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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이용 동기, 스트레스, 대인관계 만족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대전·충남 지역의 치위생 전공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치위
생 전공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중 사용시간)(3-4hours/>4hours)(=0.163), 주중 사용시간
(<3hours/3-4hours)(=0.196), 이용 동기(=-0.178)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중 사용시간 이었으며, 설명
력은 25.6%이었다. 스마트폰의 과의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관한 연구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치위생 융합, 대인관계 만족도,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이용 동기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ive of use, str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dental hygiene undergraduat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16 dental hygiene students in colleges in Dajeon and Chungnam regions. The results showed that 
motive of use(3-4hours/>4hours)( =-0.178), weekday usage (<3hours/3-4hours)( =0.163), and weekday 
usage (  =0.196) had a high impact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Weekday 
usage dummy 1 was the factor with the greatest impact,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5.6%. Additional 
studies on various factors that affect smartphone overdependence as well as education programs for 
preven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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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9년 11월 국내에 미국 애플(Apple)사의 아이폰
(iPhone)이 출시된 이후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들을 갖춘 수
많은 제품이 출시되면서 가입자는 2019년 05월 5,020만 명 
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2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9.9%로 타 연령과 비교해 가장 높고,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00%에 달한다[1,2].

스마트폰 기능이 전화와 문자만 이루어지다가 휴대전화에 
인터넷과 컴퓨터 기능이 결합한 디지털 미디어 기기로 사용
자가 언제 어디서든 공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
게 되어 휴대성, 이동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3]. 하
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오히려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대신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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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
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이
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생활 패
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것
이고,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신체적·심리적·사
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만 스마트폰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위험군과 과의존 위험군을 합한 전체 과의존 위험군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6%로 증가하였고, 대학생이 
포함된 20대는 23.6%로 나타났다[4].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의 기능이 단순한 휴대전화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SNS, DMB 등의 이용이 가
능하므로 일반 휴대전화 중독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하게 되는데 손목터널증후군, 거북목증후군, 어깨통
증, 시각 및 청각의 이상,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인 문
제와 우울 및 불안,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김[9]은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에 비율이 20%이고, 
대부분 중학생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
다.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 스트레스, 우울, 자
기통제력, 불안, 대인 예민성, 공포 불안, 정신증, 낮은 대인
관계 지향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2]. 

대학생은 대학 생활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활동을 경험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 생활의 적응, 학업, 장래에 대한 준비, 미래의 
불확실성,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대학 생활 내에서만 존재하
는 독특한 대학문화 안에서 대인관계, 문화 적응에 어려움
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와 교사의 보호에서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도 대부분의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스트레
스도 상당한 편이다[13-15].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것은 스
마트폰의 이용 편리성,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과제작성 목적
의 정보검색, 학습 프로그램 등의 사용과 융복합시대에 맞추
어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캠퍼스의 도입으로 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의 도구로 이용
되어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15,16]. 

치위생 학생들은 졸업 후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들의 
구강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구강건강전문인력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
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치위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폰 과의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선행연구로 대학
생활의 적응과 학습태도, 스마트폰의 사용실태, 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검사에 관해 이루어 졌다[17-19]. 본 연구는 
치위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동기, 스트레스 대
인관계만족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학 학생들이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하여 구강
보건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자료수집은 대전·충남 지역에 위치한 치위생 학생을 대상

으로 임의표본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자를 대
상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1일 동안 자기기 입식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4를 이용
하여 회귀분석에 대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05, 예측변수(일반적인 특성 및 스마트폰 
특성, 이용 동기, 스트레스, 대인관계)를 15개로 하였을 때 최
소 199명이었으며, 탈락자를 고려하여 216명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20].

2.2 연구방법
2.3.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은 한국정보화진흥원[21]에서 개발한 성

인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2016년 개편한 것을 사용하였
다. 총 10문항으로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로 구성하였
다. 측정 기준은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Cronbach’s 
α는 0.879이었다. 

2.3.2 이용 동기
이용 동기는 양과 이의 연구 도구[22]를 사용하였다. 총 26

문항으로 정보획득, 오락 및 여가, 서비스 통합성, 즉시성, 기
능성 및 이용 편리성, 과시 및 유행, 관계유지로 구성하였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Cronbach’s α는 
0.87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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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전 등[23]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이[24]가 수정 보완한 것을 강[2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3문항으로 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으로 구
성되어 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는 0.912이었다.

2.3.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는 장[3]의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

으로 일반적, 부모, 교수, 친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기준은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
였고, Cronbach’s α는 0.892이었다.

2.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마트폰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스마트폰 특성에 따른 스
마트폰 과의존, 이용 동기, 스트레스, 대인관계 만족도 정도
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으로 하였고, 분석후 다중비교는 
Duncan으로 하였다. 요인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
여 Pearsons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스마트폰 중독
에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에 사용한 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자에 사용한 변수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스

마트폰 과의존은 2.23점, 이용 동기는 3.62점, 스트레스는 
2.93점 대인관계 만족도는 3.61점이었다.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은 

Table 2와 같다. 과의존은 학년(p=0.019)에서 차이가 있었
고, ‘1학년’과 ‘3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용 동기는 성적
(p=0.014)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2.5점 이하’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스트레스는 학년(p=0.004)에서 차이가 있었고, ‘2.5
점 이하’폰 과의존 자가진단(p=0.006)에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N Item Mean SD

Ooverdependence 216 10 2.23 0.57

Usage motivation 216 23 3.62 0.52

Stress 216 23 2.93 0.65

Relationship 216 25 3.61 0.50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ristics
Unit : Mean±SD

Division N Overdependence t or F
(p*) Usage motivation t or F

(p*) Stress t or F
(p*) Relationship t or F

(p*)

Gender
Male 17 2.24±0.83 -0.983 3.76±0.61 1.066 2.66±0.67 -0.733 3.61±0.62 0.182
Female 199 2.42±0.77 (0.327) 3.62±0.51 (0.287) 2.78±0.61 (0.464) 3.59±0.49 (0.856)

Year
1 46 2.52±0.78b 4.023 3.57±0.58 0.463 2.78±0.68 2.552 3.57±0.57 0.686
2 81 2.22±0.79a (0.019) 3.66±0.53 (0.630) 2.89±0.62 (0.808) 3.66±0.53 (0.505)
≤3 89 2.52±0.72b 3.64±0.49 2.67±0.57 3.63±0.52

Age

20 46 2.48±0.78 0.330 3.61±0.57 0.036 2.83±0.66 1.238 3.38±0.26 1.087
21 65 2.34±0.76 (0.804) 3.63±0.48 (0.991) 2.84±0.59 (0.297) 3.29±0.31 (0.356)
22 71 2.44±0.82 3.64±0.50 2.75±0.59 3.37±0.32
≤23 34 2.41±0.70 3.63±0.59 2.61±0.65 3.34±0.27

Grade
<2.5 31 2.32±0.87 0.243 3.85±0.60b 4.384 3.03±0.72b 5.620 3.47±0.51 1.085
2.5-3.5 114 2.43±0.78 (0.785) 3.55±0.50a (0.014) 2.82±0.60ab (0.004) 3.60±0.50 (0.340)
≤3.5 71 2.42±0.73 3.67±0.50ab 2.60±0.56a 3.63±0.49

Habitation

Home 97 2.46±0.79 0.573 3.61±0.51 0.368 2.79±0.64 0.635 3.59±0.46 0.744
Board
oneself 83 2.40±0.73 (0.565) 3.67±0.50 (0.693) 2.72±0.56 (0.531) 3.62±0.53 (0.476)

Etc 36 2.31±0.82 3.60±0.61 2.85±0.69 3.50±0.51

* by t-test or one-way ANOVA
a,b, 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indifferent by Duncan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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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마트폰 사용 관련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스마트폰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은 Table 3과 같

이 나타났다. 주중 이용 시간(p=0.002), 스마트폰 과의존 자
가진단(p<0.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주중 이용시간은 ‘3시
간 미만’,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은 ‘아니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 동기는 주중 사용시간(p=0.025), 주말 사용
시간(p=0.008),  스마트 주중 사용시간은 ‘4시간 이상’, 주말 

사용시간은 ‘4시간 이상’,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은 ‘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p=0.017)에서 차이가 있었고,  ‘예’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
관계 만족도는 스마트폰 사용요금(p=0.049)에서 차이가 있
었으며, ‘4-6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Division N Overdepen
-dence

t or F
(p*)

Usage 
motivation

t or F
(p*) Stress t or F

(p*)
Relation

-ship
t or F

(p*)

Place Home 173 2.39±0.77 0.837 3.65±0.53 1.615 2.78±0.63 0.858 3.59±0.51 0.477

of usage Public 
transport 32 2.56±0.72 (0.435) 3.49±0.45 (0.201) 2.67±0.48 (0.425) 3.63±0.45 (0.621)

Etc 11 2.27±0.90 3.73±0.56 2.94±0.72 3.47±0.42

Usage of <3 hours 41 2.73±0.50b 6.207 3.47±0.56a 3.734 2.64±0.62 1.253 3.64±0.55 0.309

midweek 3-4 hours 55 2.49±0.69ab (0.002) 3.59±0.53ab (0.025) 2.78±0.64 (0.288) 3.58±0.45 (0.735)

>4 hours 120 2.27±0.85a 3.71±0.50b 2.82±0.60 3.57±0.50

Usage of <3 hours 17 2.71±0.69 2.725 3.30±0.51a 4.974 2.69±0.58 0.749 3.52±0.61 0.229

weekend 3-4 hours 43 0.56±0.67 (0.068) 3.56±0.52b (0.008) 2.69±0.66 (0.474) 3.61±0.51 (0.796)

>4 hours 156 2.34±0.80 3.69±0.51b 2.81±0.61 3.59±0.48

Smartphone <40,000 37 2.27±0.84 0.744 3.52±0.58 1.570 2.93±0.67 1.543 3.48±0.45a 2.664

fee 40,000-
<60,000 63 2.51±0.67 (0.527) 3.67±0.48 (0.198) 2.77±0.57 (0.204) 3.71±0.49b (0.049)

60,000-
<80,000 53 2.40±0.77 3.56±0.53 2.80±0.68 3.48±0.53a

>80,000 63 2.41±0.82 3.72±0.52 2.66±0.57 3.62±0.49ab

Overdepen
-dence Yes 113 2.13±0.52 -6.092 3.73±0.52 2.789 2.87±0.58 2.416 3.57±0.48 -0.628

selfdiagnosis No 103 2.72±0.58 (<0.001) 3.53±0.51 (0.006) 2.67±0.65 (0.017) 3.61±0.51 (0.531)

Smartphone
 availability Yes 108 2.46±0.74 0.969 3.68±0.49 1.265 2.81±0.58 0.775 3.61±0.49 0.676

Education 
of law No 108 2.36±0.80 (0.334) 3.59±0.55 (0.207) 2.74±0.49 (0.439) 3.56±0.51 (0.500)

* b* by t-test or one-way ANOVA
a,b, 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indifferent by Duncan multiple comparison

3.4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이용 동기, 스트레스, 대인관계 
만족도의 차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이용동기, 스트레스, 대인관계만족
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이용 동기(p<0.001)에
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 결과 ‘과의존’,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p=0.001)도 차이가 
나타났고, ‘과의존’,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p=0.002)도 차이가 나타났고, ‘일반 
사용자군’, ‘과의존 위험군’이 ‘과의존’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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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동기, 스트레스,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 동기, 스트레스, 대
인관계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시행한결과 Table5와 같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이용동기(r=0.321),스트레스
(r=0.391)는 양의 상관관계가 대인관계 만족도는(r=-0.266)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만족도
(r=0.531)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6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마트폰 과의존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이용 
동기, 스트레스, 대인관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은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치위생과 학생의 스마

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준 독립변수는 주중 사용시간 
더미 2(t=2.315, p=0.022), 주중 사용시간 더미1(t=2.750, 
p=0.006)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
용 동기(t=-2.494, p=0.013)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680으로 
자기 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 한계는 1.0 이하로 유
의한 모형이었으며(F=15.786, p<0.001, p<0.005), VIF는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치위생 전공 학생의 스마트
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 동기(=-0.178),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 동기(=-0.178), 주중 사용시간(
=0.163), 주중 사용시간 (=0.196)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
구결과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중 사용시간 이었으며, 
설명력은 25.6%이었다.

Table 4. Usage Motivation, Stress, Relationship by smartphone overdependence
Unit : Mean±SD

Divis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F(p*)overdependence 
(n=38)

overdependence risk 
(n=51)

general 
(n=127)

Usage
motivation 3.88±0.63b 3.65±0.52a 3.52±0.45a 13.979(<0.001)

Stress 3.33±0.66c 3.07±0.55b 2.76±0.63a 7.801(0.001)

Relationship 3.41±0.48a 3.51±0.45a 3.71±0.51a 6.599(0.002)

*  by t-test or one-way ANOVA
a,b, 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indifferent by Duncan multiple comparison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
Variable Addiction degree Usage motivation Stress Relationship

Addiction degree 1
Usage motivation 0.321** 1
Stress 0.391** 0.117 1
Relationship -0.266** 0.117 0.531** 1

**p<0.001 by pearson’s cprrelation analysis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Variables B SE  t p* Tolerance VIF

(constants) 1.313 0.454 2.895 0.004

Usage of midweek 
(3-4hours/>4hours) 0.194 0.084 0.163 2.315 0.022 0.701 1.427

Usage of midweek
(<3hours/3-4hours) 0.176 0.064 0.196 2.750 0.006 0.678 1.475

Usage motivation -0.205 0.082 -0.178 -2.494 0.013 0.683 1.465

 R=0.273, Adjusted R2=0.256, F = 15.786(p<0.001,p<0.005), Durbin-Watson: 1.680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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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은 학년(p=0.019)에서 차이가 있었고, ‘1학년’과 ‘3학년 이상’
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14]의 연구에서도 학년
(p=0.012)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최[26]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
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
오지 않는 이유는 학과별 특성과 대학별로 스마트폰을 교육
에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용 동기는 3.62점으로 나타났다. 성적(p=0.014), 주중 
사용시간(p=0.025), 주말 사용시간(p=0.008), 스마트폰 과
의존 자가진단(p=0.006)에서 차이가 있었다. 주중 및 주말
사용시간은 ‘4시간 이상’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 등[6]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p=0.001)이  차이가 나타
났으며, ‘12시간 이상’ 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
한 결과를 보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은 ‘예’에서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 동기가 높을수록 본인 스
스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과의존에 따른 이용 동기(p<0.001)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과의존’,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조[27]의 연구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이용 동기
(p=0.002)에 차이가 있었고 ‘중독’, ‘중독 위험군’이 ‘일반 사
용자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선
행 연구[27,28]에 따르면 이용 동기 중 오락성, 사회적 관계, 
여가시간 활용, 서비스, 기능성의 동기들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한 정보획득 
동기가 높을 때는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져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2.93점으로 강[25]의 연구에서의 2.76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졸업 후 국가시험을 
봐야 하는 학과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p=0.01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예’
가 ‘아니오’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의존에 따른 스트레스
(p=0.001)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과의존’,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 
등[29]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집단의 스트레스
(p<0.001)가 차이가 있고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스마

트폰 과의존 실태조사[4]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 군과 과의
존 위험군이 일반 사용자군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가
족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30]의 연구
에서는 일상의 스트레스들에 대처방식이 부족한 개인이 쉽
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심리적 불편감
을 벗어나려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3.61점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요금(p=0.049)에서 차이가 있었고, ‘4-6만원 미만’,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과의존에 따른 대인관계(p=0.002)는 차이가 
있었고, ‘일반 사용자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인
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게 나타나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을 때 외로움, 정서적 결핍, 소외감 등
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직접적인 대인관계의 
기회를 감소 시켜 현실 세계의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키며 집
중하지 못하여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계의 실
패 혹은 관계의 집착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3].  

치위생 전공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이용동기(=-0.178), 주중 사용시간 더미2(=0.163), 
주중 사용시간 더미1(=0.196)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구결
과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중 사용시간이었으며, 설명력
은 25.6%이었다. 조[24]의 연구에서 이용 동기 하위요인 중 
오락/여가(=0.0.10), 과시/유행(=0.10)이 설명력 12.9%
로 나타났다. 이용동기에서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고, 스마트
폰 과의존에 사용시간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스마
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시 이용시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고, 스마트폰 과
의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동 용기, 스트레스, 대인관계 
만족도만 연구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수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
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과의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들에 대한 연구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
존 예방 교육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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