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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마트폰과다사용이주의력결핍, 학습환경과 학습지연행동에 미치는 융합
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부산광역시 보건계열 25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정도, 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업지연행동 정도는
스마트폰의하루 사용시간, 스마트폰 중독 인식과 수업시간 개인사용 경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스마
트폰 과다사용은 주의력결핍(r=0.870, p<0.01), 학습환경(r=0.812, p<0.01), 학업지연행동(r=0.772,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주의력결핍은 학습환경(r=0.918, p<0.01), 학업지연행동(r=0.798,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
습환경은 학업지연행동(r=0.777,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이미치는 영향요인은 주의력결
핍(p<0.001), 학업지연행동(p<0.01)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예방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건
계열 대학생의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과다사용, 스마트폰, 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업지연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excessive smartphone
use on attention deficit, learning environment,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health college student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55 college students in Busan drom March 6 to June 12, 2017.
The degree of smartphone overuse, lack of attention, learning environment,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according to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time spent on smartphones
per day, 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personal use of smartphones during class time (p<0.001).
It was shown that smartphone overus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ention deficit (r=0.870, p<0.01),
learning environment (r=0.812, p<0.01), academic procrastination (r=0.772, p<0.01), and attention defici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learning environment (r=0.918, p<0.01)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0.798, p<0.01) Learning environ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r=0.777,
p<0.01). The influence factors of smartphone overuse were attention deficit (p<0.001), followed by
academic delay behavior (p<0.01).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ealthy learning environment through prevention and proper use of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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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의발달과디지털매체인스마트폰의대중화는

전세계적으로빠르게보급되어활용된다[1]. 스마트폰은

컴퓨터와휴대폰의기능이합쳐져개인휴대용정보처리

기기로 원하는 때 정보접속이 가능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사용률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2]. 이와 같이스마

트폰의사용이급속도로증가함에따라스마트폰중독을

호소하는인구층도늘어나고있는추세로휴대성과편리

한 기능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다[3].

스마트폰의과다사용으로두통, 손가락이나어깨통증

등의근골격계증상, 눈의피로, 시력저하나안구건조, 수

면장애 등의 신체적 문제와 심리, 정서적으로 다양한 부

적응문제를가지면서우울감과불안을정신장애로연결

될 수 있다[4,5,6,7].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다양

한 문제는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의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8]. 즉 학습에있어주의력집중력을떨어뜨리고학업이

지연되어학업성취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생각된

다. 특히취약인구집단중에서대학생은중고등학교시

절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시기로 학

교생활 중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9],

대학생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의력결핍장애는아동기에자주진단되는신경발달

적인 장애로 성인기 이후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지만 대

학생 집단에서도 약 10%가 임상적으로 주의력결핍장애

증상을보이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10]. 주의력결핍장

애는 대학생의 학업에 있어 과제나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어려움을주는경우가있다고하였다[11]. 대학

생을 대상으로 주의력 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동료학생들보다 평점이 낮아 학사 경

고를 받을 확률이 높고, 수업시간에 필기를 하거나 과제

를위해계획하고수행하는데어려우며효율적인학업방

법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0,12]. 김[13]의 연구에

서스마트폰중독정도가높을수록성인의주의력결핍장

애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학습장애학생들은학업문제를공통적으로겪고있으

며학업을수행하는데있어미루는경우가있다. 김과박

[14]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을수록 학습장

애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장애가 높을수록 주의력

결핍증상과 관련성이 높았다.

지연이란 어떤 일과 행동에 있어 회피적인 태도를 보

이면서정해진시간내에주어진일을하지못하고미루

는것을의미한다[15]. 학습에서의지연도마찬가지로학

업지연행동은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역

기능적인미루기행동을의미하고학업성취저해뿐만아

니라, 스트레스와불안, 우울 등의악영향을미치고시간

이지날수록학업지연행동이만성화되어삶의질만족도

를떨어뜨린다고보고하였다[16]. 또한대학생의스마트

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마음상태는 낮아져 자

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낮았다[17].

보건계열 대학생의 무분별한 스마트폰의 인터넷, 게

임, 채팅등의장시간사용과지나친몰두로학교에와서

는수면부족과무기력함으로지내는학생들이발생하고,

학업성적에부정적인결과가나타나사회적인문제가될

수 있다.

최근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스마트폰 중독

에 미치는 영향[18],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험[9] 스

마트폰 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19]들은 다양하게진행되

고있지만대학생들의스마트폰과다사용과학업관련선

행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

용이주의력결핍, 학습장애, 학업지연행동에미치는융합

적영향을파악하여대학생들의효율적인학업성취를위

한 융합적인 스마트폰 사용의 올바른 지도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

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449-201701-

HR-001)을받았다. 본 연구의대상은부산지역의대학교

에 재학 중인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방법으로선정하였다. 연구의목적을충분히이해하

고, 서면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3월 6일부터 2017

년 6월 12일까지설문지를응답하게하였고, 표본의크기

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사용하여산출하였으며유

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의 조건하에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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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조사대상자의 255명 중설문의응답이불성실한자

료 20명을 제외한최종 235명(92.2%)을최종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 스마트폰 과다사용, 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업지

연행동이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측정변수는 박[20]의

연구, 학습환경 정도와 주의력결핍 정도의 측정변수는

김[21], 학업지연행동 정도의 측정변수는 홍[22]의 연구

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주

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업지연행동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작성되었고, 점수가높을수록부정적인영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Barlett의 구형성

검증과 Kaiser-Meyer-Olkin(KMO)값은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

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0.922,

주의력결핍 0.980, 학습환경 0.954, 학업지연행동 0.907로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

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이용하였으며, 유

의수준은 0.05에서 검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스마트

폰 사용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통계처리 하였고, 스마

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업지연행동변수의차이를알아보기위해서

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주의력

결핍, 학습환경, 학업지연행동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

마트폰 과다사용이 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습지연행동

에미치는융합적영향을알아보기위해성별, 학년, 학과

성적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같다. 총 235명의 대상자중일반적특성에

서성별은남 29.8%, 여 70.2%였고, 학년은 2학년 48.9%,

3학년 28.9%, 1학년 11.5%, 4학년 10.6%였다. 이성친구

유무는아니오 53.2%, 예 46.8%였고, 부모님과거주유무

는 예 54.9%, 아니오 45.1%였고, 직전 성적은 중 47.7%,

하 34.9%, 상 17.4%였다. 스마트폰사용특성에서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1∼3시간 미만 38.7%, 3∼6시간 미만

26.4%, 6시간 이상 25.1%, 1시간 미만 9.8%였다. 스마트

폰 한달 사용료는 7∼10만 원 미만 42.6%, 4∼7만 원 미

만 37.9%, 4만 원미만 13.6%, 10만 원이상 6.0%였고, 스

마트폰주관적중독인식유무는아니오 66.0%, 예 34.0%

였고,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예 52.8%, 아니오

47.2%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artphone use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70 29.8
Female 165 70.2

Grade

1 27 11.5
2 115 48.9
3 68 28.9
4 25 10.6

Romantic
Relationship

Yes 110 46.8
No 125 53.2

Living with
parents

Yes 129 54.9
No 106 45.1

Earlier academic
performance

Poor 82 34.9
Fair 112 47.7
Good 41 17.4

Average
smartphone
using time per
day (h)

less than 1 23 9.8
1∼3 91 38.7
3∼6 62 26.4
over 6 59 25.1

Monthly pay for
smartphone
(10,000 won)

less than 4 32 13.6
4∼7 89 37.9
7∼10 100 42.6
over 10 14 6.0

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Yes 80 34.0

No 155 66.0

Smartphone use
during class time

Yes 124 52.8
No 111 47.2

Total 235 100.0

3.2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
사용 정도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

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사용 특성

에서스마트폰하루평균사용시간은 6시간이상 3.65점,

3∼6시간 미만 2.63점, 1시간 미만 2.59점, 1∼3시간 미만

2.36점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스마트폰 한달 사용료는 7∼10만원 미만 3.24

점, 10만 원 이상 2.73점, 4만원 미만 2.45점, 4∼7만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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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39점으로나타나스마트폰과다사용과유의한차이

를 보였다(p<0.05). 스마트폰 중독 생각 유무는 예 3.69

점, 아니오 2.31점으로스마트폰과다사용과유의한차이

를보였다(p<0.001). 수업시간스마트폰개인사용경험은

예 3.13점, 아니오 2.39점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2> Degree of smartphone overuse depending 
on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Variables M±SD p

Average smartphone
using time per day (h)

less than 1 2.59±0.69 <0.001
1∼3 2.36±0.58
3∼6 2.63±0.63
over 6 3.65±0.96

Monthly pay for
smartphone
(10,000 won)

less than 4 2.45±0.59 0.030
4∼7 2.39±0.56
7∼10 3.24±1.00
over 10 2.73±0.71

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Yes 3.69±0.71 <0.001
No 2.31±0.51

Smartphone use
during class time

Yes 3.13±0.96 <0.001
No 2.39±0.57

3.3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주의력결핍 정도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주의력결핍 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같다. 스마트폰사용특성에서스마

트폰하루평균사용시간은 6시간이상 3.61점, 3∼6시간

미만 2.15점, 1시간 미만 2.10점, 1∼3시간 미만 2.07점으

로 주의력결핍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스마트폰 한달 사용료는 7∼10만원 미만 3.19점, 10만원

이상 2.15점, 4만원 미만 2.01점, 4∼7만원 미만 2.00점으

로 주의력결핍 정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중독생각유무는예 3.56점, 아니오 1.93점으로

주의력결핍정도와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01). 수업

시간스마트폰개인사용경험은예 2.95점, 아니오 1.95점

으로 주의력 결핍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4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학습환경 정도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학습환경 정도에 대한 결

과는 <Table 4>와같다. 스마트폰사용특성에서스마트

폰하루평균사용시간은 6시간이상 3.60점, 3∼6시간미

만 2.31점, 1∼3시간 미만 2.16점, 1시간 미만 2.14점으로

학습환경정도와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01). 스마트

폰한달사용료는 7∼10만 원 미만 3.16점, 10만 원이상

2.24점, 4∼7만 원 미만 2.10점, 4만 원 미만 2.09점으로

학습환경 정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마

트폰 중독 생각 유무는 예 3.61점, 아니오 2.01점으로 학

습환경정도와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01). 수업시간

스마트폰 개인사용 경험은 예 2.98점, 아니오 2.09점으로

학습환경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Table 4> Degree of learning environment depending 
on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Variables M±SD p

Average smartphone
using time per day (h)

less than 1 2.14±0.66 <0.001
1∼3 2.16±0.83
3∼6 2.31±0.73
over 6 3.60±1.16

Monthly pay for
smartphone
(10,000 won)

less than 4 2.09±0.69 0.107
4∼7 2.10±0.68
7∼10 3.16±1.22
over 10 2.24±0.53

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Yes 3.61±1.03 <0.001
No 2.01±0.57

Smartphone use
during class time

Yes 2.98±1.21 <0.001
No 2.09±0.63

3.4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 정도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 정도에 대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서

스마트폰하루평균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 3.33점, 3∼6

시간 미만 2.80점, 1시간 미만 2.74점, 1∼3시간미만 2.68

점으로 학업지연행동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스마트폰한달사용료는 7∼10만 원미만 3.12

점, 4만 원 미만 2.77점, 4∼7만 원 미만 2.67점, 10만 원

이상 2.66점으로 학업지연행동 정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않았다. 스마트폰중독생각유무는예 3.40점, 아

니오 2.61점으로학업지연행동정도와유의한차이를보

<Table 3> Degree of attention deficit depending on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Variables M±SD p

Average smartphone
using time per day (h)

less than 1 2.10±0.62 <0.001
1∼3 2.07±0.71
3∼6 2.15±0.63
over 6 3.61±1.29

Monthly pay for
smartphone
(10,000 won)

less than 4 2.00±0.65 0.099
4∼7 2.01±0.52
7∼10 3.10±1.30
over 10 2.15±0.61

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Yes 3.56±1.08 <0.001
No 1.93±0.535

Smartphone use
during class time

Yes 2.95±1.20 <0.001
No 1.9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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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p<0.001). 수업시간 스마트폰 개인사용 경험은 예

3.08점, 아니오 2.65점으로 학업지연행동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6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스

마트폰 과다사용은 주의력결핍(r=0.870, p<0.01), 학습환

경(r=0.812, p<0.01), 학업지연행동(r=0.772, p<0.01)과 정

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주의력결핍은 학습환경

(r=0.918, p<0.01), 학업지연행동(r=0.798,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학습환경은 학업지연행동

(r=0.777,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Variables

Smartpho
ne

overuse

Attention
deficit

Learning
environme
nt

Academic
procrastinati
on

Smartphone
overuse

-

Attention
deficit

.870** -

Learning
environment

.812** .918** -

Academic
procrastinati
on

.772** .798** .777** -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3.7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스마트폰과다사용이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습지연

행동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

를위해성별, 학년, 학과성적을통제한위계적회귀분석

을실시한결과는 <Table 7>과같다. 성별, 학년, 학과성

적, 이성친구 유무의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정도는주의력결핍(β=.775, p<0.001), 학습환경

(β=.710, p<0.001), 학업지연행동(β=.622, p<0.001)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Table 7> The Convergence influence factors of 
smartphone overuse

Independence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Model
Ⅰ

Model
Ⅱ

Model
Ⅰ

Model
Ⅱ

β Β β Β β Β

sex -.159*** .046 -.076 .113** -.244*** -.079
Grade -.001 .028 .038 .065 .013 .036

Earlier academic
performance

-.446*** -.129*** -.464*** -.174*** -.452*** -.197***

Romantic
Relationship

-.307*** .096** .306*** .116** .204*** .035

Smart
phone overuse

.775*** .710*** .622***

R² .444 .780 .424 .705 .415 .631
ΔR² .336*** .281*** .216***

Dependence
variable

Smartphone
overuse

Learning
environment

Academic
procrastination

*p<.05, **p<.01, ***p<.001
<ModelⅠ>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dummy variables)
<Model Ⅱ>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Additional Input on
Smartphone Overuse Variables

4. 논의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주의력결

핍, 학습환경과 학습지연행동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을

파악하여스마트폰의중독예방과올바른스마트폰사용

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능

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

자 분석하였다.

스마트폰사용특성에따른스마트폰과다사용정도는

스마트폰하루평균 6시간 이상사용하는응답자가 1∼3

시간미만 사용한다는응답자보다스마트폰과다사용정

도는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1). 스마

트폰 중독 인식을 하고 있는 응답자와 수업시간 스마트

폰개인사용경험을한응답자가 스마트폰중독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와 수업시간 스마트폰 개인사용

경험을하지않은응답자보다스마트폰과다사용정도가

높게나타나유의한결과를보였다(p<0.001).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초초함과 불안 증상을 보이고, 스

마트폰 사용은 자신의 의도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Table 5> Degree of academic procrastination depending 
on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Variables M±SD p

Average smartphone
using time per day (h)

less than 1 2.74±0.36 <0.001
1∼3 2.68±0.45
3∼6 2.80±0.46
over 6 3.33±0.61

Monthly pay for
smartphone
(10,000 won)

less than 4 2.77±0.50 0.789
4∼7 2.67±0.42
7∼10 3.12±0.58
over 10 2.66±0.58

Awareness of
smartphone addiction

Yes 3.40±0.43 <0.001
No 2.61±0.40

Smartphone use
during class time

Yes 3.08±0.55 <0.001
No 2.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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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것으로나타났다[23]. 대학생은부모님의통제를벗

어나스스로수업스케줄과정해진시간내수업에참석

하고, 과제물및발표를주어진시간에제출하는등스스

로일상활동을처리해야한다. 즉 스마트폰사용의의존

정도를 낮춰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하는 질 높은 교육과 지도를 통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사용특성에따른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

업지연행동정도는스마트폰하루평균 6시간이상사용

하는응답자가 1∼3시간미만사용한다는응답자보다스

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는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p<0.001). 스마트폰 중독 인식을 하고 있는 응답자

와 수업시간 스마트폰 개인사용 경험을 한 응답자가 스

마트폰 중독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와 수업시간

스마트폰개인사용경험을하지않은응답자보다스마트

폰 과다사용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01). 스마트폰중독이높을수록사회성발달이낮

아지고 주의력결핍장애와 학습장애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4]. 또한, 주의력결핍장애성향을가진대학

생들은산만하고주의집중력이떨어져학업영역에서어

려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24].

주요변인들간의상관관계에서스마트폰과다사용은

주의력결핍(r=0.870, p<0.01), 학습환경(r=0.812, p<0.01),

학업지연행동(r=0.772,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있

었다. 주의력결핍은학습환경(r=0.918, p<0.01), 학업지연

행동(r=0.798,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학

습환경은 학업지연행동(r=0.777, p<0.01)과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김과 박[14]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그룹의 빈도가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주의력

결핍장애와관련성이있다고보고하여본연구와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의력결핍장애는 사회적응 문제에

도 영향을 미치는요인으로 나타나[24] 보건계열 대학생

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과다사용이미치는융합적영향요인에서스

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는 주의력결핍(β=.775, p<0.001),

학습환경(β=.710, p<0.001), 학업지연행동(β=.622, p<0.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중독인 경우와 중독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 주의력결핍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보고하였다[25]. 인터넷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스

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저녁 늦게 취침하는 경우 등

으로 수면의 주기가 깨지게 되고, 수업의 집중력이 떨어

지는반복된일상으로학습지연과학습성취결과는하락

될것이라생각한다. 즉 대학생은책임감, 독립성과자율

성이동시에요구되어지는시기로무분별한스마트폰과

다사용으로 시간관리 등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 다양

한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또한스마트폰과다사용

은스트레스의수준이높을수록스마트폰의의존도가높

고[26], 신체적 건강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27]. 따라서스마트폰과다사용을예방하기위해건전한

스마트폰사용예방법교육을통한관리를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 지역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표본추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프로그램 적용 전·후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결과보건계열대학생의스마트폰과다사용은

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습지연행동과 관련성이 있고,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주의력결핍과 학업지연행동에 영

향을미치므로대학생의올바른학습환경을위해스마트

폰 중독 예방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올

바른스마트폰교육프로그램과정이융합적이고체계적

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주의력결핍, 학습환경과 학습지연행동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을파악한후대학생의스마트폰중독예방과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으로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 기초

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부산광역시보건계열일부대학

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7

년 3월 6일부터 2017년 6월 12일까지설문지를응답하게

하고, 설문에응답한조사대상자총 235부가분석에사용

되었다.

1.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주의력결핍, 학습환경,

학업지연행동 정도는 스마트폰의 하루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인식과 수업시간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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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의 개인사용 경험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각

각 평균 점수가 높았다(p<0.001).

2.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주의력결핍(r=0.870, p<0.01),

학습환경(r=0.812, p<0.01), 학업지연행동(r=0.772,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주의력결핍은 학습

환경(r=0.918, p<0.01), 학업지연행동(r=0.798,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습환경은 학업지

연행동(r=0.777,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3. 스마트폰과다사용이미치는융합적영향요인은주

의력결핍(p<0.001), 학업지연행동(p<0.01)순이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주의력결핍

과학업지연행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올바

른학습환경조성과학업성취를위해스마트폰중독예방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을통해올바른스마트폰사용과건강한학습환

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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