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정보통신과 정보기기들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들이 개인생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 

그 중 스마트폰은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가장 보편화된 

기기로 개인의 일상생활 속 필수매체가 되었다. 스마트

폰의 연도별 개인 매체 보유율은 2016년 83.3%, 2017

년 87.1%, 2018년 89.4%, 2019년 91.1%, 2020년 

93.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별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10대 3시간 11분, 20대 2시간 54분, 30대 2시

간 21분을 나타내고 있다[2].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하고 메신저, 

영화, 동영상, 학습, 게임, 음악, 쇼핑 등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으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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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치위생과 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높게, 자기통제력은 낮게 나타났고, 대인관계와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낮

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스마트폰 과의존과 자기통제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면부족과 자기통제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영역인 문제적 결과와 수면부족이 자기 통제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면문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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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sleep deprivation, and self-control, and factors influencing self-control. 

267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located in the Chungcheong area were surveyed 

and analyzed.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leep deprivation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negative correlated with self-control. The sleep deprivation was 

negative correlated with self-control . Factors affected to self-control were problematic results and sleep 

depri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and programs that can increase the 

self-control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sleep problems and 

overdependence on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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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3]. 이러한 편

리성과 유용성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

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

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이다. 2020년 스마

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

용자 중 23.3%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그 비율

은 청소년 35.8%, 유아동 27.3%, 성인 2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은 2018년 29.3% 이후 지속적

으로 높아져 2020년 35.8%로 전 연령대 중 5.6%p 가

장 크게 증가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과의존 위

험에 취약하였다. 또한 성인직업별로 학생은 32.6%, 무

직자는 26.9%로 상대적으로 과의존 위험에 취약하였고 

전년 대비 상승폭은 학생이 가장 높았다[4]. 

대학생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신저·게임·오락 모바

일 앱의 사용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10대 청

소년들에 비해 사용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스

마트폰에 더 몰입하기 쉽다[5]. 2020년부터 시작된 코

로나로 대학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수업참여와 과제제출 등의 학습활동이 전면 온라인으

로 진행됨에 따라 스마트폰이 학습도구로써 활발히 사

용되고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이나 회의참석 등 여러 

교내활동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시공간 제약 

없는 사회적 공간인 SNS를 통해 대인관계까지 스마트

폰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점차 늘어나며 거북목 증후군, 시력저하, 수

면장애, 두통 등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잠

들기 전 장시간의 통화, 동영상 시청 등의 행동은 뇌에 

자극으로 작용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

뜨려 일상생활의 장해로 학업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

으로는 집중력 감소, 우울증, 강박증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6].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 폰 중독은 수면부족을 일으키고, 지각, 

학교 수업에 장해, 학업성적의 저하와 신체발달에도 영

향을 미치고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8].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

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수면장애특성과 학업지연행동

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9].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부족

은 집중력을 떨어뜨려 이론적인 교과목의 학습능력을 

부진하게 하고 교내 실습이나 현장 임상실습을 진행함

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판단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10]. 보건계열 

학과 중 치위생과 학생들은 20대 초반 여대생이 대부

분이며, 과중한 학업과 치열한 학업경쟁 스트레스, 임상

실습 및 취업 스트레스, 면허취득 국가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교육현실에 노출되어 있어 스마트폰에 과의존도

가 높아질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은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의 3가지로 구성된다. 그 중 과의존위험군 성인은 

조절실패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있

고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조절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

어지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의 개념과 유사하다[4]. 스마

트폰 과의존의 주요인인 충동성을 조절하는 자기통제

력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중요한 긍정적 

내적 요인이다[11].

자기통제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나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고 장기

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계속 하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다[12]. 이러한 자기통제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기통제가 높

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이 제공하는 강화물

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일

을 수행하는 자기조절능력을 가진다[13]. 또한 자기 통

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잘 조율하고 

통제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학습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는 속도와 과제완료 시점간의 균형을 적

절히 조절하지만 자기 통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그렇

지 못하고 지연행동을 보이게 된다[14]. 자기통제는 대

학생활 학업성적, 인터넷 중독,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

제, 개인의 적응이나 성장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12].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직

접적 영향을 주고[15], 스마트폰 중독과 과의존상태는 

자기통제력과 상관성이 있으며[16],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통제력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7]. 대학시기에 스마트폰의 높은 사용률은 학

습관리능력, 대인관계문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자기통제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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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학생들은 졸업 후 치과관련 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강건

강전문인력으로 스스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

기 위해 자기통제력을 키워야 한다.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선행 연구를 보면 정미경 등은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생

활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과 관계연구를 이성숙 등은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18,19]. 김다희 등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상관성를 연구하였다[20]. 이와 같

이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와의 관련 연구는 많으나 추후 치과위생사의 직

무에 있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과 관계에서 필

요한 자기통제력과의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과 수면부족을 조사하고 자기통제력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기통제력을 성장시켜 건전하게 스마트

폰 사용하게 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개

선하는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 자료는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치

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 추출하

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 까지었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였다. 표본 크기의 

근거는 G 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 효과크

기 0.3을 기준으로 242명 이상이 산출된 것이다. 최종 

표본은 2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1일 평균 수면시간, 1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대인관계 만족도, 전공 만족

도, 대학생활 만족도 총 7문항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

성에 있는 만족도는 5점을 매우 만족, 1점을 매우 불만

족으로 처리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변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 조절실패(3문항), 현저성(3문항), 문제적 결과(4문

항)로 3개의 하부영역과 총 10문항으로 조사하였다. 4

점 만점의 Likert형 4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α값은 0.845이었다. 

수면부족은 Mass 등이 개발한 척도(sleep 

depriv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21].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만점의 Likert형 4점 척도를 이용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해석된다. 

Cronbach’s α값은 0.775이었다. 

자기통제력은 Tangney 등이 개발한 자기통제 단축

형 척도를 홍 등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2,12]. 자제력(7문항), 집중력(4문항)으로 2개의 하부

영역과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만점의 Likert형 4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으며, ‘매우 그

렇다.’를 4점,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배정하였다. 

2.3 분석방법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 정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하였다. Levene 통계량을 사용하여 

등분산 검정을 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분석을 통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시행하였다. 자기통

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2.21로 하위영역

의 경우 조절실패가 2.58로 가장 높았다. 수면부족은 

2.56, 자기통제력은 2.77로 자기통제력 중 자제력이 

2.80으로 집중력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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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martphone overdependence, sleep deprivation

and self-control                   (N=267)  

Variable M±SD

Smartphone overdependence 2.21±.460

   Failure to control 2.58±.677

   Salience 2.25±.583

   Problematic results 1.68±.496

Sleep deprivation 2.56±.390

Self-control 2.77±.351

   Self-restraint 2.80±.369

   Concentration 2.71±.457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

족 및 자기통제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맟 

자기통제력은 Table 2와 같다. 1일 평균 스마트폰 사

용시간과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만족도는 스마트폰 과

의존과 자기통제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높게, 자기통제력은 낮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와 대학

생활에 만족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낮게 나타났다.

3.3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 간

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 간의 관

계는 Table 3과 같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은 양의 

상관관계(r=.308)를, 스마트폰 과의존과 자기통제력은 

음의 상관관계(r=-.377)를 보였다. 수면부족과 자기통

제력은 음의 상관관계(r=-.316)를 보였다.

3.4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회

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

하여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는 0.95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계수(VIF)는 1.0으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적 결과와 수면부족으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9.6%,  Durbin-Watson 지수는 

1.919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martphone overdependence, sleep deprivation and self-contro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2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martphone overdependence Sleep deprivation Self-control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Gender
Male 7(2.6) 1.91±.614 -1.244 2.57±.826 .034 2.55±.394 -1.645

Female 260(97.4) 2.13±.455 2.56±.374 2.77±.349

Grade

1 a 111(41.6) 2.04±.391 2.781 n/a 2.51±.334 1.267 n/a 2.77±.322 .473 n/a

2 b 79(29.6) 2.17±.499 2.60±.422 2.80±.380

3 c 77(28.8) 2.18±.499 2.58±.428 2.74±.363

Sleeping time 
(hr)

< 5 a 19(7.1) 2.14±.523 .949 n/a 2.65±.394 1.144 n/a 2.65±429 1.355 n/a

5 - 6 b 59(22.1) 2.06±.377 2.53±.320 2.76±.353

6 - 7 c 123(46.1) 2.11±.460 2.52±.419 2.81±.353

7 <  d 66(24.7) 2.20±.508 2.61±.387 2.74±.319

Smartphone 
using 
time(1day)

< 2 a 6(2.2) 1.70±.409 11.872*** a<d 2.54±.592 .407 n/a 2.95±.526 3.120* n/a

2 - 4 b 53(19.9) 1.99±.484 2.51±.309 2.80±.363

4 - 6 c 129(48.3) 2.06±.413 2.56±.428 2.81±.317

6 < d 79(29.6) 2.30±.434 2.58±.359 2.67±.369

Interpersonal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a 3(1.1) 2.33±.351 3.609* n/a 2.24±.076 2.129 n/a 3.00±.327 9.054*** n/a

Dissatisfied b 8(3.0) 2.33±.424 2.50±.464 2.70±.260

Satisfied c 178(66.7) 2.17±.417 2.59±.379 2.70±.330

Very satisfied d 78(29.2) 1.99±.414 2.49±.403 2.93±.357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a 5(1.9) 2.44±.296 2.250 n/a 2.56±.436 1.072 n/a 2.72±.449 7.852*** n/a

Dissatisfied b 11(4.1) 2.16±.653 2.55±.416 2.60±.348

Satisfied c 182(68.2) 2.15±.448 2.58±.395 2.72±.331

Very satisfied d 69(25.8) 2.02±.453 2.48±.368 2.93±.348

College lif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a 3(1.1) 2.33±.351 3.238* n/a 2.24±.076 2.090 n/a 3.00±.327 6.526*** n/a

Dissatisfied b 23(8.6) 2.29±.537 2.62±.495 2.64±.376

Satisfied c 187(70.0) 2.14±.437 2.58±.373 2.73±.325

Very satisfied d 54(20.2) 1.97±.481 2.47±.394 2.9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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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sleep deprivation and self-control                   (N=267)

*** :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for related factors of self-control          (N=267)

Variables B SE β t(p) TOL VIF

(Constant) 3.737 .135 27.694

Problematic results -.232 .040 -.328 -5.827*** .959 1.043

Sleep deprivation -.224 .051 -.248 -4.411*** .959 1.043

F(p) 33.312***

Adjusted   R2 .196

Durbin-Watson 1.919

***p<0.001.

4. 논의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그

에 따른 건강관련 변수인 수면부족을 파악하고 자기통

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자기통제력을 향상시

키고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4점 만점에 2.21점이

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다희 등은 치위생과 학생

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4점 만점에 2.23점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고[20], 간호대 학생을 연구한 유장학 등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성 평균이 4점 만점에 2.27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결과였고 모든 

연구결과는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군보다 약간 높은 수

준이었다[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생과 연령

대가 비슷한 청소년과 성인의 과의존위험군은 과의존 

3요인 중 ‘조절실패’가 각각 2.98점, 2.90점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다음으로 ‘현저성’이 각각 2.79점, 

2.75점, ‘문제적 결과’가 각각 2.35점, 2.43점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다[4].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

위영역에서 ‘조절실패’ 2.58점, ‘현저성’ 2.25점, ‘문제적 

결과’ 1.68점 순으로 나타났고 ‘조절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스마트폰 이용시간

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과의존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

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높게, 자기

조절력은 낮게 나타났다. 김남선 등의 연구에서도 스마

트폰 중독과 과의존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

보다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었으며 자기통제력

은 낮았고, 자기통제력이 약할수록 스마트폰 중독과 과

의존 경향이 증가하였다[24]. 또한 본 연구에서 대인관

계와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낮게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을 연구한 이성숙 등도 스마

트폰 사용양이 많을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고 하

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9]. 스마트폰 이용제한이 되

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

면 대인관계와 학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치위생과는 정기적인 임상 현장실습

을 통해 환자나 의료관계자와의 대인관계가 이루어지

고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

된다. 이에 대학에서는 적절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스마트폰 장기 사용의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학업이나 개인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양과목이나 

특강을 통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수면부족은 4점 만점에 2.56

점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은 양의 

상관관계로 의존성이 높을수록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장경애 등도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

대사용이 수면장애 특성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9]. 같은 도구를 사용한 한

현희는 대학생들의 수면부족은 10.14점(15점)으로 나

타났다고 하였다[5]. 이 점수는 4점 만점 환산 시 2.63

Smartphone overdependence Sleep deprivation Self-control 

Smartphone overdependence 1

Sleep deprivation .308*** 1

Self-control -.377*** -.3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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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었고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증가할수록 수면부족 

점수가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 

학생을 연구한 임영순 등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수면

부족점수는 10.36점(15점)으로 남학생 점수 8.07점(15

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4점 만점 환산 시 2.76점으로 

본 연구의 점수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3].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1학년의 비율이 41.6%

로 2,3학년 비율보다 높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비록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2,3학년

의 수면부족이 1학년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대학생들의 수면부족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면허시험 준비와 취업 

등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수면부족에 영향을 끼치

게 된다[5]. 일반 대학생들과 달리 치위생과 학생들은 

보통 2,3학년이 되면 한 학기동안 이론학습과 4주 동안

의 임상실습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오는 과

중한 학습량과 임상 스트레스는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장경애 등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수면장애특성이 증

가할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하였고[9], 임영순 등은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수면부족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3]. 신혜교 등은 스마트

폰 중독은 수면의 정적인 영향 가운데, 우울감을 높이

고 우울은 수면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하였다[25]. 우울

이 매개로 수면의 질이 낮아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과

의존 학생들의 우울에 대한 정신적인 요인이 수면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추후 수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을 파악하고 수면환경 개선 방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학업량과 임상실습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

한 치위생 교과과정 개편이나 임상실습기간 조정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기통제력은 4점 만점에 2.77점으로 나

타났고 하위영역에서 자제력이 2.87점으로 집중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서연의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은 3.20점(5점)으로 4점 만점 환산 시 2.56

점으로 본 결과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다[26]. 하지

만 유장학 등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은 

3.40(5점)으로 4점 만점 환산 시 2.72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3]. 보건계열 학생들은 장래에 

건강문제와 회복증진과 관계된 여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때 올바른 판단과 건전한 시간활용, 유익한 정

보획득 등의 활동 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자기통제력이

다[27].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

을 갖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은 태도와 행동을 동기화시

키고 긍정적인 자기통제력을 증진하려는 자세가 필요

하다. 대학에서도 학생들 스스로 충동을 자제하고 장기

적 목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자기통제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스마트폰 과의존 요인인 문제적 결과란 스마트폰 이

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

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다[4].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문제적 결과와 수면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해

요인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이 늘어남에 따

라 자신에게 나타나는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에 점차 

무뎌지면서 자기통제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수면부족도 자기통제력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수면

부족과 자기통제력은 음의 상관관계로 수면이 부족할

수록 자기통제력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수면부족이 부

족하게 되면 자제력과 집중력이 감소하여 자기통제력

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홍현기 등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 부

적인 관련성이 있고 대인관계와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

다고 하였고[12], 유장학 등은 대인관계 적응에 자기통

제능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23]. 김서연도 대학생활과 전

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은 높고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약하다고 하

였다[26].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이 지속되면 

자기통제력이 낮아지게 되고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

어지며 심하면 스트레스나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성 발

달과 대인관계 적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치

과의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예비 치과위생사에게 

자기통제력이 낮아지는 부정적 측면이 지속되면 진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게 되고, 대인관계와 일상

생활의 소홀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도 치명적인 문제

점이 나타날 수 있다[28].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 및 자기통제력 융합연구 53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과의존

의 부작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져

야 하며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

양한 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은 

자기통제력에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스마트폰 

과의존 요인인 문제적 결과와 수면부족이 자기통제력

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과 자기통제 능력

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스마트폰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관리와 대인관계에 위험을 주

는 요인을 예방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목표로 

대학과 관련 기관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한 일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

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본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스마

트폰 과의존과 자기통제력과 관련 있는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정신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지역

과 연령층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수를 추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

부족, 자기통제력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충청지역 267

명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도 2.21점, 수면부족 2.56점, 자기통제력 2.77점

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을 높게, 자기통제력은 낮게 나타났으며, 대인관

계와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은 낮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은 양의 상관관

계였고,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면부족과 

음의 상관관계였다. 문제해결력과 수면부족은 자기통제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설명력은 19.6%였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

한 교육개발과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IT기술을 

융합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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