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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 폰 독사용과 안구건조증, 상지통증  우울 간의 계를 조사하기 하여 일 지역 

학교에 재학 인 학부 학생 286명을 상으로 자가보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x2-test,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 다. 학생의 15%가 스마트 폰 독사용으로 나타났고 스마트 폰 독 사용군은 정상 사용

군에 비해 안구건조증(t=-4.38, p<.001), 목 통증(t=-2.60, p<.05)  우울(t=-4.15, p<.001)이 유의하게 높았다. 스

마트 폰 독사용은 안구건조증(r=.332, p<.001), 목 통증(r=.143, p<.05), 손 통증(r=.138, p<.05)  우울(r=.402, 

p<.001)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의 올바른 스마트 폰 사용을 한 정기 인 보건교육의 실시

와 스마트 폰 독사용과 이로 인한 건강문제를 방하기 한 재 략을 개발하는데 있어 우울을 감소시키고 

목 통증과 안구건조증을 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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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dry eye syndrome, upper extremity pain, 

depression and addictive smart phone use amo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86 college 

students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15.0% of participants have an addictive smart phone us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ry eye syndrome(t=-4.38, p<.001), neck pain(t=-2.60, p<.05) and 

depression(t=-4.15, p<.001) according to the addictive smart phone use. Dry eye syndrome(r=.332, p<.001), 

neck pain(r=.143, p<.05), hand pain(r=.138, p<.05) and depression(r=.402, p<.001) were positively related to 

addictive smart phone use. Strategies to diminish depression, and to prevent dry eye syndrome and neck 

pain in college students will be an important intervention component to prevent addictive smart phone use 

and health problems in future studies. 

• Key Words : Addictive smart phone use, Convergence study, College students, Dry eye syndrome, Depression, 

Upper extremity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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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 폰은 휴 폰 기능에 인터넷 속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  단말기이다[1]. 이러한 스마트 폰

은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음악, 동 상 게임, 정보검

색, 쇼핑, 융, 업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2]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 다.

2014년 우리나라 가구당 스마트 폰 보유율은 국 2만 

5000가구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84.1%로[3] 나타나 최

근 스마트기기 보  증가에 따른 과다 사용으로 스마트

폰 독 험군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4]. 스

마트 폰의 과다 사용으로 사회  문제이던 컴퓨터 게임 

독과 인터넷 독이 모바일로 체되어 스마트 폰 

독은 차 사회  이슈로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5].

한국정보화진흥원[4]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 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단,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인 스마트 폰 독

험군은 만 10-59세 스마트 폰 이용자  14.2%로 2013년

도 비 2.4%p 상승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스마트 폰 독 험군  고 험군의 경우 

10 와 20 가 각각 3.3%, 3.4%로 40 (1.1%)보다 약 3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 스마트 폰 독 험군 비

율은 직업이 없는 학생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 폰 독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신체뿐 아니

라 정신  사회  건강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2,6,7,8,9]. 스마트 폰의 과도한 사용은 의 피로[10]를 

증가시키고 안구건조증[11]  시력 하[12]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손목과 손가락 통증, 목과 어깨 걸림과 심하면 

목 디스크[5] 등의 신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스마트 폰의 독사용은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4]과 강박증, 정신증[13] 등의 정신  건강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울은 스마트 폰과 인터넷 독 

련 연구에서 유의한 련변수로[5,14,15,16] 우울한 사

람은 스마트 폰을 과다 사용하여 스마트 폰 독으로 발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5,17]. 

스마트 폰 독과 련된 연구는 국외의 경우 스마트 

폰 독 도구개발[18], 스마트 폰 사용자의 SNS 독 심

리학  요인[19], 스마트폰  독과 생활 스트 스[20]  

심리  요인[21]과의 계 등 일부에 국한되었다. 한편 

국내의 스마트 폰 독에 한 연구는 2010년 이후 게재

되기 시작하 고 부분의 연구는 스마트 폰 독 련

변인에 한 내용으로서 스마트폰 독의 원인으로 성별, 

직업, 자아존 감, 만족도, 스트 스, 부모양육 태도 등과 

결과 변수로 사회성, 양육효능감, 학교생활과 인 계,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고 있다[22,23,24,25]. 

그 외에 고등학생이나 성인을 상으로 스마트 폰 이용

과 건강문제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13,26] 학생

을 상으로 스마트 폰 사용과 련된 신체  건강문제

로 안구건조증과 상지 통증과의 계를 다룬 연구는 소

수에 불과하다. 

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고등학교 시 에 비해 자유롭고 시간  여유가 있어 스

마트 폰 이용에 제약이 으며[10], 졸업 후의 진로와 취

업, 이성교제 등과 련하여 심리 인 갈등과 고민을 경

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스마트 

폰에 몰입할 수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 폰 독

에 노출될 험성이 크다[2].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을 조사

하고 안구건조증, 상부통증 등의 신체  건강문제와 우

울과의 련성을 악함으로써 학생의 스마트 폰 독

사용과 이로 인한 건강문제의 효율 인 책 마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과 안

구건조증, 상지통증  우울과의 계를 악하는 융합

 분석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을 조사한다.

2)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에 따른 안구건조증, 

상지통증  우울간의 차이를 조사한다.

3)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과 안구건조증, 상지

통증  우울과의 계를 조사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과 안구건조

증, 상지통증  우울간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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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편의 표집 하 다. 본 연구의 상자 수는 G*Power 3.1 

로그램[27]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상 계분석에

서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80로 하 을 때 

278명이 요구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부의 설문지

를 학생에게 배부한 후 이  자료로서 부 합한 14부

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286명을 상으로 하

다.

2.3 연구 도구

2.3.1 스마트 폰 중독사용
스마트 폰 독사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4]에서 개발

한 성인용 스마트 폰 독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수가 높을수록 스마트 폰 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스마트 폰 독은 총  39  이하는 일

반 사용군, 총  40  이상-43  이하는 잠재  험 사

용군, 총  44  이상은 고 험 사용군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잠재  험 사용군과 고 험 사

용군을 합쳐서 스마트 폰 독사용군으로 정의하 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3 이

었다.

2.3.2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은 Schiffman 등[28]이 개발한 Ocular 

Surface Disease Index(OSDI)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OSDI는 안구 표면에서 피검자가 지각할 수 있는 증상과 

련된 12문항의 4  척도로 ‘  없다’‘ 0 에서 ‘항상 

그 다’ 4 으로 OSDI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OSDI 수=(답변한 항목의 합계 수 x 25/ 답변한 

항목의 수)

OSDI의 수는 0 에서 100 까지로 수가 높을수

록 안구건조증이 심하다. OSDI 수에 따라 0-12 은 정

상, 13-22 은 경도 건성안, 23-32 은 등도 건성안, 

33-100 은 증 건성안으로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9 이었다.

2.3.3 상지통증
상지통증은 한국산업 안 보건공단[29]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자가 평가 조사표로 측정하 다. 도구는 목, 어

깨, 팔/ 팔꿈치, 손/손목/손가락 등의 4 부 의 통증 유무

와 각 통증부 의 통증에 하여 통증의 지속시간은 1-5

, 통증의 강도는 1-4 , 통증의 빈도는 1-5 으로 응답

하도록 하 다. 총 이 3-6 인 경우는 경도, 7-10 은 

등도, 11-14 은 고도 통증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03 - .809이었다. 

2.3.4 우울
우울은 Beck 등[30]의 Beck Depression Inventory-II 

(BOI-II)를 Sung 등[3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 다. 도

구는 총 21문항의 4  척도로 최  0 에서 최고 63 으

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Beck 

등[30]은 BDI-II 수가 0-13 은 정상, 14-19 은 가벼

운 우울, 20-28 은 등도 우울, 29-63 은 심한 우울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8 이었다.

2.4 자료 수집방법

자료수집 에 S 학교 임상시험심사 원회(IRB)로 

부터 본 연구의 목 , 피험자 권리보장  설문지에 한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SMU-2015-07-004-02)을 받

은 후 연구를 진행하 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연

구보조자 6명에게 자료수집방법과 차에 해 교육을 

한 후 자료 수집을 실시하 다. 자료 수집은 연구 상자

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

를 하는 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보조자가 직  하 다.  

2.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학생의 일

반  특성과 스마트 폰 사용 특성, 스마트 폰 독사용, 

안구건조증, 상지 통증  우울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  특성과 스마트 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 폰 

독사용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 분석은 Scheffe

로 검정하 다. 스마트 폰 독사용에 따른 안구건조증

과 상지통증  우울 정도 차이는 t-test와 χ2 test로, 스

마트 폰 독사용과 안구건조증, 상지통증  우울 간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 폰 사용 특

성에 따른 스마트 폰 중독사용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마트 폰 독사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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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Table 1>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마트 폰 독사용은 성별(t=-3.78, p< .001), 학년

(F=7.52, p< .001), 공(F=4.89, p< .01)  학업성취도

(F=7.94, 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사

후 검정 결과 학년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이, 공은 인문

사회과학 공자 보다 보건의료 공자에서, 학업성취도

는 높은 경우에 비해 낮은 경우가 스마트 폰 독사용 평

균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Variables n(%) Mean±SD t or F Scheffé
Gender

 Male 162(56.6) 31.15(7.04) -3.78***

 Female 124(43.4) 34.32(6.98)

Age (years) 20.21(2.03)

Grade

 Freshman
a 
 135(47.2) 30.68(6.62)  7.52

***
a<d

 Sophomoreb    99(34.6) 33.74(7.22)

 Juniorc  34(11.9) 33.70(6.66)

 Senior
d

 18( 6.3) 37.44(8.25)

Major1)

 Humanities &
 Social sciencesa

 91(31.8) 31.15(6.26)  4.89
**

a<c

 Natural sciencesb  74(25.9) 31.68(7.90)

 Health & 
 Medical sciencesc

115(40.2) 34.01(6.90)

 Physical education
  & Art

  6( 2.1)

Economic status

 High  58(20.3) 31.68(8.19)  1.65

 Moderate 178(62.2) 33.12(6.65)

 Low  50(17.5) 31.38(7.66)

Academic 
achievement

 Gooda      46(16.1) 30.93(8.44)  7.94*** a<c

 Moderateb 187(65.4) 31.96(6.67)

 Poor
c

 53(18.5) 35.90(6.82)

Residence type

 One's own house  47(16.4) 31.80(6.10) -.75

 Another house 239(83.6) 32.66(7.37)
1) Physical education & art group is excluded from ANOVA
**
p<.01, 

***
p<.001

<Table 1> Addictive smart phone us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86)

스마트 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 폰 독사용은 

<Table 2-1>와 같다. 스마트 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

트 폰 독사용은 스마트 폰 사용 기간(F=4.10, p< .01), 

일일 스마트 폰 사용 시간(F=11.57, 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정결과 스마트 폰 사용기

간은 13-36개월에 비해 73개월 이상에서, 일일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5시간 미만에 비해 5-10시간과 10시간 이상

인 경우 스마트 폰 독사용 평균 수가 더 높게 나타났

다. 스마트 폰 사용 목 은 <Table 2-2>와 같다. 스마트 

폰 사용 목 은 메신  15.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12.9%, 음악, 화, 게임, 소설, e-book 등의 취미

활동 12.5%,  음성통화 11.4%, 웹 서핑 10.4% 순으로 나

타났다.

Variables n(%) Mean
±SD t or FSche

ffé
Period of smart phone usage 

(month)

    ≤12 
a

 13( 4.5) 30.00(6.50) 4.10
**

b<d

    13-36 b  72(25.2) 31.13(5.99)

    37-72 c 171(59.8) 32.67(7.34)

    ≥73 
d

 30(10.5) 36.13(8.01)

Daily using time of smart phone
(hrs)

   〈 5 a 164(57.3) 30.86(7.21)
11.57**
* a<b, c

    5-10 b  75(26.2) 35.26(6.29)

    〉10 c  47(16.4) 33.95(6.87)

Satisfaction of smart phone 
usage1)

    Good 143(50.0) 32.18(7.48) -.605

    Moderate 134(46.9) 32.70(6.77)

    Poor   9( 3.1)
1) 
Poor group is excluded from t-t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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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1> Addictive smart phone u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phone usage 

(N=286)

n(%)
 Voice call 161(11.4)

 Text message 100( 7.1)

 Surfing on the web 148(10.4)

 SNS(Social Network Service) 184(12.9)

 Hobby
 (music, movie, game, novel, e-book)

177(12.5)

 Messenger(kakaotalk, my people) 226(15.9)

 Camera  

 Internet banking  84( 5.9)

 Studying  52( 3.7)

 News retrieval  72( 5.1)

 E-mail  31( 2.2)

 Purchase goods  72( 5.1)
1) Multiple Respond

<Table 2-2> Purpose of smart phone usage1) (N=286)

 3.2 대상자의 스마트 폰 중독사용 

상자의 스마트 폰 독사용은 <Table 3>과 같다. 

총 286명 연구 상자  스마트 폰 일반사용군은 85.0%, 

독 사용군은 1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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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rmal use 
group
(n=243)

Addictive 
use group

(n=43) t or x2

n(%) or 
Mean±SD

n(%) or
 Mean±SD

Dry eye syndrome 22.47(±18.64) 35.94(±18.68) -4.38***

   Normal(〈12)  78(32.1)  5(11.6)  7.43**

   Dry eye(≥13) 165(67.9) 38(88.4)
Upper extremity pain
  Neck pain 1.78(±2.95) 3.18(±3.30) -2.60*

   No 168(69.1) 20(46.5)  8.30**

   Yes 75(30.9) 23(53.5)
 Shoulder pain 1.81(±3.06) 2.81(±3.48) -1.75
   No 167(68.7) 24(55.8)  2.74
   Yes 76(31.3) 19(44.2)
 Arm pain 0.67(±1.69) 0.88(±2.01) - .70
   No 205(84.4) 35(81.4)  0.23
   Yes 38(15.6)  8(18.6)
 Hand pain 1.34(±2.55) 1.93(±2.97) -1.34
   No 181(74.5) 28(65.1)  1.63
   Yes 62(25.5) 15(34.9)

<Table 4> Dry eye syndrome, upper extremity pain and 

depression according to the addictive smart 

phone use                           (N=286)

Depression 9.28(±7.92) 16.34(±10.63) -4.15***

  Normal 181(74.5) 19(44.2) 23.73***

  Mild depression 37(15.2)  9(20.9)
  Moderate depression 20( 8.2) 14(32.6)
  Severe depression  5( 2.1)  1( 2.3)
*p<.05, **p<.01, ***p<.001

Total Male Female
n(%) n(%) n(%)

Normal using group 243(85.0) 145(50.7) 98(34.3)

Addictive 
use group

Potential 
risk group

28( 9.8) 15( 5.2) 13(4.6)

High risk 
group

15( 5.2)  2( 0.7) 13(4.5)

<Table 3> Addictive smart phone use of participants 

(N=286)

  

3.3 스마트 폰 중독사용에 따른 안구건조증과 

상지통증 및 우울 차이

스마트 폰 독사용에 따른 안구건조증과 상지통증 

 우울 차이는 <Table 4>과 같다. 스마트 폰 독사용

에 따른 안구건조증은 스마트 폰 일반 사용군의 안구건

조증 평균 수가 22.47(18.64) , 독 사용군은 35.94(18.68)

으로 스마트 폰 독 사용군의 안구건조증 평균 수

가 유의하게(t=-4.38, p< .001) 높았다. 스마트 폰 독사

용에 따른 상지통증은 목 통증에서만 유의한 차이(t=-2.60, 

p<.05)를 보 는데, 스마트 폰 일반 사용군의 목 통증 평

균 수는 1.78(2.95) , 독 사용군은 3.18(3.30) 으로 

스마트 폰 독 사용군의 목 통증 평균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스마트 폰 독사용에 따른 우울은 스마트 폰 일

반 사용군의 우울 평균 수가 9.28(7.92) , 독 사용군

은 16.34(10.63) 으로 스마트폰 독 사용군의 우울 평

균 수가 유의하게(t=-4.15, p<.001) 높았다.

  

3.4 스마트 폰 중독사용과 안구건조증, 상지통증 

및 우울간의 관계

스마트 폰 독사용과 안구건조증, 상지통증  우울

간의 계는 <Table 5>와 같다. 스마트 폰 독사용과 

안구건조증, 상지통증  우울간의 계에서 스마트 폰 

독사용은 안구건조증(r=.332, p< .001), 상지통증  목 

통증(r=.143, p< .05)과 손 통증(r=.138, p< .05), 우울

(r=.402, p< .001) 등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ry eye 
syndrome

Upper extremity pain Depressi
onNeckShoulder Arm Hand

Addictive 
smart 

phone use
.332*** .143* .094 .072 .138*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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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ddictive smart phone 

use and dry eye syndrome, upper extremity 

pain, and depression               (N=286)

  

4. 논의
이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 정도를 알아

보고 스마트 폰 독사용과 안구건조증, 상지통증  우

울 간의 계를 악하여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

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방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15.0%의 학생이 스마

트 폰 독사용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을 상으

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2,6]에서 스마트 폰 

독사용군이 각각 21%, 27%로 보고한 결과에 비해 낮

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자의 성별 비율에 따른 것

으로 생각된다. 즉 본 연구에서의 연구 상자는 남녀 비

율이 비슷하게 구성된 반면 Kim[6]의 연구에서는 91.4%

가 여학생으로 구성되었고, Jeon과 Jang[2]의 연구에서

도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1% 이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 폰 독사용은 일반  특성  성

별, 학년, 공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2,5]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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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독되기 쉬우며 여학생은 사회  계를 유

지하기 해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32] 보고한 결

과와 부합된다. 따라서 추후 남녀 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양상과 스마트폰 독간의 차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년은 1학년에 비해 4학

년이 스마트폰 독사용이 높았으나 Bian과 Leung[33]

은 학년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에 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 다. 본 연구에서 공

은 보건의료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스마트폰 독

사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Kim[6]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

의 스마트폰 독 평균 수가 타 공에 비해 높게 나타

난 결과와 부합되지만 Na 등[34]의 연구에서는 경상계열

이 스마트폰 의존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추후 타 공

과의 지속 인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 높은 경우에 비해 스마트

폰 독사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1,35]에서 스마트폰 독인 사람은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활동에 집 하지 못하여 

학업성취가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 폰 특성에 따른 스마트 폰 독사

용은 스마트 폰 사용 기간과 일일 스마트 폰 사용 시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스마트 폰 사용기간에 

한 일 된 결과는 없지만 일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스

마트 폰 독간의 계 연구에서[32] 일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 폰 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보고와 부합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은 스마트 폰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 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5,6]에서 학생들

의 스마트 폰 사용 목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

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보고와 부합되는데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용 시 실제 사용한 시간보다 주 으

로 사용 시간을 게 인지하므로 스마트 폰 독사용으

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5,13].  

안구건조증 는 건성안은 기본 인 물에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 이물감이나 건조감 등을 가져오는 경우를 

총칭하는데[14], 본 연구에서 스마트 폰 독사용군은 경

도 건성안 이상인 경우가 88.4%로 스마트 폰 정상사용군 

67.9%보다  많았고, 스마트 폰 독과 안구건조증과는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이는 스마트 폰은 PC사용보

다 더 작은 화면을 쳐다보게 되면서 이 쉽게 피로해지

고 장시간의 연속 인 스마트 폰 사용은 안구건조증이나 

시력 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11,26]와 부

합된다. Yun 등[10]도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  

건강 문제  의 피로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하여 일정한 시간 스마트 폰 사용 후 한 휴식을 취하

거나[11] 스마트 폰을 사용할 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

고 의식 으로 을 깜빡여서 안구건조를 막을 필요가 

있다[26]. 그러나 Lee 등[36] 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이

용시간과 의 불편함 간에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안구건조증에 향을 미치는 콘

텍트 즈 착용, 근시교정수술  항히스타민제와 항우울

제와 같은 약물[37]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의 결과, 스마트 폰 독사용군에서 목 통증이 

있는 경우가 53.5%로 정상사용군의 30.9%보다 많았으나 

어깨, 팔, 손의 통증 차이는 없었고 스마트 폰 독사용은 

목 통증과 손 통증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폰 독사용과 상지통증과의 차이에 

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어 휴 폰 사용 독과 경부통

증과의 계 연구와 련해 고찰해 보면 학생을 상

으로 한 Lee[26]의 연구에서 휴 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인 학생의 34%가 목 통증이 있는 반면,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의 68%가 목 통증을 호소하여 휴 폰을 

장시간 사용할수록 목에 통증을 느끼는 발 증세도 강해

진다는 결과와 부합된다. 한편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상지통증을 측정한 Hwang 등[5]의 연구에서 스마트 폰 

독 사용군에서 정상 사용군에 비해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고 목의 통증, 팔의 통증  손의 

통증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

다. 스마트 폰의 작은 자를 보기 해 고개를 무 숙

이는 태도는 경추건강에 안 좋으며 스마트 폰 사용이 증

가하면서 은 층의 목 디스크가 늘고 있다[26]. 스마트 

폰 사용과 련된 목 통증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장시

간의 스마트 폰 사용을 제한하며 스마트 폰 사용 시 올바

른 자세와 당한 휴식 시간  스트 칭 등의 운동을 교

육할 필요가 있다. 한 스마트 폰의 독사용과 근골격

계에 미치는 신체  증상에 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 폰 독사용군이 정상 사용군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 수가 높았고 우울은 스마트 폰 

독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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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폰을 독 으로 사용할수록 우울 정도가 더 심해

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폰 독과 우울과

의 계를 다룬 많은 선행 연구[5,14,15,16]에서 우울은 

스마트 폰 독의 요한 련 변수로 보고한 결과와 부

합된다. 우울한 사람은 스마트 폰에 보다 의존하고 스마

트 폰에 독되기 쉬우므로[5,38] 학생의 스마트 폰 

독을 방하기 하여 우울을 가진 학생을 악하고 그

들에게 한 지지 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스마트 폰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어 구나 사용하

고 있다. 스마트 폰 독사용은 신체 , 정신  건강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학생 시기의 건강은 성인 이후의 건

강한 삶의 근원이 되므로 학생들의 스마트 폰 독으

로 인한 건강문제를 방하는 것은 요하다. 본 연구 결

과 학생의 15%가 스마트 폰 독사용군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고학년, 보건의료계열에서 스마트폰 독사용이 

높았고 학업성취가 낮은 경우, 스마트 폰 사용 기간과 일

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긴 상자가 스마트폰 독 사

용이 높았다. 스마트 폰 독사용군은 정상사용군에 비

해 안구건조증과 목 통증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고 스

마트 폰을 독 으로 사용 할수록 안구건조증, 목 통증, 

손 통증  우울정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

마트 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마트 폰의 독사용으로 

인한 신체 , 정신  건강문제를 방하기 한 정기

인 보건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한 학생의 스마트 

폰 독사용과 이로 인한 건강문제를 방하기 한 

재 략을 개발하는데 있어 우울을 감소시키고 목 통증

과 안구건조증을 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사

용과 이에 따른 신체 , 정신  문제를 확인하고 스마트

폰 독사용과 련된 요인을 악함으로써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한 재 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 인 연구로서 일지역의 학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상의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특성과 스마트 

폰 독간의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폰 독이 근 골격계에 미치는 신체  증

상에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 폰 독과 련된 신체  정신  건강문

제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 폰 독과 안구건조증과의 연구 시 안구

건조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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