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신저자 : 노기옥(nkorn91@konyang.ac.kr)
접수일 2020년 4월 1일   수정일 2020년 5월 26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4일

한국사물인터넷학회논문지 Vol. 6, No. 2, pp. 57-64, 2020 https://doi.org/10.20465/KIOTS.2020.6.2.057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임영순1, 노기옥2*

1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Sleeping Condition, Scholastic 
Achievement on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Young Soon Im1, Gie Ok Noh2*

1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oungbuk College,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
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 18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점수는 36.99점
(60점 만점)이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수면상태(r=.19, p=.009)와 정신건강(r=.34, p<.001)이 좋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스마트폰 중독, 수면시간, 학년, 수면상태였으며, 스마트
폰 중독(β=.27)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20.4%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과 수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 정신건강,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martphone addition, which effects sleep, 
scholastic achievement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185 
nursing students in grade 2nd, 3rd who completed a informed consent. The date were collected from
13th of May to 3rd of June 2019. Data were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by IBM SPSS/WIN 24.0. The score
for Smart Phone addition was 36.99 out of 60. The more addicted a smartphone is, the more likely 
shows lower score of sleep (r=.19, p=.009), mental health (r=.34, p<.001) was found to be negative. The 
key variable for effecting nursing students' mental health was smartphone addiction, quality of sleep and
time, level of grade. Among them, smartphone addiction (β=.27)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influence
for all. Explanation that by influencing factors was 20.4%. Therefore, for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various programs that can reduce smartphone addiction should be applied and sleep 
management should be done.

Key Words : Smartphone addiction, Sleep condition, Scholastic achievement, Mental health,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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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검

색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메신저, 영화, 
TV, 동영상, 뉴스, 게임, 음악, 쇼핑 등으로 유용하게 활
용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스마트폰 사
용률을 나타내며 어플리케이션 설치수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 하지만 스마트폰의 유용성과 편리
성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몰입함에 따
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한국은 모바일 앱 평균 하루 사용시간이 3시간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심지어 상위 20%는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스마트폰에 과잉 몰
입한 사람을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를 
혼합한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로 지칭하는 현상
이 발생되었으며, 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걷거나 주위의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위협과 범죄에 노출되고 있
는 실정이다[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
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2013년 
25.5%에서 2015년 31.6%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
며, 성인에서는 20대가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일반대학생보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
았으며[6],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적응도[7]와 비판적사고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8]. 김소연 등[9]은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이 높
은 경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대인갈등을 다루기가 어
려울수록, 대인관계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대부분 20대 
초반 연령대의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과중한 학업량과 
학업스트레스, 교내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사국가시
험을 준비해야 하는 교육현실 속에 노출되어 있어 스마
트폰에 과잉 의존하게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건강문
제를 가진 대상자들을 직면하고 의사소통과 비판적 사고
를 통하여 끊임없이 정보처리를 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
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의 실
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과 수면의 질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오는 
수면부족, 청색광(블루라이트)과 같은 밝은 빛에 노출되
어 멜라노신의 작용으로 생긴 수면의 방해와 수면 중 오
는 메시지 확인으로 인하여 잠에서 자주 깨거나 깊이 잠
들지 못하는 수면의 질 악화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낮
은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12]. 간
호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부족은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여 이론적인 교과목의 학습능력 저하뿐 아
니라 교내실습, 임상실습 중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며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판단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8]. 따라서 이들 변수들 간에 관련성을 파악해볼 필
요가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학습몰입을 저하시키고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13]. 강의시간이나 
과제수행 중 심지어 시험기간이나 임상실습 중에도 스마
트폰에 오는 습관적인 메시지 확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램과 같은 SNS 게시물 댓글확인 등은 학습의 몰입을 
저하시키고 다시 집중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며 결
과적으로 학습의 성과를 방해하고 있다. 또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 
공격성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을 증가시키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정신건강은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WHO[15]에서
는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일상적인 삶의 스
트레스에 대처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가 속
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호대학생 중 스마트폰 고위험사용자의 경우 정신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16] 현실
에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알아보고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연구 중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수면상태, 학업성취,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상태, 학업성취도, 정신건강의 
수준을 확인해 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건
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스마트폰 중
독과 관련한 일상생활 관리 측면의 전략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

상태, 학업성취 및 정신건강의 수준을 확인하고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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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수
면상태,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 

정신건강의 수준을 확인한다.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

태 및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

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상태, 

학업성취 및 정신건강의 수준과 관계를 파악하고, 스마트
폰 중독과 수면상태,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간호학과

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경우 참여하도
록 하였다. 대학생활적응과정에 있는 신입생과 취업을 준
비하는 학년을 제외하여 대상자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연
구대상자 수는 G-power 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에서 확인한 일반적 특성 
6개와 독립변수 3개의 관련성을 가정하여 예측되는 독립
변수를 9개로 가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
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9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4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9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설문내용 중 반 이상 무응답이 있는 
불완전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85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
용되어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대상자 수 기준을 충족하
였다.

2.3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간호대학생으로 취약한 피

험자에 해당하므로 연구 참여는 교육과정 및 학점과 무
관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즉시 연구 참여를 중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방법과 함께 익명성,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연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문 제공 후 자필 서면동의를 받
았으며, 연구결과의 사용범위와 보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 개별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서 작성한 후 불투명 봉투에 밀봉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17]

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
(smartphone addi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 4개의 하위영역(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
향성, 금단, 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
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3개의 반대되는 의미의 
질문(4, 10, 15번)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문항의 점
수를 역환산하여 계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한국정보화진흥
원[17]의 보고서에 제시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4.2 수면상태
본 연구에서는 수면상태를 수면의 질에 해당하는 수면

부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수면부족 상태는 
Mass 등[18]이 개발한 수면부족 척도(sleep deprivation 
scale)를 김보연과 서경현[19]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운지’, ‘낮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는지’ 등을 묻는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1점), 아니오(0점)
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이 부족한 상
태를 의미한다. 김보연과 서경현[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3이었다.

2.4.3 학업성취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는 직전 학기 성적으로 4.5점 만

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전체 교과목의 평균평점인 학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점은 설문지 문항 중 하나로 구
성하여 자가보고 형태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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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 SD

Gender Male
Female

 15 ( 8.1)
170 (91.9)

Age < 25 year≧ 25 year
175 (94.6)

10 ( 5.4) 21.64 ± 1.36

Grade 2nd
3rd

116 (62.7)
69 (37.3)

Religion Yes
None

 50 (27.0)
135 (73.0)

Residence family
dormitory

alone

 46 (24.9)
 75 (40.5)
64 (34.6)

Sleep duration < 7 hours≧ 7 hours
131 (70.8)
54 (29.2) 6.01 ± 1.18

2.4.4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Derogatis, Rickels와 Rock[20]

에 의해 개발된 정신건강 평가척도를 김재환과 김광일
[21]이 국문으로 번안 및 표준화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 List-90-Revision : SCL-90-R)로
서 제시한 것을 요인분석을 통해 축소 제작한 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신체화 6문항, 강박증 5문항, 
대인예민성 8문항, 우울 4문항, 불안 6문항, 적대감 6문
항, 공포불안 4문항, 편집증 4문항, 정신증 4문항 등 9개
의 하위영역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α는 .77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2.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작 전에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

원회 승인(IRB no: KYU-2019-202-01)을 받았다. 자
료수집은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에서 진행되
었으며, 2019년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3주 동안 시
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학과 내 게시판에 연구 참여
에 대한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공고문을 보고 참여의사
를 보인 학생 중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연구
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에는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기입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작성은 연구자와 분리
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수거에는 무기명 박스를 이용하였
다. 설문지 작성에는 1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4.0 통

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
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 정신건강의 수준은 실
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정신
건강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Scheffe test를 통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상
자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고,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가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년, 종교 

유무, 거주형태, 수면시간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91.9%가 여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으며, 평균연령은 21.64세로 25세 미만인 경우가 
94.6%였다. 대상자의 62.7%가 2학년으로 3학년보다 많
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73%였다. 거주형태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고, 대상
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6.01시간으로 70.8%에서 7시간미
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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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s of Smartphone Addiction, Sleep Condition, Mental Health             (N=1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Smartphone addiction Sleep condition Mental health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30.87±7.54
37.54±7.78

-3.19
(.002)

8.07±3.06
10.36±2.41

-3.46
(.001)

75.80±33.07
90.22±31.89

-1.67
(.096)

Age(yr) < 25 
≧ 25

37.05±7.62
36.10±12.93

0.23
(.824)

10.26±2.55
8.70±1.89

1.91
(.058)

89.28±32.27
85.10±30.96

0.40
(.690)

Grade 2nd
3rd

35.85±8.07
38.91±7.42

-2.57
(.011)

10.09±2.49
10.31±2.63

-0.58
(.563)

83.47±29.04
98.44±35.02

-3.14
(.002)

Religion Yes
None

36.14±7.91
37.31±7.97

-0.89
(.375)

10.44±2.01
10.08±2.71

-0.85
(.395)

90.70±28.94
88.44±33.32

0.42
(.673)

Residence family
dormitory
alone

36.04±7.48
37.49±7.50
37.09±8.81

0.48
(.620)

10.28±2.57
10.24±2.55
10.31±2.55

0.17
(.847)

90.80±31.14
84.72±29.80
92.88±35.24

1.20
(.302)

Sleep 
duration(hr)

< 7
≧ 7

36.72±8.22
37.67±7.28

-0.74
(.462)

10.32±2.52
9.83±2.58

1.19
(.237)

92.17±33.29
81.50±28.01

2.07
(.040)

[Table 3] Levels of Smartphone Addiction, Sleep Condition, Mental Health                              (N=185)

　Variables M±SD Range
Actual range

min max

Smartphone addiction 36.99±7.95 15-60 15 58
Sleep condition 10.18±2.54 0-15 0 15
Mental health 89.05±32.14 47-235 47 194

3.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정신건강 수준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성별과 학년에 따
른 차이를 보였으며, 수면상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였고, 정신건강 수준에서는 학년과 수면시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able 2). 스마트폰 중독은 남학
생보다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t=-3.19, p=.002), 
2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유의하게 상승된 점수를 보였다
(t=-2.57, p=.011). 수면상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수면부족 상태에 있었다
(t=-3.46, p=.001). 정신건강은 2학년이 3학년보다
(t=-3.14, p=.002),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
(t=2.07, p=.040)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며 정신건
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정신건강 
수준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상태는 60점 만점 기준
에 평균 36.99±7.95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면상태는 
15점 만점 기준에 평균 10.18±2.54점으로 67.9% 수준
에 해당하는 수면부족을 보였다. 정신건강에서는 235점 
만점 기준에 평균 89.05±32.14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취, 
정신건강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수면상태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
이 심할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나빴으며(r=.34, p<.001), 
수면부족이 심할수록 정신상태가 좋지 않음이 확인되었
다(r=.30, p<.001).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수
면상태에 대한 점수가 상승되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r=.19, p=.009) (Table 4).

3.5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 학업성
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와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 번째 단계로 일반
적 특성 중 정신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년을 더
미변수로 변환하고, 수면시간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여 모
델 1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 정신건강과 상관성이 확
인된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상태 변수를 투입하여 모델 2
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에 대한 검정결
과에서 공차의 한계는 0.92-0.99로 모두 0.1이상이었으
며, 분상팽창지수는 1.00-1.08의 값으로 10보다 적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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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leep Condition, Scholastic Achievement and Mental 
Health                                                                                    (N=185)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Sleep condition Scholastic achievement
r (p) r (p) r (p)

Sleep condition .19 (.009) 1

Scholastic achievement -.09 (.202) -.03 (.673) 1

Mental health .34 (<.001) .30 (<.001) -.02 (.813)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Mental Health                                                        (N=185)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Grade* .22 3.05 .003 .16 2.37 .019
Sleep duration -.18 -2.53 .012 -.15 -2.79 .023
Smartphone addiction .27 3.91 <.001
Sleep condition .22 3.22 .002

R2 / Adjusted R2 .083 / .073 .221 / .204

F (p) F=8.26, p<.001 F=12.76, p<.001

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69로 2에 근접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성은 없었고, 
Cook’s 거리가 1.0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델 1에서 투입된 학년과 수면시
간은 모두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설명력은 7.3%로 통계
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F=8.26, p<.001). 모델 1에 스
마트폰 중독과 수면상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
서 학년, 수면시간, 스마트폰 중독, 수면상태는 모두 정신
건강에 대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변수의 영향력은 
스마트폰 중독(β=.27), 수면상태(β=.22), 학년(β=.16), 
수면시간(β=-.15)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요인에 의한 회
귀모형의 설명력은 20.4%였으며, 모델 2의 통계적 유의
성이 확인되었다(F=12.76,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상태, 
학업성취도, 정신건강의 수준을 확인해 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스마트폰 중독 관련 일상생활 관리 측면의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평균 36.9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정[22]의 연구결과에서 
35.89점이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간호학 전공이 
아닌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11]에서는 평
균 34.79점의 중독 수준을 보고하여 간호대학생의 스마

트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
이 일반대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홍은영[6]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 간호학과의 특성상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학생의 분포가 91.9%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성별의 
분포가 스마트폰 중독 점수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의 영향은 본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여학생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여학생이 더 많이 나타난다
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5]와 일맥상통하고 있
다. 여학생의 경우 관심이 있고 즐길만한 유튜브 콘텐츠
가 늘고 게임참여도가 늘어서인 것도 있지만 성별 특성
으로 인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친구들과 사귀고 몰
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인맥을 사회적 자원이라 느끼며 과도한 소셜미디어 몰입
이 높아지게 된 데에 이유가 있다[23]. 자아존중감이 낮
은 경우, 타인과 애착을 건강하게 형성하지 못하였을 때 
대인관계의 상호교류와 질, 친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며, 이로 인해 생기는 불안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현실
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9,24].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근반이 되는 심리적 원인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
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과의존의 원인을 개인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처방법에 대하여 자기조절능력
강화, 시간관리 앱 개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확대, 대체
여가활동, 과다사용에 대한 안내/경고문 제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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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존 해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5]. 하지
만 스마트폰 과의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놀이문화
가 부족한 취업위주의 교육현실, 학업스트레스 등 사회문
화적 배경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에서 유의미하게 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수
면이 부족해지는 선행연구[11]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획일적인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보
다 성별에 맞는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개선을 함으로써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수면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수
면을 취했을 때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폭중독이 
심할수록 수면상태가 나쁘고, 정신건강의 상태가 나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전
략적인 계획아래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3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상태에서도 3학
년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이외선[8]의 연구에서 2
학년이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시점이 
3학년의 학습기에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3학년은 이론학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함에 
따라 한 한기에 배워야 하는 이론부분 학습용량을 학기
의 1/2기간 동안(8주)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오는 과
중한 학업량과 이에 따른 성적관리 등에서 오는 학업스
트레스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정신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학년에 따라 다양한 차
이가 나타남에 따라 학습기, 실습기, 방학기간 등의 시점
을 고려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상태,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스마트
폰 중독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2개 대학, 2개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횡단적인 시점에 시행된 연구로서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상태, 

학업성취도, 정신건강의 수준을 확인해 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스마트폰 중독 관련 일상생활 관리 측면의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
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상태는 60점 만점 기준에 평
균 36.99점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 수준은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이 2학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상
태는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3학년이 2학년보다, 수
면이 부족할수록 나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
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과다한 의존
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으로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과의 적
응시점이 다르고 스트레스가 다른 학년별, 기간별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연구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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