해타인으로부터인정

받거나 자기효능감을 보상받는다. 또한, 가족 간에 의사

소통이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고[15], 이로 인하여부모와자녀의관계가소원해

지고가족과의대화단절현상이나타난다[16,17]. 부모-자

녀 의사소통이란부모-자녀간에언어적, 비언어적표현

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부

모와자녀관계의갈등이나문제해결수단의기능을하

며[18], 원활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는

올바른 정체감과 자존감이 형성된다[19].

한편,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

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

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대학생의부

모-자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완화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부모-자녀의

사소통, 스트레스정도, 자기통제력과스마트폰중독정도

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부모-자녀의사소통, 스트레스정

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스마트폰의 중독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조사대상자의부모-자녀의사소통, 스트레스정

도, 자기통제력과자기효능감이스마트폰중독정도에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스트레

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

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대학생의부모-자녀의사소통, 스트레스정

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스마트폰의 중독정도를 파

악하고, 이들변수사이의상관관계및부모-자녀의사소

통이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융

합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조사대상자는 J도일개대학과 K도일개대학에서연

구에참여하기로동의한대학생을대상으로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5일까지실시하였다. 본연구의표

본의크기는 t-검정, ANOVA, 상관분석과다중회귀분석

을 위해 G 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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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력 .95, 유효값 .05로산출된 t기각역 1.97, 총표본크

기 210명으로탈락률을고려하여 234명을임의표집하였

다.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2명의 자료를 제

외한 총 232명(96.6%)의 설문지를 연구자료로 분석하였

다. 따라서본조사대상자로선정된 232명은연구를위해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스마트폰 중독정도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개발한성인용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척도를사용하

였다. 스마트폰중독측정도구는총 15문항으로각문항

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은편이다’ 2점, ‘보

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

도로측정하며점수가높을수록스마트폰중독정도가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는 Howard Barnes와 David

H. Olson(1982)[20]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측정

도구인 PAC(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길애진(1999)[2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부모-자녀의사소통측정도구는총 20문항으로구

성되었으며각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

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

다’ 5점의 Likert 척도로측정하며, 점수가높을수록부모

-자녀의사소통이높음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었다.

2.3.3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척도는 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정도

측정도구는총 10문항으로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

주그렇다’ 4점, ‘항상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측정

하며점수가높을수록스트레스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다.

2.3.4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23]

의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1998)[24]의 자기통제평정

척도를참고하여남현미(1999)[25]가 재구성한것을사용

하였다. 자기통제력 측정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그렇다’ 5

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80이었다.

2.3.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영, 차정은(1996)[26]이 개발

하고 김아영(1997)[27]이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자기효능감척도는총 24문항으로각문항은 ‘전혀그

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

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

정하며, 점수가높을수록자기효능감이높음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87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연구를위해수집된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5이하로 하였고, 구

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부모-자녀의

사소통, 스트레스정도, 자기통제력과스마트폰중독정도

의차이를 알아보기위해 t검정및분산분석을사용하였

으며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한 경우 Scheffe의 사후 검정

을 사용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부모-자녀의사소통, 스트레스정

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중회귀분석(입력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부모-자녀의사소통이스트레스정도, 자기통

제력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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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son/daughter 
communication

Stress level Self-control Self-efficacy Addiction to 
smartphones

M SD M SD M SD M SD M SD

Gender
Male 3.41 0.58 2.66 0.61 3.50 0.42 3.30 0.45 2.58 0.59

Female 3.23 0.62 2.88 0.48 3.32 0.36 3.00 0.37 2.81 0.67

t (p) 1.861 (.064) -2.364 (.021*) 3.028 (.003**) 4.930 (p<.001) -2.277 (.024*)

Grade

1st 3.25 0.60 2.86 0.53 3.35 0.39 3.05 0.37 2.81 0.64

2nd 3.31 0.65 2.79 0.52 3.35 0.39 3.10 0.50 2.71 0.74

3rd 3.32 0.53 2.71 0.34 3.40 0.27 3.05 0.31 2.55 0.44

F (p) .313 (.732) .942 (.391) .132 (.877) .343 (.710) 1.414 (.245)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Unsatisfied 3.11 0.45 3.07b 0.57 3.24 0.28 2.97 0.32 2.97b 0.61

Satisfied 3.30 0.61 2.79a 0.48 3.35 0.39 3.04 0.40 2.78a,b 0.62

Very satisfied 3.30 0.67 2.80a 0.52 3.43 0.40 3.15 0.44 2.62a 0.73

F (p) 1.387 (.252) 4.256 (.015*) 2.793 (.063) 2.657 (.072) 3.388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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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ifference i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 실태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50명

(21.6%), 여학생 182명(78.4%)이고, 학년은 1학년 156명

(67.2%), 2학년 59명(25.4%), 3학년 17명(7.3%)이며 학교

생활만족도는 불만족 34명(14.7%), 만족 134명(57.8%),

매우 만족 64명(27.6%)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50 21.6
Female 182 78.4

Grade
1st 156 67.2
2nd 59 25.4
3rd 17 7.3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Unsatisfied 34 14.7
Satisfied 134 57.8

Very satisfied 64 27.6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과 자
기효능감 및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의사소

통,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차이를알아보기위해독립표본 t-검정과분산분석을실

시하였으며 분산분석결과 유의한 경우 Scheffe의 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성별(t=1.861, p>.05), 학년

(F=.313, p>.05), 학교생활만족도(F=1.387, p>.05) 모두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트레스정도는성별(t=-2.364, p<.05), 학교생활만족

도(F=4.256,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여자, 학교생활만족도에따라서는불만족인경

우가 가장 높았으며, 학년(F=.942,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통제력은 성별(t=3.028, p<.05)에서 유의한 차이

를보였으며, 남자가높게나타났고, 학년(F=.132, p>.05)

과 학교생활만족도(F=2.793,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성별(t=4.930, p<.05)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남자가 높게 나타났고 학년(F=.343, p>.05)

과 학교생활만족도(F=2.657,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중독정도는성별(t=-2.277, p<.05), 학교생활

만족도(F=3.388, p<.05)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 성

별에따라서는여자, 학교생활만족도에따라서는불만족

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고, 학년(F=1.414, p>.05)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자 a<b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Scheffe의 동일집단

군으로분석한결과(p<.05), 평균간의유의한차이가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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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son/daughter
communication

Stress level Self-control Self-efficacy
Addiction to
smartphones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1 -.428** .360** .258** -.163*

Stress level -.428** 1 -.412** -.401** .330**

Self-control .360** -.412** 1 .419** -.387**

Self-efficacy .258** -.401** .419** 1 -.331**

Addiction to smartphones -.163* .330** -.387** -.3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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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232)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4.280 .633 　 6.762 .000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053 .072 .049 .731 .465 1.290

Stress level .227 .091 .177 2.500 .013* 1.441

Self-control -.453 .120 -.263 -3.780 p<.001 1.384

Self-efficacy -.265 .111 -.163 -2.397 .017* 1.316

Adj=.192, =.206, F=14.731***, DW=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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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Variables of Smartphone Addiction

3.3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 자기
통제력,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정도
의 상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스트레스정도, 자기통제력, 자기

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부모-자녀의사소통과스트레스정도는

(-)의 상관관계(r=-.428, p<.01),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통제력은 (+)의 상관관계(r=.360, p<.01),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r=.258, p<.01),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의 상관

관계(r=-.163,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

스정도와자기통제력은 (-)의 상관관계(r=-.412, p<.01),

스트레스 정도와 자기효능감은 (-)의 상관관계(r=-.401,

p<.01), 스트레스 정도와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의 상

관관계(r=.330, p<.01)가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기통

제력과 자기효능감은 (+)의 상관관계(r=.419, p<.01), 자

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의 상관관계

(r=-.387,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과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의 상관관계(r=-.331,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마트폰중독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종

속변수로하여다중회귀분석을한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4.731,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Adj)는 .192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스트

레스 정도(B=.227, t=2.500, p<.05), 자기통제력(B=-.453,

t=-3.780, p<.001), 자기효능감(B=-.265, t=-2.397, p<.05)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통제력(=-.263)이었고,

다음으로 스트레스 정도(=.177), 자기효능감(=-.1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약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자기효

능감이낮을수록스마트중독정도가높아짐을알수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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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it
Absolute fit index Increment fit index

X2 RMSEA NFI IFI CFI

Parameter p≥.05 ≤.05 ≥.90 ≥.90 ≥.90

Estimated models X2=.893, df=2, P=.640 .000 .996 1.000 1.000

Note.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able 5> Structure Model’s Goodness-of-Fit

3.5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 자
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
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5><Fig. 1>에 제시하였다.

경로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Table 5>와 같이 구

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값(

=.893, df=2)의 p 값이 .640로 ‘모형은자료를완벽하게설

명한다’라는영가설이채택되어연구모형의적합도에충

족하였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표준적합지수

(NFI)가 0.996로 기준치(≥0.9)를 충족하였으며, 비교준

적합지수(IFI)는 1.000로 기준치(≥0.9)를 충족하였으며,

상대적합지수(CFI) 역시 1.000으로기준치(≥0.9)를충족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Fig. 1] Structure Model

변수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면 <Table 6>과 같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정도(-.428, p<.001), 자

기통제력(.224, p<.001)을유의미하게예측하고스트레스

정도는 자기통제력(-.316, p<.001), 자기효능감(-.275,

p<.001), 스마트폰 중독정도(.161, p=.016)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며 자기통제력은 자기효능감(.306, p<.001), 스마

트폰중독정도(-.253, p<.001)를유의미하게예측하고자

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정도(-.161, p=.017)를 유의미

하게 예측하고 있다.

각 변수의직접효과, 간접효과및총효과를살펴보면

<Table 7>과같고이는모두표준화값으로제시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정도(-.428, p<.001),

자기통제력(.224, p<.001)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자

기통제력(.135, p=.010), 자기효능감(.228. p=.010), 스마트

폰 중독정도(-.197, p=.010)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스트레스정도는자기통제력(-.316, p<.001), 자기효능

감(-.275, p<.001), 스마트폰 중독정도(.161, p=.016)에 직

접적인효과가있으며자기효능감(-.097. p=.010), 스마트

폰 중독정도(.140, p=.010)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자기통제력은 자기효능감(.306, p<.001), 스마트폰 중

독정도(-.253, p<.001)에직접적인효과가있으며스마트

폰 중독정도(-.049, p=.076)에 간접효과가있었으나유의

할 정도는 아니다.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정도(-.161, p=.017)에 직

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스마트폰중독정도에스트레스정도, 자기통제력과자

기효능감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자녀 의사

소통, 스트레스 정도와 자기통제력은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크기를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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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B S.E. C.R

Parent
-son/daughter communication

→ Stress level -0.428 -0.36 0.05 -7.198***

Parent
-son/daughter communication

→ Self-control 0.224 0.14 0.04 3.468***

Stress level → Self-control -0.316 -0.234 0.048 -4.888***

Stress level → Self-efficacy -0.275 -0.216 0.049 -4.368***

Stress level →
Addiction to
smartphones

0.161 0.206 0.086 2.409*

Self-control → Self-efficacy 0.306 0.324 0.067 4.855***

Self-control →
Addiction to
smartphones

-0.253 -0.435 0.117 -3.737***

Self-efficacy →
Addiction to
smartphones

-0.161 -0.262 0.11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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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df=2, CFI=1.000, TLI=1.000, NFI=.996, RMSEA=.000

<Table 6> Structure Model’s Path-Coefficien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
-son/daughter communication

→ Stress level -0.428*** -0.428**

Parent
-son/daughter communication

→ Self-control 0.224*** 0.135** 0.360**

Parent
-son/daughter communication

→ Self-efficacy 0.228** 0.228**

Parent
-son/daughter communication

→ Addiction to smartphones -0.197** -0.197**

Sress level → Self-control -0.316*** -0.316**

Stress level → Self-efficacy -0.275*** -0.097** -0.372**

Stress level → Addiction to smartphones 0.161* 0.140** 0.301**

Self-control → Self-efficacy 0.306*** 0.306**

Self-control → Addiction to smartphones -0.253*** -0.049 -0.302**

Self-efficacy → Addiction to smartphones -0.161* -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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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Effect Factorization Results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연구결과조사대상자의스마트폰중독정도는성별과

학교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자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백현기(2016)[28]와 양경미

(2016)[29]의 연구결과에서도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정

도가높게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스마트폰중독정도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과는 각각

(-)의 상관관계가있고, 스트레스정도와는 (+)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보현(2013)[30]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의 경우 자아통제력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31,32].

류미현(2014)[32]은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민경(2016)[34]은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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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의사소통은스트레스정도, 자기통제력, 자

기효능감을매개로하여스마트폰중독정도에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용근(2013)[35]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청소

년의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나타냈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통하여부모와자녀의의사소통에대한중요성을

깨닫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스마트폰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볼 것

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교환 등을 통해 친밀한

유대관계를형성할수있는매개체가될수있도록해야

할것이다. 또한, 스트레스해결과자기통제력및자기효

능감의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추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융합적

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조사 대상이 일부

대학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체적

인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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