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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스트레스, 외로움 및 자기통제력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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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of Stress, Loneliness and Self-Control on the Addiction of Cell Phone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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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stress, loneliness, self-control on the addiction of cell phone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467 students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9.0 program. Re-
sults: Out of the subjects,  1.5% were found to be addiction group, 89.9% at potential risk group, and 8.6% at non-addiction group. Addic-
tion of cell phone us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tress, loneliness and self-control.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addiction of cell 
phone use over use problem, self-control, health problem, main using method and stress, which explained about 25.6%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ing intervention are needed to improve addiction of cell phone use, and that such 
variabl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intervention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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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휴대전화는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현대 사회생

활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물품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50,325,191명으

로 국민 일인당 한 대 꼴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010). 휴대전화는 

많은 편리함과 이점을 일상생활에 주지만,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사용을 계속 하거나 과다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Han & Hur, 2004). 문자메시지 과다와 관련된 

언어파괴, 학업과 업무의 방해, 단말기 가격과 요금에 대한 경제적 

문제, 스팸문자, 몰래카메라 등의 인권침해와 각종시험의 부정행위

에 이용되는 등의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Lee, 2010).

또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로는 전자파로 인

한 두통과 기억력 감퇴(Schreier, Huss, & Roosli, 2006), 뇌세포의 손상

과 뇌종양(Hardell, Carlberg, Söderqvist, & Hansson, 2008) 및 수면장

애, 피로감, 집중력 감소(Salma, Abou, & Napa, 2004), (Visual Display 

Terminal, VDT)증후군, 손가락 통증, 건초염, 손목증후군 및 디지털 

치매 증상 등(Rim, 2008)의 다양한 건강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매체의 대중화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가 집중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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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비디오게임 그리고 휴대폰 사용에 따른 행동중독이라

는 새로운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Carbonell, Guardiola, Beranuy, & 

Belles, 2009).

중독의 특징은 욕구와 충동 및 사회적 좌절감 등을 즉각적인 물

질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효과는 길지 않아 반복적으

로 중독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더욱 심각한 중독에 빠져들

게 된다(Shin, 2008). 게다가 휴대폰은 접근의 용이성과 편리성 때문

에 휴대폰 중독을 더욱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Lee, 2006). 결

국 휴대폰 중독에 빠진 개인은 통제력을 잃게 되고 개인의 생활양

식과 기능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Yang & Park, 2005). 이처럼, 휴대폰에 필요이상으로 집착을 하게 되

면, 편리한 의사소통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서 벗어나, 휴대폰이 인

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o, 

2009). 실제, Chung과 Kim (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 563명을 대상

으로 하여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집단이 32.9%이었고 그 중 잠재적 

위험사용집단이 31.3%, 고위험사용집단이 1.6%를 나타내고 있었

고, 비중독적 사용집단이 67.1%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고위

험 사용집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Yoo (2009)의 보고를 토대로 

본다면 휴대폰 중독적 사용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된다. 

한편, 휴대폰 중독은 자기통제력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더욱 쉽

게 노출된다고 하였는데(Yang, 2011), 자기 통제력이란 자신의 인지

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Jang, 2002). 자기통제의 실패는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특히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가 쉬운데(Song, 1998), 실제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2002)의 연구에서 휴대폰을 중독적으

로 사용하는 집단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성인의 초기단계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

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할 때에는 사회적 외로

움을 느끼게 되는데(Yang, 2011), 이런 외로움이 휴대폰 중독의 위험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Cha, 2008). 

또한 스트레스도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로 확인되었는데(Chung & Kim, 201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이 비중독적 사용집단보다 스트레

스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Son, Ahn, & Lee, 2006). 

그러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연구는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연구는 중독증(Park, 2003), 중독

척도 개발연구(Han & Hur, 2004), 이용 동기(Lee, 2008), 자기효능감

(Chung & Kim, 2010) 등이 있으나,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외로움, 자

기통제력을 중심으로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확인한 연구

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트레스, 외로움 및 자기통제력을 중심

으로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

여, 대학생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대학생

의 올바른 휴대폰 사용과 휴대폰 중독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 및 휴대폰 중독적 

사용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차이

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 및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휴대폰 중독

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2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들을 대상으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

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그리고 독립변수 5개를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 최

소 9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홍보에 의해 자발적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동의를 서

명한 467명의 대상자로 하였기에 표본의 크기는 충분하다. 

 

3. 연구 도구

1) 휴대폰 중독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휴대폰 중독성향척도는 Young (1996)의 인

터넷 중독 검사를 참고로 하여 Jang (2002)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설문지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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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질문지의 하위요인은 강박 금단적 증상, 사용통제의 어려움, 

의존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

다’의 5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20

점에서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폰 중독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휴대폰 중독척도에 의한 집단 구분기준으로는, 총점의 

상위 25%집단을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으로 구분하고, 총점의 하

위 25% 집단은 비중독적 사용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두 집단 사이의 총점 분포집단을 잠재적 위험 사용 집단으

로 구분하였다. Jang (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17이

었다. 

2) 외로움 척도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Cutrona (1980)가 개정

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Park과 Do (1998)가 청소년에 맞

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긍

정적인 측면의 10문항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측면의 10문항으

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고,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Do (1998)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10이었다. 

3)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Nam (1999)이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

도에 관한 10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문항

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까지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

는 점수가 낮고,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Nam (1999)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

bach’s α는 .736이었다. 

4)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Cohen, Kamarck와 Mermelstein (1983)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 (1988)이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

을 Lee (2005)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을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문항들은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하고 과도한 부담이 

느껴지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

었다’의 1점에서 ‘항상 있었다’의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

성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77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10월 7일부터 15일까지이였

고, 본 연구자가 연구보조원에게 1명에게 연구 목적과 자료수집 방

법에 대해 훈련을 하였으며, 연구 보조원이 대학생에게 연구의 목적

과 진행을 설명하고 본 자료들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

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그만두더라도 어떤 불이

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은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500부를 배부하였으나, 자료가 불

충분한 33부를 제외하고 467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차이는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학생의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 및 휴대폰 중독적 사

용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4)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다중 공선성 진단 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29.8%이고, 여학생이 70.2%이었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44.1%이었으

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이 80.9%이었고, 친구와의 관계가 보

통이다가 56.7%이었다. 한 달 용돈은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 

45.6%이었고, 휴대폰 사용기간은 5년에서 10년 미만이 52.9%이었다. 

휴대폰 주요 이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가 51.2%를 차지하였고, 하

루 사용 시간 10-30분 미만이 43.5%로 나타났다. 휴대폰 과다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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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가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31.0%이었고,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있다는 학생이 8.6%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잠재

적 위험 사용집단 및 비중독적 사용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주요 휴대폰 사용방법, 휴대폰 과사용 

문제의 지각,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였다. 성별에서는 남학

생보다 여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χ2 =13.417, p = .001), 주요 휴대폰 이용방법은 문자메세지가 가장 많

이 차지하였고(χ2 =21.203, p = .047),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

용집단에서 음성 통화가 많았다. 휴대폰 과사용 문제를 지각하는 

경우는 중독적 사용집단이 많았으며(χ2 =21.381, p < .001), 휴대폰 사

용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도 중독적 사용집단이 비중독

적 사용집단보다 많았다(χ2 =24.839, p < .001)(Table 2). 

3.  대상자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의 

수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수준은 휴대폰 중독

적 사용집단이 7명(1.5%), 잠재적 위험 사용집단은 420명(89.9%), 비

중독적 사용집단은 40명(8.6%)으로 나타났으며,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은 2.82점이었고, 외로움은 1.85점, 자기통제력은 3.32점으로 나

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 및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상관관계

본 연구의 대상자의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 및 휴대폰 중

독적 사용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휴대폰 중독적 사용은 스트레

스(r= .187, p < .001), 외로움(r= .109, p = .018)과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으며, 자기통제력(r= -.311, p < .001)과는 유의한 역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스트레스와 외로움의 수준이 높을수록 휴

대폰 중독적 사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은 낮게 나타났다

(Table 4).

5. 대상자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영향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명목척도는 가변수 처리하여 단계별 회귀요인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차이를 나타낸 휴

대폰 과사용의 문제 지각과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휴

대폰 중독적 사용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주요 휴대폰 사용방

법은 휴대폰 중독사용의 패턴으로 생각되어 이들을 제외한 성별과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스트레스, 외로

움, 자기통제력을 단계적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다중 회귀분석을 시

행하기 전에 독립변수들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

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

tion Factor, VIF)를 분석한 결과는 공차한계의 경우는 그 값이 0.91-

0.97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2-1.09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했는데 그 결과는 1.905로 나타나 자기상관

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20.876, p < .001). 대상자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변수로는 자기통제력(β = -.282, p < .001), 스트레

스(β = .103, p = .024), 성별(β = .096, p = .030)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

은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해 1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4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139 (29.8)
Female 328 (70.2)

Religion Yes 206 (44.1)
No 261 (55.9)

Relationship with parents Good 378 (80.9)
  Moderate  85 (18.2)

Bad   4 (0.9)
Relationship with friends Good 197 (42.2)
  Moderate 265 (56.7)

Bad   5 (1.1)
Pocket money < 100  74 (15.8)
  (monthly, thousands) 100- < 300 213 (45.6)

≥ 300 180 (38.5)
Using period (yr) 1- < 3 101 (21.6)

3- < 5  69 (14.8)
5- < 10 247 (52.9)
≥ 10  50 (10.7)

Main using method Calling 127 (27.2)
  Message 239 (51.2)

Game  15 (3.2)
Camera   9 (1.9)
Internet  49 (10.5)
MP3  13 (2.8)
Others  15 (3.2)

Using time (daily) < 10 min 176 (37.7)
10-30 min 203 (43.5)
30-90 min  58 (12.4)
1-2 hr  20 (4.3)
2 hr  10 (2.1)

Perceived  overuse problem Yes 145 (31.0)
 No 322 (68.0)
Health problem with cell phone Yes  40 (8.6)
  No 427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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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외로움과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

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문

Table 3. Levels of Stress, Loneliness, Self-Control, and Addiction of Cell 
Phone Use              (N = 467)

Variables Range  M ± SD/n (%)

Addiction of cell phone use 1-5 40.22 ± 12.96
   Addiction group ≥ 75  7 (1.5)
   Potential risk group 26-74 420 (89.9)
   Non-addiction group ≤ 25  40 (8.6)
Stress 1-5 2.82 ± 0.53 
Loneliness 1-4 1.85 ± 0.49 
Self-Control 1-5 3.32 ± 0.37

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Loneliness, Self-Control, and Addic-
tion of Cell Phone Use  (N = 467)

Variables
Stress
r (p)

Loneliness
r (p)

Self-Control
r (p)

Addiction of cell phone use .187
( < .001)

.109
( < .018)

-.311
( < .001)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Addiction of Cell Phone Use    (N = 467)

Variables B SE β R2 t p

(Constant) 60.840 6.837 8.899 < .001
Self-control -9.690 1.547 -.282 .097 -6.265 < .001
Stress 2.498 1.106 .103 .110 2.58 .024
Gender 2.684 1.233 .096 .119 2.177 .030

R2 = .113, F = 20.876, p < .001.

Table 2. Differences of Addiction of Cell Phone Use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4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Addiction G. Potential risk G. Non-addiction G. 

t/χ2 p 
n (%) n (%) n (%)

Sex Male 0 (0.0) 118 (28.1) 21 (52.5) 13.417 .001
Female 7 (100.0) 302 (71.9) 19 (47.5)

Religion Yes 4 (57.1) 186 (44.3) 16 (40.0) 0.762 .683
No 3 (42.9) 234 (55.7) 24 (60.0)

Relationship with parents Good 4 (57.1) 339 (80.7) 35 (87.5) 4.209 .378
Moderate 3 (42.9)  77 (18.3)  5 (12.5)
Bad 0 (0.0)   4 (1.0)  0 (0.0)

Relationship with friends Good 2 (28.6) 179 (42.6) 16 (40.0) 1.294 .862
Moderate 5 (71.4) 236 (56.2) 24 (60.0)
Bad 0 (0.0)   5 (1.2)  0 (0.0)

Pocket money < 100 1 (14.3)  62 (14.8) 11 (27.5) 5.083 .279
  (monthly, thousands) 100- < 300 4 (57.1) 192 (45.7) 17 (42.5)

≥ 300 2 (28.6) 166 (39.5) 12 (30.0)
Using period (yr) 1- < 3 1 (14.3)  87 (20.7) 13 (32.5) 9.137 .166

3- < 5 0 (0.0)  61 (14.5)  8 (20.0)
5- < 10 6 (85.7) 227 (54.0) 14 (35.0)
≥ 10 0 (0.0)  45 (10.7)  5 (12.5)

Main using method Calling 3 (42.9) 104 (24.8) 20 (50.0) 21.203 .047
Message 2 (28.6) 222 (52.9) 15 (37.5)
Game 0 (0.0)  15 (3.6)  0 (0.0)
Camera 0 (0.0)   7 (1.7)  2 (5.0)
Internet 1 (14.3)  47 (11.2)  1 (2.5)
MP3 0 (0.0)  12 (2.9)  1 (2.5)
Others 1 (14.3)  13 (3.1)  1 (2.5)

Using time (daily) < 10 min 2 (28.6) 155 (36.9) 19 (47.5) 9.228 .323
10-30 min 3 (42.9) 183 (43.6) 17 (42.5)
30-90 min 1 (14.3)  55 (13.1)  2 (5.0)
1-2 hr 0 (0.0)  18 (4.3)  2 (5.0)
2 hr 1 (14.3)   9 (2.1)  0 (0.0)

Perceived overuse problem Yes 5 (71.4) 139 (33.1)  1 (2.5) 21.381 < .001
No 2 (28.6) 281 (66.9) 39 (97.5)

Health problem with cell phone Yes 4 (57.1)  36 (8.6)  0 (0.0) 24.839 < .001
No 3 (42.9) 384 (91.4) 40 (100.0)

G. =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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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시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음성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과 Kim (2010)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루에 휴대폰 이용시간은 10-30분 이내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2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들도 

2.1%로 나타났다.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본인이 과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31.0%로 나타났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8.6%로 

나타났으며, 장기간 사용 건강상 문제로는 시력감퇴(1명), 이명(2명), 

불안(7명), 시력저하(4명), 팔목통증(2명), 눈의 피로(5명), 목이 뻐근

함(6명), 손가락 떨림(3명), 안구건조(4명), 어지러움증(2명), 어깨 결

림(1명), 다한증(1명), 손가락 통증(2명), 두통(7명), 열감(3명), 소양감

(1명), 난청(1명), 생리통이 심해짐(1명), 피부트러블(1명)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대상자의 수를 확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이 7명(1.5%)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집단은 420명(89.9%), 비중독적 사용

집단은 40명(8.6%)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이용

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 (2002)의 연구결과에서 중독적 

사용집단이 136명(23.2%), 잠재적 위험 사용집단은 321명(54.6%), 비

중독적 사용집단은 130명(22.2%)으로 나타난 비율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중독적 사용집단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

자가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관계로 대상자가 다른 차이로 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Chung과 Kim (2010)의 연구에서 중독적 사용집

단의 비율이 32.9%인데, 그 중에서 잠재적 위험 사용집단의 31.3%, 

고위험 사용집단의 1.6%로 나타났고, 비중독적 사용집단은 67.1%

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측정도구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

가 있으나, 본 연구의 중독적 사용집단과 Chung과 Kim (2010)의 연

구의 고위험 사용집단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측정

도구를 통일하여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위험 사용집단이 89.9%로 높게 나타

났는데, 이들은 중독적 사용집단이 될 위험을 잠재적으로 지닌 집

단이므로, 이들이 중독적 사용집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중정도로 나타나, Han (2005)

의 대학생 연구에서 중정도의 수준을 보였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

었으나, Chung과 Kim (2010)의 연구에서 중하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로 여성의 중독적인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Lee (2008)의 결과와 Chung과 Kim (2010)

의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여학생은 통화대상이 적지만 가족과 같

이 안정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보다 길게 통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Na, 2002), 또한 휴대폰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여학생에게 좀 더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

능성을 보고한 Jang (200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고, 향후 휴대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적용 시 여학생의 이런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주요 이용법에서는 중독적 사용집단의 음성통화 횟수가 

비중독적 사용집단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Lee (2008)의 결과와 Chung

과 Kim (2010)의 결과에서는 중독적 사용집단의 문자사용이 많았

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었다. 이는 이용방법에 대한 설문지 문항에

서 Lee (2008)의 연구에서는 이용방법에 대한 문항 개수가 3개이었

고, Chung과 Kim (2010)의 연구에서는 4개이었는데 반해, 본 연구에

서는 7개 항목으로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응답의 범위

가 넓게 분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각 연구의 질문의 항목 개수가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휴대폰의 과사용 문제에 대한 인지는 중독적 집단이 비중

독적 집단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인한 건강상

의 문제도 중독적 집단이 비중독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

는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으나,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할수록 본인도 과다사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런 과사용이 계속 이어지는 중독의 특성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중독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 및 휴대폰 중

독적 사용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휴대폰 중독적 사용은 스트레

스와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이 비중독적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

구(Chung & Kim, 2010)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클수록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ee, 2010)와 유사한 결과로, 스트레

스가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휴대

폰 중독적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휴대폰 중독적 사용은 외로움과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 외로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Kim, 2008)와 외로움이 클수록 휴대폰 중

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연구(Cha, 2006)결과와 유사한 결과이었

다. 이는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은 친구와 타인을 잘 신뢰하지 못

하여 대인 신뢰감이 낮으며,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외로움을 휴대폰

이라는 매개를 통해 채우려는 특성을 보인다는 보고(Jang, 200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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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은 자기통제력과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이 비중독

적 사용집단보다 더 낮은 자기통제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Jang,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생활

에서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강

화를 포기하지 못하고 중독적 상태로 빠져있는 특징이 보고되는 

것처럼(Song, 1998),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31%가 과사용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과다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

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상황을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휴대폰 중독

적 사용집단에게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변수로는 자기통제력, 스트

레스, 성별 순으로 전체 설명력이 11.3%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은 유

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가장 큰 영향변수로

는 자기통제력으로 9.7%의 설명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Yang (2011)의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영향요인

으로 자기통제력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고, 이는 대학생들

이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터득할 필요가 있고,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한 의지가 필요하며, 반복과 훈련연습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본 연구 이외의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관련된 다른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올바른 휴대폰 사용과 중독

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 중재 시에는 여학생을 대

상으로 건강문제를 부각시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통제력 강

화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대안마련과 건강관련 과목을 개설하

여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학생들은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이 7명(1.5%)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 사용집단은 420명(89.9%), 비중독적 사용

집단은 40명(8.6%)으로 나타났으며, 중독적 사용집단의 비율은 높

지 않았으나 잠재적 위험 사용집단이 89.9%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이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할 때 경험하는 다양한 

건강문제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

단은 주로 여학생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휴대폰 과사용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는 학생과 과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 학생들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통제력과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의 

상관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외로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력이 낮을수록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통제력, 스트

레스, 성별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을 위한 예방프

로그램 개발 시 이런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하

는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이외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수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중재 후에 결과에 대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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