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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주영*, 박성은, 박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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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u Young Park*, Seong En Park, Min Jo Park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스마트폰 독 재와 학생활 응 교육  정책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 상자는 D시 소재 
4년제 일 간호 학의 1, 2학년생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 173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obel 
test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상자의 스마트폰 독수 은 고 험군 47명, 잠재  험군 29명, 일반군 97명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독군별 학생활 응 평균은 독수 이 높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스마트폰 독군별 사회 지지 

평균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상자의 학생활 응은 스마트폰 독(r=-.34, p<.001)과 음의 상 계가 있었으며 사회

지지(r=.38, p<.001)와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사회 지지는 스마트폰 독(r=-.17, p=.023)과 유의한 음의 상 계가 나

타났다. 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스마트폰 독이 높을수록 사회  지지는 낮게 나타났으며(F=5.29, p=.023),
학생활 응도 낮게 나타났다(F=20.01, p<.001). 스마트폰 독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 지지가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 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p<.001), 이 때 스마트폰 독의 β값 -.264(B값 -.178)이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았을 때의 
β값 -.327(B값 -.221) 보다 작아 사회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le test 결과에서 사회  지지는 스마트

폰 독과 학생활 응의 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 다(Z=-2.11, p=.034). 이에 한 설명력은 21.5%이었다.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생활 응을 높이기 한 다양한 사회 지지 련 학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smartphone addiction intervention as well as college
adaptation education and policy development by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3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mong 4-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in D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In the results, the number of subjects showing
smartphone addiction was 47 in the high risk group, 29 in the potential risk group, and 97 in the general group, and
the average level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the smartphone addiction group was statistically lower as the level
of addiction increased. The average social support level of the smartphone addiction group was not significan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smartphone addiction (r=-.34,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r=.38, p<.001). Social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addiction (r=-.17, p=.023). Moreover, social support was partially medi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and related college policies are needed to improv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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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세 는 스마트IT시  속에 살고 있다. 스마트 IT 
시 란 IT를 일반인부터 기업 · 산업 · 공공 역에서 보
다 하게 활용하는 것에 을 둔 시 로, 국내에 스
마트폰이 출시된 2000년  후반을 기 으로 한다[1]. 그
러나 스마트폰의 속한 확산은 장  외에 심각한 독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의 조사[2]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78.0%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결
과를 보여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높은 의존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Ministry of Science[3]에서 
실시한 2015년 스마트폰 과의존 험군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한 응답에서 청소년

(만10~19세)과 성인(만20~59세) 모두 4시간이상~6시간
미만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 으며 특히 20 에서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4.9시간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폰 독에 한 명확한 평가기 은 아직 정해진바 없

으나 보통 이용시간이 높을수록 독으로 평가한다는 것

을 고려하면, 다양한 연령층에서 상당히 높은 수 의 

독을 보일 수 있는 결과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20  에서도 학생의 

독은 더욱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학생은 기존 고등학
교 시기의 획일 이고 수동 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율

이고 능동 인 성인으로 탈바꿈하는 과도기에 치한다

[4]. 이 시기는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하며, 폭
넓은 인간 계와 자기 주도 인 공분야의 학문을 한꺼

번에 효과 으로 경험, 습득할 수 있는 학생활 응능
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5]. 그러나 학생은 독립성
의 증가에 따라 주변인의 통제가 감소하고 스마트폰 

독에 노출되기 쉬우며[6], 이 시기의 스마트폰 독은 
인 계문제와 사회  고립을 야기할 수 있다[7]. 한 스
마트폰 외의 심사가 어들고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증상을 보이며 다른 일에 집 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갖는다. 이는 학생 시기에 수행해야 할 정상 인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생활 부 응을 래한다.
그  간호 학생은 미래의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여 

생명을 다루는 막 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지속 인 

학습과 높은 집 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독에 취약할 수 있다.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은 스

트 스 수 에 간 으로 향을 받는데[8], 일반 학

생보다 많은 학업량과 실습을 병행함에서 비롯되는 두 

가지 차원의 스트 스원이 동시에 작용하여 더욱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9] 실제로 N. S. Kim & 
G. E. Lee[10]의 연구에서 일반 학생보다 더 높은 독

수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독은 지식습득과 집 을 방해하여 

올바른 사고와 단을 해하고 낮은 학업성취도와 책임

감 결여를 비롯한 학생활 부 응을 겪게 된다. 특히, 
학생활에 응이 완벽하지 않은 1, 2학년일 경우는 더 
심각할 수 있으며[11] 더 나아가 이들이 임상 실습 교육
과정에서도 실습 시간 내 잦은 스마트폰 이용을 하거나 

상자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나가기 인 간호학과 1, 2학
년 시기에 이들의 스마트폰 독 수 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학생의 스마트폰 독은 주로 스트 스[12], 우울
과 충동성[13], 자기효능감[14], 자기통제력[15] 등과 같
은 개인 내 인 요인들과의 계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Y. M. Lee[16]의 연구에
서는 휴 폰 독집단이 낮은 인신뢰감과 불안정한 심

리상태인 외로움을 휴 폰으로 채우려 하는 특성이 있다

는 것을 보고하 고 이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한 방

안으로 다양한 사회  지지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본
격 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비단계에 있는 이들 

학생들의 학생활 응이 무엇보다 요함에도 불구

하고 보다 폭넓은 인간 계를 경험하고 변화된 생활양식 

속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획득해야하는 등 많은 응문제

에 시달리고 있다[17]. 이때 주변의 인간 계에서 얻게 

되는 정  자원으로 사회  지지가 작용하여 학생의 

심리, 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18]. 간호
학생이 졸업 후 종사하게 될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

[19]에서 한 사회  지지는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간호 학생은 사회  지지를 통해 학생활 반

의 응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에서 매개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  

지지를 살펴보는 것은 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독에 해 기존에 실시된 다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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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학생보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등학생  청소

년을 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차 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 보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특히, 실습에 나가기 인 1, 2
학년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독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과의 계에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에 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 

수 을 완화하고 책임감을 높여  수 있는 사회  지지

의 효과를 검증하고 스마트폰 독 재와 성공 인 

학생활 응을 한 교육  정책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을 기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수 을 

악하고 스마트폰 독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

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스마트폰 독 

재와 성공 인 학생활 응을 한 교육  정책 개

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 사회
지지 정도를 확인한다.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 사회
지지 간 상 계를 확인한다.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과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D시에 소재한 4년제 일 간호 학

에 재학 인 1, 2학년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
한 학생 173명으로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충분히 이

해하고, 연구를 한 자발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진행하며 학기 도  휴학을 한 학생은 제외하 다. 
회귀분석을 해 학생활 응 련 선행연구의 효과크

기 .15, 검정력 .95 유의수  .05를 참고하여 G*Power 
3.1.2 program(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을 이용하여 107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본 연구의 
상 상자 수는 도 탈락을 고려하는 경우 충분한 

상자 크기로 단된다. 

2.3 연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일반  특성 11문
항(성별, 학교생활만족도, 동거인, 어울리는 친구수, 하
루 총사용 시간, 한달 평균요 , 사용동기, 많이 사용하
는 기능, 사용후 만족도, 스마트폰차지비 , 자기 독평

가), 스마트폰 독 15문항, 학생활 응 34문항, 사회
지지 27문항의 총 8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독 척도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에서 개발한 표 화된 성인 스마트폰 과 독 

자가진단용 척도(S-척도)를 활용하 다.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단, 내성의 4가지 하 요인의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Likert식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채 하며 역

문항 3문항(4번, 10번, 15번)이 포함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 지침에 따라 
고 험 사용자군(총  44  이상), 잠재  험 사용자

군(총  40  이상 43  이하), 일반 사용자군(총  39  
이하)으로 분류하 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3이었다. 각 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일상생활장애 .739, 가상세계지향성 .797, 단 .819, 내
성 .807이었다.

2.3.2 대학생활 적응

학생활 응은  S. Y. Park[21]이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학생활 응 도구를 활용하 다. 인

계, 공만족, 공 수월성, 처역량, 취업 비, 학업 
충실도의 여섯 개의 하 요인을 포함하며 총 3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5  Likert식 척도로, ‘  그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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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채 하며, 부정 인 

문항(11번, 16번, 17번)은 역환산하여 계산하며,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0 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3이었다. 각 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인 계 .835, 공만족 
.876, 공수월성 .817, 처역량 .859, 취업 비 .702, 
학업충실도 .778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 지지 척도는 Nolten[22]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M. R. Lee[23]가 수정하고 S. H. Jang 
and. U. Jin[24]이 재수정한 것을 이용하 다. 부모지지, 
교수지지, 친구지지 세 가지의 하 요인을 포함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Likert식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채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5
이었다. 각 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부모지지 
.925, 교수지지 .926, 친구지지 .920이었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한 자료 수집은 K 학의 생명윤리심의

원회(Institution Review of Board, IRB No. 2017- 
020)의 심의를 통과한 후 2017년 5월 22부터 5월 24일
까지 시행하 다. 연구보조원은 연구 상자에게 먼  연

구에 해 직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에

게 자발 인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 다. 한 연
구 참여  언제든지 자발 으로 참여를 단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 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 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하 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

석하 으며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 사회 지

지는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사용
자군별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 사회 지지 

정도는 One way ANOVA로 사후검증은 Scheffe'로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 사회
지지 간 상 계는 Pe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
다.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Baron and 
Kenny[25]가 제시한 차에 따라 3단계로 나 어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
하 으며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간 상 계

수는 0.8보다 작아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단

되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 결과, 
VIF 값은 모두 10 미만,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으로 최종 으로 독립변수 간에는 다 공선성

이 없는 것을 확인하 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총 173명의 응답자  성별은 남자 20명(11.6%), 
여자 152명(88.4%)으로 부분이 여성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90명(52.1%)으로 과반수 이상의 학생
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친구 68명
(39.4%), 부모님 66명(38.2%), 혼자 39명(22.5%) 순으
로 나타났다. 인 계는 5명 이상의 친구들과 학교생활
을 같이하는 학생이 102명(59.0%)으로 가장 높았다. 스
마트폰 사용시간은 2시간 미만 28명(16.2%), 2시간~3시
간 미만 45명(26.0%) 3시간~4시간 미만 54명(31.2%) 4
시간 이상 46명(26.6%)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요 은 4-6
만원 미만이 71명(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용
동기는 커뮤니 이션이 70명(40.5%), 각종 정보검색 52
명(30.1%), 최근 유행 18명(10.4%), 학업도움 12명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문자 
 카카오톡 82명(47.4%), 페이스북 등 SNS 35명

(20.2%), 음악· 화·게임 31명(18.0%), 인터넷정보 활용 
19명(11.0%), 음성통화 6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사용 후 만족도는 만족이 133명(76.9%)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폰을 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113명(65.3%)의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폰이 요하게 자리한다고 응답하 다. 스스로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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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마트폰 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70명(40.5%), 그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03명(59.5%)으로 나타났
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Gender
Male 20(11.6)

Female 153(88.4)

School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lower than 25%) 19(11.0)

Average(25-75%) 64(37.0)
Satisfaction

(higher than 75%) 90(52.0)

Type of 
residence

Alone 39(22.4)
Parents 66(38.2)

Friends and other 68(39.4)

Human 
relationship

Less than 1-2 people 22(12.7)
3-4 people 49(28.3)

More than 5 people 102(59.0)

Usage time

Less than 2 hours 28(16.2)
2 hours or more

~Less than 3 hour 
45(26.0)

3 hours or more
~Less than 4hour 

54(31.2)

4 hour or more 46(26.6)

Usage fee
(won)

Less than 40,000 47(27.2)
40,000 or more

~less than 60,000 
71(41.0)

60,000 or more
~less than 80,000 

43(24.9)

80,000 or more 12(6.9)

Usage 
motive

The latest fashion 18(10.4)
General information search 52(30.1)

Help with study 12(6.9)
Communication 70(40.5)

Others 21(12.1)

Mainly 
used 

functions

Voice call 6(3.5)
Mail 82(47.4)

Internet Information 19(11.0)
Music Movie Games 31(18.0)

SNS 35(20.1)

Satisfaction 
after use

Dissatisfaction
(lower than 25%)

4(2.3)

Average(25-75%) 36(20.8)
Satisfaction

(higher than 75%)
133(76.9)

Importance
(Charge 
ratio of 

day)

Important
(higher than 75%) 113(65.3)

Average(25-75%) 24(13.9)
Little and Insufficiency

(lower than 25%) 36(20.8)

Self-
addiction 
evaluation

Yes 70(40.5)

No 103(59.5)

3.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

응, 사회적지지

본 연구 상자의 스마트폰 독수 을 세 군으로 나

 결과, 스마트폰 고 험 사용자군 27.2%(47명), 잠재  
험 사용자군 16.8%(29명), 일반 사용자군 56.1%(97
명) 이었다. 사용자군별 스마트폰 독, 학생활 응, 
사회 지지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 상자의 스마트폰 독의 평균은 4  만  

 2.53±.59  이었으며 하부 역  내성 2.90±.71 , 
일상생활장애 2.59±.64 , 단 2.54±.76 , 가상세계지
향성 1.95±.72  이었다. 세 군의 스마트폰 독평균은 
고 험 사용자군 3.24±.27 , 잠재  험 사용자군 

2.77±.07 , 일반 사용자군 2.11±.40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F=180.30, p<.001), 사후분석 결과 독수
이 높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개의 하부
역 수인 내성(F=99.06, p<.001), 일상생활장애

(F=70.90, p<.001), 단(F=115.35, p<.001), 가상세계지
향성(F=62.16,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
후분석 결과 고 험 사용자군일수록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학생활 응 평균은 5  만   3.42±.49  이었으며 

하부 역  인 계 3.74±.54 , 학업충실도 3.73± 
.652, 처역량 3.67±.62, 공만족 3.43±.69 , 취업
비 3.08±.75, 공수월성 2.87±.69  순이었다. 스마트폰 
독군별 학생활 응 평균은 고 험 사용자군 3.17± 

.49 , 잠재  험 사용자군 3.45±.38 , 일반 사용자군 
3.53±.484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F=9.21, p<.001), 
사후분석 결과 고 험사용자군(3.17±.49)이 잠재  험 

사용자군(3.45±.38 )이나 일반 사용자군(3.53±.48 )보
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하부 역을 살펴보면, 공

만족(F=4.59, p=.011), 공수월성(F=9.82, p<.001), 취
업 비(F=9.39, p<.001), 학업충실도(F=4.60, p=.011)는 
독수 이 높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인 계(F=1.75, p=.176)  처역량(F=2.67, p=.072)
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 결과 고 험 

사용자군의 공만족(3.18±.70), 공 수월성(2.52±.62), 
학업충실도(3.52±.69)는 일반 사용자군의 공만족

(3.55±.65), 공 수월성(3.04±.69), 학업충실도(3.86±.65)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취업 비 역은 고 험 사용자

군(2.70±.76)이 잠재  험 사용자군(3.25±.58)이나 일
반 사용자군(3.22±.72)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23

Variables

Mean±SD

F Scheff'e p
Total High risk groupa

(n=47)

Subconscious risk
groupb

(n=29)

Normal
groupc

(n=96)

Smartphone addiction
 Disability of daily living
 Virtual world orientation

 Forbidden
 Tolerance

2.53±.59
2.59±.64
1.95±.72
2.54±.76
2.90±.71

3.24±.27
3.23±.39
2.67±.60
3.37±.42
3.62±.29

2.77±.07
2.80±.37
2.05±.64
2.81±.32
3.26±.42

2.11±.40
2.60±.65
1.58±.49
2.05±.56
2.46±57

180.30
70.90
62.16
115.35
99.06

a>b>c
a>b>c
a>b>c
a>b>c
a>b>c

<.001
<.001
<.001
<.001
<.001

College adaptation
Human relationship
 Major satisfaction
 Major excellence

 Coping ability
 Prepare for employment

 Academic fidelity

3.42±.49
3.74±.54
3.43±.69
2.87±.69
3.67±.62
3.08±.75
3.73±.65

3.17±.49
3.62±.49
3.18±.70
2.52±.62
3.50±.56
2.70±.76
3.52±.69

3.45±.38
3.78±.50
3.45±.70
2.88±.57
3.74±.53
3.25±.58
3.64±.47

3.53±.48
3.80±.57
3.55±.65
3.04±.69
3.75±.66
3.22±.72
3.86±.65

9.21
1.75
4.59
9.82
2.67
9.39
4.60

a<b,c

a<c
a<c

a<b,c
a<c

<.001
 .176
 .011
<.001
 .072
<.001
 .011

Social support
 Parent support

 Professor support
 Friend support

3.72±.34
3.77±.38
3.67±.44
3.72±.41

3.69±.30
3.74±.36
3.63±.47
3.72±.40

3.63±.43
3.68±.49
3.56±.50
3.66±.52

3.76±.32
3.82±.35
3.74±.40
3.75±.38

2.03
1.61
2.31
0.58

 .134
 .201
 .102
 .561

Table 2. Smartphone Addiction, College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of subjects                    (N=173)

사회 지지의 평균은 4  만   3.72±.34 으로 나

타났으며 하 역  부모지지 3.77±.38 , 친구지지 
3.72±.41 , 교수지지 3.67±.44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폰 독군별 사회 지지 평균은 고 험 사용자군 

3.69±.30 , 잠재  험 사용자군 3.63±.43 , 일반 사
용자군 3.76±.32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F=2.03, p=.134), 3개의 하부 역인 부모지지(F=1.61, 
p=.201), 교수지지(F=2.31, p=.102), 친구지지(F=.58, 
p=.561)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3.3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

응, 사회적지지 간 상관관계

본 연구 상자의 학생활 응은 스마트폰 독(r=-.34, 
p<.001)과 음의 상 계가 있었으며 사회 지지(r=.38, 
p<.001)와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사회 지지는 스마

트폰 독(r=-.17, p=.023)과 유의한 음의 상 계가 나

타났다(Table 3).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College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N=173)    

Smartphone 
addiction

Social 
support

College 
adaptation

r(p)
Smartphone addiction 1 -.17(.023) -.34(<.001)

Social support 1 .38(<.001)

3.4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 상자의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의 

계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 Fig. 1과 같다. 1단계인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독이 
매개변수인 사회 지지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회귀분석에서는 표 회귀계수 β값 -.174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F=5.29, p=.023),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독이 종속변수인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은 β값 -.327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F=20.01, 
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독

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사회 지지는 β값 .348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p<.001), 모형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F=24.00, p<.001). 이 때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독의 β값 -.264(B값 -.178)이 2단계의 β값 
-.327(B값 -.221) 보다 작아 사회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 

크기에 한 유의성 검증을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
과,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의 계에서 사회 지

지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Z=-2.11, p=.034)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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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Mediating effect model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College Adaptation             (N=173)

Variables B β t(p) R2 F(p)

1. A→C -.100 -.174 -2.30(.023) .02 5.29
(.023)

2. A→ B  -.221 -.327 -4.47(<.001) .10 20.01
(<.001)

3. A→ B -.178 -.264 -3.80(<.001) .22 24.00
(<.001)

  C→ B .082 .348 5.010(<.001)

Sobel test: Z=-2.11, p=.034

* A = Smartphone Addiction, B = College Adaptation, 
  C = Social Support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스마트폰 독 수 을 

악하고 스마트폰 독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

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스마트폰 독 

재와 성공 인 학생활 응을 한 교육  정책 개

발을 한 기  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스마트폰 독의 평균은 4  만  

 2.53±.59 으로 간 이상의 수로 나타났다. 이 값
은 같은 도구로 측정된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정도

[26]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2.42±.47 )이다. 이를 
독수 으로 분류해보면, 일반 사용자군이 56.1%(97명), 
잠재  험 사용자군 16.8%(29명), 고 험 사용자군 

27.2%(47명)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독에 한 명확
한 평가기 은 없으나, 독집단을 잠재  험을 가진 

사용자도 포함한다고 정의하 을 때, 잠재  험사용자

군과 고 험사용자군을 독집단으로 분류하여 합하면 

44%가 독집단에 해당하 다. 본 연구의 일반  특성

에서 간호 학생 스스로가 스마트폰 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40.5%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상자의 

59.5%  일부는 본인이 스마트폰 독 여부에 해 제
로 지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을 할 수 있다. 이
는 스마트폰 사용습  성찰 활동이 스마트폰 독 개선

에 향이 있다는 조성 [2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기
인 스마트폰 사용습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독 

수 을 인지하고, 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에 한 자가 인지를 높이기 

한 교육  주변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  항

목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하부 역의 평균은 내성, 일
상생활장애, 단, 가상세계지향성 순이었고, G. S. Seo 
and S. Y. Bang[26]의 연구에서 한 내성, 일상생활장
애, 단, 가상세계지향성 순이었다. 두 연구에서 모두 
내성이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부분의 
경우에서 즐거움과 욕구충족을 해 스마트폰 사용시간

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스마트폰이 아
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개

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미활동 마련  교내·외 동아리 활
동 장려, 시간활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

응, 사회적지지

본 연구의 상자인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들의 학
생활 응도는 5  만   3.42±.49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간호 학생을 상으로 

2017년에 개발된 것으로 아직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다른 도구가 사용된 선행연구 결과  1, 2학년생
의 평균 수와 비교하 을 때, 3.15 [28], 3.28 [29], 
2.98 [30] 등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
다. 구체  항목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하부 역 

 인 계, 학업충실도, 처역량, 공만족, 취업 비, 
공수월성 순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사회 응과 학업

응이 다른 하 항목보다 높았던 연구결과[31]와 같은 
맥락이며 이는 부분의 학에서 1학년을 상으로 학
습동기유발 학기, 신입생 세미나와 같은 학 응 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기[32] 때문이지만, 인 계와 같은 

사회 응과 학업 응 이외에 4년간 학업지속의향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는 공만족이나 취업 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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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맛보기와 같은 공몰입 교육이나 취업동기유발 학기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상자의 스마트폰 독수 에 따른 학생활

응 평균은 독수 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응도를 

보 다. 이는 일반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S. J. 
Joo[3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하부 역을 살

펴볼 때 인 계  처역량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 상자  다수가 스마트폰 사용

동기를 커뮤니 이션으로 꼽은 과 J. S. Park[34]의 연
구에서 청소년과 학생은 주로 주변사람들과 넓은 커뮤

니 이션을 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고려하

을 때, 인 계를 시하는 성향이 스마트폰 독에 

반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변화된 환경 
내에서 다양한 인간 계를 형성해야 하며 타인과의 정

인 계를 유지할 때 학생활 응수 이 높아지므로

[35]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 이션으로 정  인

계를 형성하게 되어 유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상자의 사회 지지의 평균은 4  만   

3.72±.34 으로 나타났으며, 구체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하 역  부모지지 3.77±.38 , 친구지지 3.72±.41 , 
교수지지 3.67±.4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
용하고 학생을 상으로 한  S. L. Lee[36]의 연구와 
비교하면, 사회 지지 평균은 4  만 에 부모지지 3.23

, 친구지지 3.17 , 교수지지 2.81 으로 나타나 본 연

구에서의 사회 지지가 더 높았다. 이는 본 연구 상자

가 소속되어 있는 학에서는 1학년 부분이 기숙사 생
활을 함과 동시에, 특히 Active Learning 교수방법을 통
하여 학생들 모두가 교수자  동료와 수업시간 이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지

자로 여기는 결과를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하 역으

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순으로 
나타나 S. L. Lee[36]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부모지지, 친
구지지에 비하여 교수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수
신뢰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높아진다는 Y. S. 
Ryu[37]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교수지지를 향상시키기 
해 단순한 지도교수 상담이 아닌, 학생들이 생각하는 
상담 도움요소인 존 과 진솔성, 직․간  도움  다

양한 로그램 제공[38]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연계성 있게 상담할 수 있도록 체계  상담 로그램을 

운 하고, 이를 Active Learning과 연계하여 수업시간 
이외의 다양한 비교과 로그램의 개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독수 에 따른 사회  지지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독 

험이 은 경우 사회 지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Y. H. Yang[39]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상자들은 스마트폰을 정

인 인 계를 형성하기 한 커뮤니 이션 수단으로 사

용하고 있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 나 

SNS 등의 기능을 통해 계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온라인과 오 라인 계에서의 서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계를 SNS라는 가상의 인 계와 실의 인 계 간

의 상호 시 지를 형성하여[40], 계유지에 필요한 시

간 ·공간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사회 지지 한 유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4.3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스마트폰 

중독,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 

사회 지지는 스마트폰 독에는 음의 향(r=-.17, 
p=.023)을, 학생활 응에는 양의 향(r=.38, p<.001)
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G. 

H. Han[41]의 연구결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높다

는 Y. H. Lee[17], J. H. Kim[18]의 선행연구결과와 사
회 지지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성, 
통제성, 사회성이 높아져 학생활 응을 잘 하게 된다

는 H. J. Hwang[42]의 선행연구  사회 지지가 인

계행동과 양의 계로 나타난 연구결과[43]와 같은 맥
락에서 지지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는 스마트폰 독을 완화시키고, 학생활 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 학생은 이론  실습과 련하여 경험과 지식의 

부족, 엄한 행동 규범, 낯설고 다루기 힘든 환자에 한 
부담, 과도한 과제  바쁜 일정 등 학생활 응에 많은 

스트 스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21]. 이러한 상황에
서 타인으로부터의 이해, 격려, 신뢰와 지지는 심리  스

트 스 수 을 낮추어 학생활과 사회  활동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44]. 따라서 개인  차원 이

외에도 사회  차원에서 사회  지지를 높이기 하여 

가정 내 정기 인 화의 장을 마련하고 학과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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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단체 활동으로 교수-학생 간의 공감 역을 확

하며 매체 캠페인 등을 통하여 사회 지지의 메시지

를 극 으로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 상자의 스마트폰 독과 학생활

응(r=-.34, p<.001)과는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스
마트폰 독은 인 계 만족도를 하시키며[45], 인
계에서의 낮은 만족도는 사회성에 부정 인 향을 미

치고[46], 더 나아가 개인의 응과 일상생활에 한 문
제를 래한다[47]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 학생의 경우, 의학지식 습득, 임상실습 등으
로 학생활 응이 향후 임상에서의 응과 연 되므로

[48] 학생, 특히 학년 시기에 응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이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독 문제에 해 미리 처하기 하여 교수-
학생 상담시 스마트폰 독에 한 조언을 포함 하거나 

학과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기 으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간호 학생의 스마트폰 독이 학생활 응에 미치

는 향 계에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 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분매개효과는 스마트폰 독이 학생활 응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 지지의 효과를 매개하

여 학생활 응에 간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 지지는 개인의 심리  응을 돕고 좌 을 극복하

게 하여 문제 해결의 도 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

키는 요한 요인이며, 학생의 심리  사회  문제 해

결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18].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에게 직 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

을 받을수록, 친구에게 신뢰나 애정을 받고 있다고 지각
할수록, 스마트폰 사용보다 부모와 주변 친구들과 어울
리는 것을 더 선호할 확률이 높다는 J. H. Kim[18]의 연
구결과와 불안감과 스마트폰 독 간의 계에 있어서 

사회  지지의 조 효과가 있고[49] 스마트폰 독에 사
회  지지가 간 인 요인으로 향을 미친다는 결과

[13]와 유사한 맥락으로 사회 지지가 스마트폰 독에 

유의미한 변수로써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도 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  

지지가 낮은 간호 학생이 스마트폰 독에 노출 될 경

우 학생활 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에서 

학 차원의 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심
리 , 정서  지지를 한 집단 상담 로그램이 교수지

지를 비롯한 사회  지지를 정 으로 향상시킨다는 C. 
W. Lee[50]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지지 체계가 와해

되어 스마트폰 독을 보이는 간호 학생을 입학과 동시

에 선별하여 학생활 응을 높일 수 있는 다차원 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마트폰 독 정도가 높은 
간호 학 학년에게 사회 지지를 강화하면 스마트폰 

독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음의 향을 감소시키고, 
독이 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활 응에 더욱 

정 인 향을 가져올 것이라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학 학년 학생들이 4년간 건강한 학생활을 보
내고 향후 임상 장에서의 응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지지 강화 로그램 개발과 이와 련된 

학의 실질  정책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한 
사회  지지의 하 역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
 부모지지, 친구지지 측면에서는, 학생-부모와의 상호
소통 시간을 확장하고, Active Learning을 통해 수업시
간 친구와의 교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 특
히 부모와의 만남의 빈도가 상 으로 은 기숙사 거

주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건 한 여가활동을 통한 상

호교류의 기회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교수지

지 측면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독 방을 한 학생
생활상담소 운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한 근본

인 문제인 스마트폰 독을 개선하기 해 학생은 정

기 인 스마트폰 사용습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자신

의 독 수 을 인지해야 하며, 학은 독 수 이 높은 

학생을 상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취미활

동  동아리 활동 등의 여가시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집 상을 D시의 특정 학교 간호학과 
학년에 한정하 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 확
된 지역범 의 간호 학생 학년을 무작 로 표집하

여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한 많은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사용목 이 정  

인 계를 한 계유지 수단이었으므로, 계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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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간 ·공간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활용과 독 사이에서 건강한 스마
트폰 사용을 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 인 활용 

방안에 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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