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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인 계 건강 간의 계를 악하고 인 계 건강에 

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실시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2016년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 학생 263명을 상
으로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인 계 건강에 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 다. 
IBMSPSS/WIN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5–6시간미만이 63.1%로 우리나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인 4.3시간보
다 더 많아 스마트폰을 과다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독은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t=2.350, p=.019),
학년에서(F=3.313, p=.021)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 계 건강은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2.337, p=.020). 스마트폰 독과 인 계 건강은 음의 상 계가 있었으며(r=-0.157, p=.011), 의사소통 
능력과 인 계 건강은 양의 상 계가 있었다(r=0.581, p<.001). 외로움과 인 계 건강은 상 계가 없었다. 인 계 

향을 미치는 최종 회귀모형은 스마트폰 독(t=2.753, p=.006), 의사소통 능력(t=11.714, p<.001), 스마트폰 구입동기
(t=2.125, p=.035)로 구성되었으며 36.6%의 설명력을 보 다. 학생의 인 계 건강을 증진하기 해서는 스마트폰 독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는 련된 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Between 15 and 31 May 2016, 263
subject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questions on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and healt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ques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s (t = 2.350, p = 0.019) and educational grade (F = 3.313, p = 0.021). With regard to human 
relationship health, the scores for ma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for females (t = 2.337, p = 0.020). The
smartphone addiction and human relationship health resul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r = ?0.157, p = 0.011). In 
contrast, communication ability and human relationship health resul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r = 0.581, p < 0.001).
However, loneliness and human relationship health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The final multiple regression 
model explaining human relationship health included smartphone addiction (t = 2.753, p = 0.006), communication 
ability (t = 11.714, p < 0.001), and motivation for smartphone purchase (t = 2.125, p = 0.035) as independent factors.
The final model explained 36.6% of the total variance. In order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human relationship 
health, solutions for smartphone addiction and low communication skills are required. Thi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on which to develop a human relationship health interven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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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2014년 기  만 10-54세 스마트폰 이용자 
 독 험군은 14.2%로 2011년 기  8.4%에 비해 상
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  험군 한 2015년 
비 2.4% 상승한 11.3% 으며 특히 성인  스마트폰 

독 험군은 20 가 40 와 50 의 연령층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한 학생 186명을 상으
로 스마트폰 독에 한 연구를 한 선행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66%가 스마트폰 독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2]. 이 같은 결과는  20  성인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

용에 한 부분이  시 에서 재조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생의 스마트폰 독률은 

2012년 13.6%에서 2013년 14.8%로 증가가 큰 폭으로 
스마트폰 독에 한 심각한 상황에 한 재가 필요

하다[1].
스마트폰 기기는 기본 인 통화 이 외에도 내부가 컴

퓨터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와이 이(Wi-Fi), 무선랜 
등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면 손쉽게 인터넷에 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통신생활을 할 수 있고 많

은 기능들을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3]. 한 휴
폰처럼 기존에 음성 통화만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 검색, 게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그 
밖의 많은 어 리 이션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사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사

용하는 이들로 하여  다양한 삶의 편의와 즐거움을 제

공해 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 같은 장 만을 지닌 것

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에
게 다양한 신체 ․정신 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언 된 구체 인 문제로 수면장애, 안구건조증, 만성피
로, 심 계, 근골격계 장애 등이 있었으며 언 된 정서

인 문제로는 분노, 짜증, 우울감, 불안감, 낮은 자존감 
등이 있었다[1, 4].
결과 으로 여러 분야에서 건강 리자는  시 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하여  생기는 부정 인 생활습 의 

문제를 사용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들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에 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스마트폰의 독  사용에 해서는 재까지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었으며 변수를 살

펴보면 정서 인 측면에서 외로움과 우울이 그들의 래 

계에서 스마트폰의 독  사용과 상 계가 있었고 

Choi, Lee와 Ha[5]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은 학생
의 정신건강  반 인 학교생활, 인 계에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신체 인 문제 외에도 정서 인 부분에서의 구체

인 향 정도가 악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3,5].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스마트폰 사용 독을 설명하는 

주요변수에는 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낮은 사회성, 
인 계의 어려움 등이 있었으며[6,7,8] 상자들의 스

마트폰 사용 동기에 직 인 향력을 주는 변수로 자

기통제력, 스트 스, 우울, 래 계 등이 있었다[9]. 연
구결과 그들은 이 같은 개인 심리 인 부분을 서로 간의 

직  만나고 화하며 교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을 하고 있었다. 재 사
람들의 소통의 문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좀 더 악

화되는 경향이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매체의 일 방향이었던 소통 방식을 양방향으

로 바꾸면서 새로운 인간 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스마트

폰 사용자의 인터뷰를 분석한 연구 내용  연구 상자

들이 SNS에 빠져드는 이유에서 ‘외로움’ 이라는 공통
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소통 방법
은 비록 안정 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외로움 해소의 유

일한 자구책이었다[10].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소통문제는 부분 

·고등학생을 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연구 결과에서 
상자들이 스마트폰을 심으로 한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

가 형성되면서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음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Oh와 Kim[11]의 연구에
서는 가족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독을 설명하는 모형

의 변수로서 가족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스마트폰 독

의 수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 고 련 

로그램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언하 다. 
Lee와 Moon[12]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역기

능  의사소통은 상자의 스마트폰 독에 험성을 높

이는 험요인이므로 이에 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학생은 미래의 삶에 해 계획하는 시기로서 이 시

기에 학생들은 미래의 사회생활을 한 성숙한 인

계 구축의 요한 환 을 맞이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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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  개인 내 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국 

학생과 인 계를 비교한 연구에서 처음 계 맺기, 
정서  지지, 인갈등 다루기 등이 한국 학생보다 
국 학생이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학생들의 

인 계 건강정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13]. 
한 인 계는 구성원들과의 좋은 계를 유지하기 

한 사람간의 교류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학생들은 재 하고 있는 인 계에 많은 어려

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셀  리더십  

학생활의 만족이 인 계와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 듯 학생들을 재 인 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의 기계  소

통으로 서로 간의 면 면으로 이 지는 의사소통이 어려

워지고 상 방과 보이지 않는 화로 인간 계를 맺고 

있는 것이 실이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인 계 건강 등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학생

들이 정 인 인 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언 했듯이 재 

우리나라는 20 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독에 

한 부분 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스마
트폰 사용과 련하여 여러 변수와의 련성을 보고 있

으나 20 를 상으로 인 계 건강이나 의사소통 능

력, 외로움의 변수를 함께 본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간의 계를 보는 것은 의미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 인 계 건강, 의사소통능력, 외로움의 계를 
악하고 인 계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올바르고 건강한 인 계 정립을 한 학생의 바람직

한 스마트폰 사용 습 을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을 상으로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능력, 외로움, 인 계 건강 간의 계를 악

하고 인 계 건강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하

기 한 것으로서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

른 스마트폰 독, 인 계 건강,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정도를 악한다.

2. 상자의 스마트폰 독, 인 계 건강,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의 상 계를 악한다.
3. 상자의 인 계 능력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인 계 건강간의 계를 악하고 인 계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실시된 서

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충청남도 S시, 충청북도 Y시에 치한 4년
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자로 하 다. 연구 
윤리를 수하기 해 연구자는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설문지 내용에 해 충분히 이해시킨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만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표본 수는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구하 으며 유의수  

α=.05, 검정력 1-β=.95, 효과크기(f2) 0.15, 측요인 15
개로 도출한 연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99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된 인원은 269명이었으
며 설문지 내용이 불충분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63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05월 15일부터 05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상자에게 연구 목 을 설명하 고 IRB 승인 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

지 작성   진행기간 동안 연구 상자는 어떠한 해

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 하 다. 설문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평가기입방식으

로 진행하 으며 설문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 12문항과 스
마트폰 독 15문항, 인 계 건강 25문항, 의사소통 
능력 25문항, 외로움 20문항으로 총 97문항으로 구성하
다. 연구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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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의 설문내용은 성별, 연령, 학년, 
키와 몸무게, 운동유무, 공, 스마트폰 구입동기, 사용
빈도이며 스마트폰 사용 특성의 설문내용은 스마트폰 총 

사용 개월, 스마트폰 보  장소, 스마트폰 사용기능, 사
용 장 , 페이스북  트 터(이하 SNS) 사용빈도에 
한 항목으로 구성하 다.

2.3.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독의 측정은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15]가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독 척
도’를 활용하 다. 척도는 가상세계지향성, 내성, 단, 
일상생활장애의 4개의 하 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모든 문항은 4  Likert형 척도로 문항은 ‘  그

지 않다’(4 ), ‘별로 그 지 않다’(3 ), ‘그 다’(2 ), 
‘매우 그 다’(1 )로 응답할 수 있다. 총 수가 높을수
록 스마트폰 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독 수 에 따라 고 험 사용자군, 잠재  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 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 험 사용자군은 

총 이 45 , 잠재  험 사용자군은 42-44 , 일반사
용자군은 총 의 합계가 41  이하인 상자로 구분하

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4 이다.

2.3.3 대인관계 건강

인 계 건강은 Schiein, Guerney과 Stover[16]의 
인 계 척도(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를 
Moon[1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Chun[18]이 수정. 보완
한 ‘ 인 계 척도’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만족감, 의
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총 25
문항 7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 ‘별로 그 지 않다’(2 ) ‘보통이다’(3 ) 
‘ 체로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응답할 수 
있는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수가 높을수록 
인 계가 건강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Chun[18]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 계 건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 이다.
 
2.3.4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Navran[19]의 부부를 상으로 한 

의사소통 검사를 해 개발된 의사소통능력척도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PCI)를 Choi[20]이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한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언어  

의사소통 20문항, 비언어  의사소통 5문항으로 총 25
문항 2개 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 ‘별로 그 지 않다’(2 ) ‘보통이다’(3 ) 
‘ 체로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응답할 수 
있는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문항 (8번 ‘나는 가
족이나 친구들과의 화 하는 것이 꺼려지는 주제가 종 

종 있다.’, 16번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나쁘게 보일만한 
것을 말하기 꺼린다.’)은 부정 인 질문으로서 역 문항

(코딩) 처리하 다. 본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3인이 내용
에 한 타당도를 검증하 으며 학생을 상으로 용

하여도 연구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아 도구는 

Choi[20]의 도구를 그 로 사용하 다. 총 수가 높을
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Choi[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의사소통 능력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 다.

2.3.5 외로움

외로움은 Russell[21]의 외로움척도(Loneliness Scale)
을 Kim[22]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인을 상으로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원 도구가 20문항 4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척도 변경 없이 원 도구 그 로 사용하 다. 각 문
항은 ‘  느끼지 않는다’(1 ), ‘거의 느끼지 않는다’(2

) ‘종종 느낀다’(3 ) ‘늘 느낀다’(4 )로 응답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의 범 는 수의 범 는 최  

20 에서 80 으로, 수가 44  이상이면 외로움이 심

한 상태이고 28  미만이면 거의 느끼지 않는 상태이다. 
본 도구는 Kim[22]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α=.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로움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263부의 자료는 IBM SPSS/WIN 21.0 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 스마트폰 
독, 인 계 건강,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정도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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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일반  특성  스

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독, 인 계 건강,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에 해서는 t-test,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 다. 주요 변수 간의 상 계

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고 상자

의 인 계 건강에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regression
으로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일반  특성에서 상자의 

연령은 평균 20.0(±2.17)세 으며 성별은 여자 59.7%, 
남자 40.3% 다. 학년은 2학년이 51.3% 으며 공계

열은 보건·의료가 50.3%로 많았고 운동은 안 하는 학생
이 77.6%로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서 스마트폰 
구입 동기는 ‘인터넷  어  사용을 해서’가 39.2%로 
많았고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무료통화  문자사용
을 해서’, ‘타인의 권유’ 순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은 평균 5 시간미만이 63.1%, 6-10시간 25.5%, 10시간 
과 22.4% 순이었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36개월 미
만이 66.9% 으며 주로 스마트폰을 보 하는 장소는 

‘책상 ’ 49.0%, ‘옷 주머니’ 30.4%, ‘항상 손에 쥐고 
있음’ 11.4%, ‘가방 안’ 9.1% 순이었다. 스마트폰 주 사
용기능으로는 문자  카카오톡 69.5%, 페이스북  트
터 18.3% 순이었다. 상자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사

용 장 은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것이 44.5%로 많았
고 ‘정보공유’ 30.4%, ‘친 감 향상’ 12.9%, ‘스트 스 

해소’ 7.6%, ‘외로움 해소’ 3.0% 순이었다. SNS 사용빈
도는 일 3회 이상 사용한다가 68.2%로 많았다.

3.2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대인관계 건강 

상자의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인 계 건

강, 외로움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참여한 상자의 
스마트폰 독 수는 최소 18 에서 최  68 까지

으며 평균 33.99(±5.90) 이었다. 인 계 건강 수는 

최소 57 에서 최  125 까지 으며 평균 92.30(±11.42)

이었다. 의사소통 능력 수는 최소 55 에서 최  

114 까지 으며 평균 85.61(±9.86) 이었다. 외로움 
수는 최소 27 에서 최  82 까지 으며 평균 

51.25(±5.85) 이었다.

Table 1. Smartphone addiction,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bility, and 
loneliness                        

N=263
Variables M±SD Min Max

Smartphone addiction 33.99±5.90 18.00 68.00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92.30±11.42 57.00 125.00

Communication 
ability 85.61±9.86 55.00 114.00

Loneliness 51.25±5.85 27.00 82.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의사

소통 능력, 외로움, 대인관계 건강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독, 인

계 건강,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독은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t=2.350, p=.019), 학년에서 1학년, 2학년, 4학년, 3학년 
순으로(F=3.313, p=.021)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운동여부에서 안하는 학생이 하는 학생보다
(t=2.186, p=.030) 스마트폰 독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밖의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인 계 

건강은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37, p=.020). 의사소통 능력은 성별
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2.449, p=.015). 외로움에서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3학년이 가장 높은 수를 보 다. 공

계열에서는 보건·의료가 높은 수를 보 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640, p=.034).

3.4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대인관계 건강 

상자의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인 계 건강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독은 스마트폰 구입동기에서 ‘친
구가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어  사용을 해서’ 
순서로 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743, 
p=.0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0시간 과, 6-10시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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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usage.(con’t)

 N=263

Variable and content n(%) or 
M±SD

Smartphone addiction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 20.0±2.17

Gender

  male 106(40.3) 33.04±8.02 2.350 .019 94.28±11.38 2.337 .020 87.32±10.12 2.449 .015 51.10±5.27 .157 .876

  female 157(59.7) 35.24±7.03 90.94±11.36 84.36±9.24 50.99±5.79

Grade

  1st grade 75(28.5) 35.97±7.63 3.313 .021 93.40±12.86 .232 .874 85.58±11.76 1.799 .148 51.68±6.41 3.453 .017

  2nd grade 135(51.3) 34.42±7.21 90.89±10.61 85.83±8.63 50.17±4.54

  3rd grade 32(12.2) 31.28±6.92 92.73±11.67 85.34±8.53 53.40±6.85

  4th grade 21(8.0) 32.85±8.58 96.28±10.38 83.95±10.21 50.71±5.40

Majority fiel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166(50.3) 34.64±7.12 .489 .744 92.35±12.82 .387 .818 85.51±10.34 .368 .831 52.17±5.69 2.640 .034

  Society and humanity 59(17.9) 33.78±7.41 91.76±10.74 84.92±8.77 50.29±5.61

  Industrial engineering 45(13.6) 35.03±7.54 90.92±11.42 86.46±9.90 50.07±4.67

  Natural science 30(9.1) 34.38±8.80 94.09±7.95 87.14±10.01 50.38±4.20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30(9.1) 32.92±8.64 93.65±8.63 84.42±8.09 49.19±6.44

Take exercise

  No 204(77.6) 34.90±7.09 2.186 .030 92.05±11.19 .617 .538 85.71±9.85 .498 .619 50.91±5.65 .681 .496

  Yes 59(22.4) 32.49±8.60 93.10±12.42 85.00±9.20 51.47±5.34

Purchase motivation of 
Smartphone
  Using internet and 

applicationa 103(39.2) 35.45±7.42 3.743 .012 89.04±9.72 6.943 <.001 83.81±9.63 1.276 .283 50.84±6.23 1.276 .283

  Friends have a 
smartphoneb 70(26.6) 35.47±7.27 92.02±12.12 a<d 86.77±9.32 51.02±5.43

  Free calls and textsc 60(22.8) 35.15±7.41 94.70±13.24 87.73±9.07 50.48±4.33

  The advice of othersd 30(11.4) 32.45±7.55 96.95±10.90 85.76±11.26 52.83±5.56

Smartphone usage time

  <5-6 times 166(63.1) 32.81±7.31 11.261 <.001 93.67±9.93 .742 .477 84.70±9.54 2.948 .044 51.53±5.39 3.935 .021

  6-10 times 67(25.5) 36.32±6.91 92.28±11.43 86.00±9.23 50.95±5.25

  >10 times 59(22.4) 38.53±7.49 91.67±11.56 59.26±10.93 48.4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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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usage. 

 N=263

Variable and content n(%) or 
M±SD

Smartphone addiction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Period of using 
smartphone

  <36 months 176(66.9) 33.58±7.05 2.404 .017 94.47±10.12 2.186 .030 84.99±9.92 1.336 .183 50.95±5.71 0.344 .731

  ≥36 months 87(33.1) 35.93±8.18 91.24±11.95 86.68±9.18 51.21±5.33

Storage area of 
smartphone

  on the desk 129(49.0) 35.19±7.64 8.506 <.001 92.65±10.48 .115 .951 86.46±9.85 1.327 .266 51.05±5.01 .464 .708

  pockets of clothes 80(30.4) 32.87±7.16 91.68±12.60 84.18±9.96 20.60±5.94

  in the hand 30(11.4) 38.53±6.52 92.30±4.48 84.10±8.87 51.30±6.31

  in the bag 24(9.1) 29.62±5.78 92.33±8.58 87.14±8.65 52.08±6.44

Main functions of 
smartphone
(n=262)

  Text messages and 
Kakao talk 182(69.5) 34.16±7.00 7.039 <.001 92.59±11.89 1.578 .181 84.99±9.79 2.693 .032 51.57±5.77 1.444 .220

  Face book and twitter 48(18.3) 37.95±7.45 91.56±11.26 88.35±9.14 50.02±5.05

  Internet search 17(6.5) 29.05±7.92 90.35±7.69 82.53±7.27 50.11±5.36

  Game 11(4.2) 33.00±7.89 88.63±7.61 84.00±10.58 48.81±4.91

  Phone call 4(1.5) 25.25±8.05 104.25±12.73 95.25±11.29 49.50±4.04

Advantage of smartphone 
users

  Always contacta 117(44.5) 33.34±7.04 1.962 .085 93.91±10.74 2.949 .013 85.34±9.46 .961 .442 50.83±5.67 2.741 .020

  Sharing informationb 80(30.4) 34.35±8.62 93.06±9.98 87.20±9.81 50.85±5.37

  Improve intimacyc 34(12.9) 35.20±7.04 90.41±14.58 84.58±8.36 52.76±5.19 c>e

  Release stressd 20(7.6) 37.05±4.59 84.10±13.10 83.35±11.89 51.50±3.63

  Relieve lonelinesse 8(3.0) 39.87±6.12 90.50±11.10 82.00±12.21 45.50±8.58

  Othersf 4(1.5) 32.75±10.34 89.75±6.55 85.25±7.18 54.75±5.43

Frequency of using SNS 
(n=258)

  ≥3times/daya 178(68.2) 36.02±6.96 8.691 <.001 92.64±11.16 .824 .482 86.22±8.78 1.248 .293 51.42±5.86 3.493 .008

  1-2times/dayb 30(11.5) 31.04±6.57 a>d 90.23±13.27 83.16±9.02 50.36±5.99

  ≥3times/dayc 16(6.1) 31.31±8.06 89.00±11.66 85.87±12.01 50.93±4.20

  1times/day 37(14.2) 31.05±7.51 92.62±10.77 83.91±12.85 47.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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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63

Variable Smartphone addiction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Smartphone addiction 1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57
(.011) 1

Communication ability -0.002
(.969)

0.581
(<.001) 1

Loneliness 0.071
(.253)

0.023
(.707)

-.014
(.815) 1

Table 5. Influence factors to heal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63

Variable R2 Adjusted R2 β t p

Smartphone addiction .338 .336 .137 2.753 .006

Communication ability .355 .350 .577 11.714 <.001

Purchase motivation of Smartphone .373 .366 .106 2.125 .035

.373 .366 F=51.418 (p<.001)

시간 순으로 수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261, p<.001).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36개
월 미만과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404, 
p=.017) 보  장소에서는, ‘책상 ’, ‘옷 주머니’, ‘항상 
손에 쥐고 있음’, ‘가방 안’ 순으로 수가 높았으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8.506, p<.001). 
스마트폰 주 사용기능은 페이스북  트 터, 문자  

카카오톡, 게임, 인터넷 검색, 통화 순으로 높은 수를 
보 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039, p<.001). 페이
스북  트 터 등의 SNS 사용빈도에서는 일 3회 이상
이 주 1회 미만 사용보다 스마트폰 독 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691, p<.001). 인 계 건강

은 스마트폰 구입동기에서 인터넷  어  사용,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무료통화  문자, 타인의 권유 순으로 
수가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6.943, p<.001).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36개월 미만과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186, p=.030), 스
마트폰 사용 장 은 '언제든지 연락 가능', '정보공유' 순
으로 높았고 '스트 스 해소'는 가장 낮은 수 으며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2.949, p=.013).
의사소통 능력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시간미만 사용이 10시간 과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 수가 높았다(F=2.948, p=.054). 스마트
폰 주 사용기능에서 사용기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통화'가 높은 수, '인터넷 검색'이 가장 낮은 
수를 보 다(F=2.693, p=.032). 
외로움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시간미만 사용이 10시간 과에 비해 외로움 
수가 높았다(F=3.935, p=.021). 스마트폰 사용 장 에

서 외로움은 '친 감 향상'이 '스트 스 해소'보다 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NS 사용빈도에서도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 3회 이상이 주 1회 미만 사용
보다 외로움 수가 높았다(F=3.493, p=.008).

3.5 스마트폰 중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및 

대인관계 건강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인 계 건강 간의 상 계는 [Table 4]와 같다. 스마
트폰 독과 인 계 건강은 음의 상 계가 있었으며

(r=-0.157, p=.011), 인 계 건강과 의사소통 능력은 

양의 상 계가 있었다(r=0.581, p<.001). 그 밖의 변수
간의 상 계는 없었다.

3.6 대인관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향

력을 보기 해 단계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성별, 스마트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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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스마트폰 구입동기, 스마트폰 사용 장 이 독립변

수로 사용되었다. 분산팽창인자(VIF)는 1.031-1.033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인 계 

향을 미치는 최종 회귀모형은 스마트폰 독(t=2.753, 
p=.006), 의사소통 능력(t=11.714, p<.001), 스마트폰 구
입동기(t=2.125, p=.035)로 구성되었으며 36.6%의 설명
력을 보 다.

4.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 인 계 건강,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간의 계를 악하고 인 계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실시된 서

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20.0세 으며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서 스마트폰 구입 동기는 ‘인터넷  어 리

이션 사용을 해서’가 39.2%로 많았고 스마트폰 주
요 사용 기능으로는 문자  카카오톡 69.5%, 페이스북 
 트 터 18.3% 순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5-6시간미만이 63.1%, 6-10시간 25.5%, 10시간 과 

22.4% 순이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1]의 연구결과 스마트폰 독 고 험의 경우 10
와 20 가 각각 2.4%, 2.0%로 30  1.0%보다 2배 이
상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서비스로는 모바일 메신져 40.6%, 뉴스검색 
17.6%, 온라인 게임 8.3% 순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 다. 사용 시간에서 본 연구 상자는 평균 4-6
시간 미만 사용 하고 있었고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1]에서 체 스마트폰 이용자가 평균 

4.6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
슷한 수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에서 스마트
폰 독 험군은 일일 평균 5.4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6-10시간 25.5%, 10시간 과 
22.4%로 응답한 상자는 스마트폰 독 험군의 분류 
상 험한 수 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스마트폰 
독에 해 연구한 Choi, Lee와 Ha[5]의 연구에서도 학
생들은 4시간미만 23.3%, 6시간 이상이 50.2%를 사용
하고 있어 일일 1/4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사용시간에 문제가 심각함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상자가 스마트폰을 주로 보 하는 장소는 책

상 , 옷 주머니, 항상 손에 쥐고 있다 순이었다. 이는 
재 흔하게 강의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요즘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보면 부분이 책상 에 스마트폰

을 올려놓고 시간 확인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에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간에도 항상 스마

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 말해주고 있
듯이 20 의 학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상자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사용 장 은 ‘언제든
지 연락이 가능하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정보공유, 
친 감 향상, 스트 스 해소 순이었다[15]. Park과 
Hyun[23]은 학생들에게 정 인 시간 을 갖게 해주고 

스마트폰의 독도를 낮춰 다면 학생들은 추상  사고

력을 향상시키고 성 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 다. 상자들 에 스마트폰 독 수를 보면 

운동을 안 하는 그룹이(t=2.186, p=.030), 항상 손에 스
마트폰을 쥐고 있는 그룹이(t=8.506, p<.001), 주 사용기
능이 페이스북  트 터이고 다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룹이(t=8.691, p<.001) 독 수가 높았다. 선행연구
에서도 본인이 SNS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그룹에
서 스마트폰 독 수가 높았고[5,9,15,23] 운동 여부
와 스마트폰 독에 련성을 본 연구가 부족하여 결과

를 비교하기 어려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

수록 외부 활동에 흥미를 갖고 극 으로 참여하는 것

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에 한정된 운동  여가 활동에 한 교육 뿐 만 아니라 

재 20 의 외부 활동에 한 공공정책이 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 상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t=2.948 p=.044) 5-6시간미만 사용이 10시
간 과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 수가 높았고 사용 유형

에서도 인터넷 사용하는 그룹이 통화 그룹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
함으로서 SNS라는 기능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소
통의 구간을 마련해주어 의사소통에 정 인 역할을 함

을 보여주기도 하 다[24].
그러나 의사소통이란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

을 교환하는 총체 인 행 이다. 이런 소통의 시공간
인 확장이 오히려 화의 장을 열어 다고 언 하지만 

화라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은 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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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language)나 문어(written language)를 통한 언어  

요소는 물론 제스처나 자세, 얼굴표정,  맞춤, 목소리, 
억양 등과 같은 비언어  요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언어  의사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최근 특수교육에서는 의
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여 체 의사소통과 

보완 의사소통에 한 연구와 기기의 보 이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25].
외로움은 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빈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자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사

용 장 에서 '친 감 향상'으로 생각하는 상자가 '스트
스 해소' 용으로 사용하는 상자보다 외로움의 수
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2.741, p=.020), 외로움을 느
끼는 상자들이 친 감을 향상을 해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었다. 청소년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26, 27]에
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드는 매

개체가 되어 외로움으로 인해 스마트폰 독이 71%발
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친 감 향상을 해 스마트폰 

사용하 는데 외로움 해소 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목 이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연구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외로움을 

느끼며, 외로움이 스마트폰 사용과는 계가 없음의 결
과를 보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 다[28]. 단, 선
행연구의 집단은 SNS를 사용하는 집단만을 심으로 분
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일반 상자들을 상으로 한 

것과 상자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 부분은 타 연구에서

도 여러 의견이 있어 추후 연구가 반복 으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재 10 , 20 는 외로움의 해소를 해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스마트폰 어  등을 사용하여 

이 같은 외로움을 해결하고 있으나[29] 국 20~30  

463명(남 214명, 여 249명)을 상으로 ‘스마트폰’에 
한 설문조사 에서는 체에서 78.8%가 스마트폰 때문에 
쓸쓸하거나 허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아무에게도 문자, 메신 가 오지 않을 때

(25.2%)’, 여자는 ‘SNS 게시 에 ‘좋아요’ 나 댓 이 없

을 때 이 같은 외로움을 느껴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과 

련해 정서 인 부분에서 부정 인 향을 받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겠다[30]. 
인 계 건강은 선행연구[31]에서 학생들의 스마

트폰 과다 사용군이 비 과다 사용군에 비해 인 계 만

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인 스마트폰 

독이 높을수록 인 계 건강이 낮게 나타나는 음의 

상 계(r=-0.157, p=.11)을 보임과 일치함을 볼 수 있
었다. 한 인 계 건강이 낮을수록 의사소통 능력도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r=0.581, p<.001)와 일치하여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회  계를 한 

의사소통을 함 보다는 정보검색, 게임, 동 상 시청 등 

혼자 즐기기 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선행연구
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독 정도가 증가할수록 인

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며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어 본 연구에서의 인 계 건강과 의사소통

과의 계 결과가 일치하 다[32].
학생은 앞으로의 사회생활  인 계를 해서 

비하는 인생 발달 단계에서 요한 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요한 시기에 기기가 아닌 사람에 한 서로의 이

해를 돕기 한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학
생의 정 인 인간 계  외로움의 개선을 한 방법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

제 과 방향을 참고  보완하여 효율 으로 방법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외로움, 인 계 건강 간의 계를 악하고 인 계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실시하

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스마트폰 평균 이용 
4.6시간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 5-6시간미만이 63.1%로 과반수를 넘
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페이스북  트 터 등의 SNS 사용빈도에서는 빈도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 수가 높았고(t=8.691, 
p<.001), 의사소통 능력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높을수
록 의사소통 능력 수가 낮았다(t=2.948 p=.044). 외로
움은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외로움 수가 낮았다

(t=3.953, p=0.21). 한 스마트폰 사용의 장 으로는 친

감 향상(12.9%)이 스트 스 해소(7.6%)보다도 높았다.
와 같은 결과로 학생을 상으로 한 스마트

폰의 사용 요성  방법에 한 로그램의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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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학생의 외로움 해소  의사

소통 능력을 높이기 한 교내·외서 활용할 수 있는 간호
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스마트폰 사용의 장 으로 이유로는 외로움을 해소하

고 친 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연구에서 조사

된 만큼. 스마트폰 이외의 외로움 해소나 친 감을 높이

는 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인 계 건강과 의사소통 능력은 양의 상 계로 인

계가 건강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사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았을 

때 스마트폰의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

력을 높이고 결과 으로 인 계 건강에도 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생의 원활한 
인 계 건강 증진을 해 스마트폰 독, 의사소통 능력
을 높이기 한 스마트폰 독 방  의사소통 증진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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