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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

는 간호학과 2-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동의한 173명으로 수집된 자료

는 IBM SPSS 19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불안과 스마트

폰 중독은 양의 상관관계로,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통제는 스마트폰 중독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하루 사용시간과 자기통제는 스마트폰 중독의 36.0%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있는중재방안이필요하다.

주요용어: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스마트폰중독, 자기통제.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컴퓨터 기능을 갖춘 무선 전화기로 (Kim, 2008), 휴대전화 기능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

색,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되어 있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

는 편리한 도구이다 (Kim 등, 2011). 이처럼 스마트폰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서비

스와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스마트폰의 사회적 파급이 커지고 있다 (Kim 등, 2011).

하지만 특별한 목적 없는 습관적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 학업의 지장, 금단현

상 등의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Choi 등, 2012). 특히 20대의 스마트폰 중독위험

군의 비율은 24.2%로 다른 연령대의 성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6). 그중에서도 간호학과의 경우 모바일 응

용 기반 약물 및 간호중재를 위한 많은 의료관련 애플리케이션이 학습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Jeon 등,

2016),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노출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31.3% (Cho, 2014)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 정도도 대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

고있으며 (Kim과 Lee, 2012), 스마트폰사용시간도 1일평균 3시간이상사용하는것 (Han, 2015)으로

나타나, 일반대학생의 1일평균 2시간 30분 (Lee 등, 2013)보다길게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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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불안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

들과의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낯선 상황에서 의료인과 대상자와의 만남으로 인하여 대

인관계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n과 Chung, 2006).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

할 경우 임상실습현장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때 경험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졸업 후 근

무하는 임상실무현장에서 타인과의 상호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Kim,

2002). 대학생의 불안과 중독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 공포증이 높은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고 (Darcin 등, 2016), 대인불안이 높을수록 휴대전화중독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Lee와 Jang, 2009), 의사소통 불안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 2012).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은 중독군이 일

반사용자군보다사회적불안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나 (Kim, 2014). 스마트폰중독으로인하여타인

과의상호작용에두려움과불안을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환경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

시키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가는 다차원적 현상 (Hahn 등, 1991)으로, 적응을 잘 하지 못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사고로 인한 불완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학업포기로까지 이어

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 (Ju, 2015).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었지만,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Choi 등, 2012).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몰입과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높을수록학습몰입도는낮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Han, 2015).

자기통제는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Shaffer, 2008), 일상

적반응들이바람직하지못할때의식적으로억제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을내리는것이다 (Muraven과

Baumeister, 2000). 중독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Choi 등,

2011) 자기통제는 중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낮았고 (Kim 등, 2013),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대학생이 비중독군 대학생보다 자기통제력이 낮게 나타

났다 (Ju, 2015). 또한 간호대학생 중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비중독군 보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Cho, 201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

적응및자기통제가영향을미치고있다. 하지만, 일반대학생보다전공에대한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

고,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 적응, 자기통제 및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 적응,

자기통제 및 스마트폰 중독정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스마트폰 중독예방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파

악하는데있으며구체적목적은다음과같다.

•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파악하고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및스마트폰중독의정도

를파악한다.

•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스마트폰중독의차이를파악한다.

• 대상자의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스마트폰중독간의상관관계를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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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서술적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도구

1) 대인관계불안

대인관계불안은 Leary (1983)의 대인관계불안척도 (interaction aniousness scale; IAS)를 Kim

(1995)이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완벽하게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관계불안이높음을의미한다. 도구의신뢰도는 Kim (1995)의연구에 Cronbach’s α=.88이었고, 본연

구에서 Cronbach’s α=.88이었다.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Jeong과 Park (2009)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대인관

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 전체 19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도구의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고, 본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다.

3)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Tangney 등 (2004)이 개발한 단축형자기통제척도 (The brief self-control measure)를

Han (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자제력 11문항, 신중성 10문항, 건강한 습관 5문

항, 신뢰성 5문항, 성실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연구에서 Cronbach’s α=.84였다.

4) 스마트폰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 (national in-

formation society agency; S-척도, 2011)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

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5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89였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였다.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

한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2학년에서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9개를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크기를 효과크기 (f2)= .15, 유의수준

(α)= .05, 검정력 (1-β)= .95로 산출한 결과 166명이었으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목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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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이중 중 응답이 불완전한 27명의 자료를 제외한 173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대학 교수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진행하였

다.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

며,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여도 선물은 회수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

한불이익도없으며을알려주었다. 또한수집된자료는연구목적이외에어떤다른목적으로도사용되

지않을것임을설명한후충분히이해하고동의서에서면동의한대상자에게설문지와소정의선물을배

부하였다. 설문지작성에는약 15분이소요되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

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 및 스마트폰중독 정도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t 검정 (t-test)와 분산분석 (ANOVA)로

분석한 후 집단 간 차이는 샤페검정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불안, 대

학생활적응, 자기통제 및 스마트폰중독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66±2.11세였고 여학생 144명 (83.2%), 남학생 29명 (16.8%)이었다. 학년

은 2학년이 103명 (59.5%)로 가장 많았고, 4학년 40명 (23.1%), 3학년 30명 (17.4%)이었다. 직전학기

성적은 3.5 ∼ 4.0미만인 학생이 72명 (41.6%)으로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는 좋음이 97명 (56.1%)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4시간 ∼ 8시간 미만이 85명 (49.1%), 4시간 미만이 62명 (35.8%),

8시간 이상이 26명 (15.0%)의 순이었고, 스마트폰 사용만족도는 만족이 104명 (60.0%), 보통이 40명

(23.2%), 매우만족이 29명 (16.8%)의순으로나타났다 (Table 3.1).

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20.66 ± 2.11

Gender
Female 144 (83.2)
Male 29 (16.8)

Academic year

Sophomore 103 (59.5)
Junior 30 (17.4)
Senior 40 (23.1)

Grade point average

4.0 ≤ 34 (19.7)
3.5 ≤ ∼ < 4.0 72 (41.6)
3.0 ≤ ∼< 3.5 51 (29.5)

< 3.0 16 (9.2)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Very good 9 (5.2)
Good 97 (56.1)

Moderate 61 (35.2)
Bad 6 (3.5)

Smartphone use time (hour)

< 4 62 (35.9)
4 ≤ ∼ < 8 85 (49.1)

≥ ∼ 8 26 (15.0)

Smartphone us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9 (16.8)
Satisfied 104 (60.0)
Moderate 4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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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 및 스마폰중독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불안은 평균평점 2.69±0.59점이었고, 대학생활적응은 평균평점 3.15±0.50점, 자

기통제는 평균평점 2.19±0.4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스마트폰중독 정도는 평균평점 2.19±0.40점

이었다 (Table 3.2).

Table 3.2 Degre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college adjustment,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N=173)

Variable
Total

Min Max M±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1.40 4.67 2.69 ± 0.59

College adjustment 1.68 4.42 3.15 ± 0.50

Self-control 1.85 4.31 3.08 ± 0.53

Smartphone addiction 1.13 3.13 2.19 ± 0.4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중독의 차이

대상자의 스마트폰중독 정도는 스마트폰 사용시간 (F=12.03, p <.001), 스마트폰 사용만족도

(F=4.20, p=.01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스마트폰중독 정도는 스마트폰 사

용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가장 높았고, 하루 4시간 ∼ 8시간 미만 사용하는 대상

자,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대상자가만족한다고한대상자보다스마트폰중독정도가높게나타났다 (Table 3.3).

Table 3.3 Differences in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martphone addiction

M ± SD t/F p

Gender
Female 2.20 ± 0.37 0.12 .905

Male 2.19 ± 0.50

Academic year

Sophomore 2.18 ± 0.38 0.18 .839

Junior 2.19 ± 0.39

Senior 2.23 ± 0.45

Perceived relationship of peer

Very good 2.22 ± 0.50 2.08 .105

Good 2.15 ± 0.41

Moderate 2.23 ± 0.36

Bad 2.52 ± 0.26

Grade point average

≥ 4.0 2.12 ± 0.38 1.32 .270

3.5 ≤ ∼ < 4.0 2.16 ± 0.39

3.0 ≤ ∼ < 3.5 2.56 ± 0.40

< 3.0 2.29 ± 0.42

Smartphone use time (hour)

<4 2.05c ± 0.43 12.03 <.001

4 ≤ ∼ <8 2.21b ± 0.35 a > b > c

≥8 2.48a ± 0.25

Smartphone us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34a ± 0.29 4.20 .017

Satisfied 2.13c ± 0.40 a > b > c

Moderate 2.27b ± 0.41
a,b,c: Post-hoc - Scheffe test

3.4. 대상자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 및 스마트폰중독 간의 관계

스마트폰중독 정도는 대인관계불안 (r=.22, p=.003)과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어 대인관계불안

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중독 정도가 높아지고, 대학생활적응 (r=-.32, p <.001) 및 자기통제 (r=-.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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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어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스마트폰중독 정도가 높아

지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3.4).

Table 3.4 Correlation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college adjustment,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N=173)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College adjustment Self-control

r (p)

College adjustment -.32 (<.001)

Self-control -.31 (<.001) .43 (<.001)

Smartphone addiction .22 (.003) -.32 (<.001) -.52 (<.001)

3.5. 대상자의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스마트폰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스마트폰중독 정

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스마트폰 사용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중독 정도와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 간에 -.519 ∼ .431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독립변수의조건을만족시켜, 일반적특성 2개요인을포함하여총 5개의변수를독립변수로설정

하고스마트폰중독을종속변수로설정한후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Table 3.5).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및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더빈-

왓슨 (Durbin Watson)값을 확인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13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630∼2.525로 등분산성을 만족하

였다.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1∼1.31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

아회귀분석의기본가정이모두충족되었다.

대상자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만족도,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및 자기통제를

예측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시간 (β=0.16, p<.001)과 자기통제 (β=-0.32,

p<.001)가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6.0%였다.

Table 3.5 Predi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N=173)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β S.E Std β

(Constant) 3.15 .29 10.84 <.001

Smartphone use time 0.16 .04 .27 4.23 <.001

Smartphone use satisfaction -0.03 .04 -.05 -0.09 .42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0.02 .05 .04 0.54 .590

College adjustment -0.07 .06 -.08 -1.19 .235

Self-control -0.33 .05 -.44 -6.24 <.001

R2=.360, Adj R2=.340, F=18.749,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의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다.

본 연구결과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자기통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미만, 4시간이상 ∼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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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미만, 8시간이상의순으로높아져, 하루스마트폰사용시간이길수록스마트폰중독정도가높음을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점수와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양의 상관관계 (r=.26, p<.001)로

나타났고 (Lee 등, 2013), 스마트폰의 하루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스마트폰 중독사용 점수가 높게

(F=7.61, p<.001) 나타난 결과 (Hwang 등, 2012)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

과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집단이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게 (F=10.31, p <.001) 나타난 것

(Cho, 2014)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중독 장애에서 대상물질의 사용기간이 길수록 중독 가능성

이 높아지는 중독의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Ha, 2016). 하지만, 학생들이 스마트폰

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

하게 되고,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부정적인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교육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Aljomaa 등, 2016).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스마트폰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높게나타났다. 스마트폰은무제한적인정보검색, 교육, 게임, 교통, 금융등의종합문화서비스

매체로진화하고있기때문에 (Hwang 등, 2012) 스마트폰의사용시간은더욱늘어날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늘어나는스마트폰사용시간에따른스마트폰중독이늘어나지않도록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

련할필요가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통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r=-0.32, p<.001)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던 결과 (Kim 등, 2013)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Ju, 2015)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

다. 이는 자기통제가 높은 사람은 자기조절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것 (Lee와 Park,

2014)을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낮을수록, 자기통제가 낮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고 (r=0.43, p<.001) (Kim 등, 2016),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성이 낮았으며 (r=-

0.14, p<.05) (Choi와 Yoo, 2015), 대인관계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던 연구결과 (r=-

0.165, p<.01) (Kim 등, 2013)와, 스마트폰중독수준이높을수록대학생활적응수준이낮게 (r=-0.354,

p<.01) 나타나고 (Ju, 2015), 스마트폰중독 현상이학교생활 (t=3.955, p=.036)에영향을 미쳐대인관

계 (t=3.624, p<.001)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Choi 등, 2012), 또한 간호대학생의 스마

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낮았던 (r=-.24, p=.008) 것 (Han, 2015)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학생이 정보획득, 오락/여가, 서비스 및 즉시성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서 남학생보다 유의

하게 높았던 (t=2.46, p=.014) 것 (Jo, 2014)으로 미루어 본 연구의 83.2%가 여학생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SNS 등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주변의 지지를 얻으면서 그 사용

이 증가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위험 사용자군에 속한 대학생의 대인관계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게 (r=-.165, p<.05) 나타난 것 (Kim 등, 2013)과도 유사한 결과이

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대인관계지지의 추구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임 (Oh, 2012)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의 대인관계가 온라인 상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상의 관계를 강화시켜 대학생활적

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목적,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

에대한보다다각적인연구가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자기통제가 스마트폰 중독의 유의한 영향요인 (β=-.44, p<.001)으로 났는데, 이는 일반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이 유의한 요소 (β=-.15, p<.05)로 나타난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Kim 등, 2013). 이는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

연구들 (Cho, 2014; Ju, 2015; Kim 등, 2013; Lee와 Park, 2014)과도맥락을같이한다. 따라서자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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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을높여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고치료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을보여준다.

본 연구가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하지

만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

방을위한중재방안을마련하였다는데본연구의의의가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과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자기통제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36.0%의 설

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활적

응과 자기통제를 높이고 대인관계를 증진시켜 불안을 낮추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을 세분

화한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결과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예방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효과를검증하는연구를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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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rela-

tionship anxiety, college adjustment,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Collecting data from 173 nursing students, we carried out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IBM SPSS

Statistics 19.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have been indentified to be smartphone use time and self-control, accounting for 34.0%

of the variabi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an effective approach to prevent smartphone

addiction for nursing students needs to consider how to decrease smartphone time and

also needs to develop ways to enhance self-control and interpersonsal relationship.

Keywords: College adjust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nursing students,

self-control,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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