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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특성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국형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scale),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특성의 관계,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스마트폰 중독군과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은 감각처리특성 중 등록저하와 감각예민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군은 감각찾기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군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감각찾기 성향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다양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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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54.0%이고 이 중 대

학생의 사용률은 84.0%로(Park & Lee, 2012) 미국 대학

생(56.0%), 스위스 대학생(79.0%), 독일 대학생(72.0%)

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인다(Demirci, Akgö nü l, & 

Akpinar, 2015). 대학생은 청소년과 다른 패턴으로 생

활하고 부모의 감독에서 벗어나며 전자기기를 자신의 사

치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게 나

타난다(Fossum, Nordnes, Storemark, Bjorvatn, & 

Pallesen, 2014).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뿐

만 아니라 미디어 플레이,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의 다양

한 기능이 결합된 휴대 가능한 기기이다(Lin et al., 

2014). 이러한 장점은 현대사회에서 획기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과도한 사용의 경우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Kuss & Griffiths, 

2011). 

대학생이 주로 속한 20대의 스마트폰 중독은 10.4%이

다(South Kore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중독은 사회적 문제가 동반된 의존상태

로, 약물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게임, 인터넷, 핸드폰사

용과 같은 행위도 중독으로 포함된다(Kim, 2006). 정신

보건편람 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는 행위중독을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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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규정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스마트폰 중독을 발생

시키는 요인으로는 개인요인과 환경요인 등이 있다

(Kim, Ko, & Choi, 2014). 최근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

독은 환경요인보다 감각추구성향이나 자기효능감과 같

은 개인요인이 주요 예측요인으로 보고되었다(Kim, 

Kim, & Jeong, 2012). 감각추구란 다양하고 새롭고 복

잡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로(Zuckerman, 

Kolin, Price, & Zoob, 1964) Dunn(1997)의 감각처리

특성 중 감각찾기와 동일한 개념이다(Gancarz, Robble, 

Kausch, Lloyd, & Richards, 2012).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개인의 자신감으로 자

신이 가치를 두고 선택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Hinojosa & Blount, 2009). 

스마트폰 사용이 보급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Kim, 

Lee, Lee, Nam, & Chung, 2014). 스마트폰 중독 요인

에 대한 몇몇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런 선행연구에

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추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을 뿐 등록저하, 감각예민, 감각회피를 포함한 전반적인 

감각처리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Kim et al., 2012; Park, 2014; Ryu, 2014). 스

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스마트폰 중독

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들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유무에 따라 개

인요인 중 감각처리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

아봄으로써 추후 스마트폰 중독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군

과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으로 나누어 감각처리특성에 대

해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특성 및 자기효

능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전남, 전북지역의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

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목적, 시행방법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에 동의한 205명을 대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에서 회수된 설문지

는 총 196부로 회수율은 95.6%이었다. 응답자 중 향정신

적 약물복용이나 행위관련 중독으로 진단이나 치료경험

이 있다고 답한 6명(2.9%)과 설문응답을 최소 1개 이상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표기한 7명(3.4%)을 제외한 총 

183명(89.3%)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함기준

(1) 대학생

(2)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

(3)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 배제기준

(1) 청소년 및 대학생이 아닌 성인

(2) 근골계적 문제로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자

(3) 향정신성 약물복용 및 행위관련 중독으로 진단 혹

은 치료경험이 있는 자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는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지는 일반적인 특성 7문항,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

도 15문항, 자기효능감 척도 24문항, 그리고 청소년/성

인 감각프로파일 60문항을 포함한 총 106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연구자는 설문문항을 작성한 후 각 대학에 연구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

문지 배포 방식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시

행하는 방법과 각 대학의 설문담당자에게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병행하였다. 연구에 앞서 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시행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기록방식으로 

작성하고 소요된 시간은 총 20분 내외였다. 기타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은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연구 참여

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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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한국형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S-scale)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에서 개발

한 한국형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지향(2

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기

록하고 역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한다. 점수는 15점∼60

점으로 39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 40점 이상 43점 이

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4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

자군’으로 분류된다. ‘일반 사용자군’은 심리적 정서나 성

격특성에서 특이한 문제가 보이지 않고 자기행동 관리가 

가능하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의 경

미한 수준의 장애가 나타나고,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느

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감을 느낀다. ‘고위험 사용자군’

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고 내성 및 금단 

현상이 나타나며 자기조절이 어려우며 충동적인 행동이 

높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군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과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형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814이다.

2)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대상자의 감각처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Dunn(1997)

의 감각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청소년/성인 감각

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을 사용

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감각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 감각경험에서의 행동적 반응을 

자가 기록 방식으로 작성한다(Kim, Kim, Park, Jun, & 

Chang, 2013). 총 60문항으로 Dunn(1997)의 모델에서 

제시한 4개의 군(등록저하, 감각찾기, 감각예민, 감각찾

기)에 따라 6가지 감각처리영역(맛/냄새 처리, 움직임 

처리, 시각 처리, 촉각 처리, 활동 수준, 청각 처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

는다), 2점(가끔 그렇게 반응한다), 3점(종종 그렇게 반응

한다), 4점(자주 그렇게 반응한다), 5점(항상 그렇게 반응

한다)의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rk과 Kim(2006)이 번안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의 Cronbach’s 

alpha는 0.64∼0.76이다. 

3)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Han(2002)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의 심리상태를 알아보는 ‘자

신감’, 일의 순서적인 처리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기 조절 효능감’,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서 태도에 대한 ‘과제 난이도’의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Ko, 2007). 총 24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

은 1점(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사이의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한다. 점수는 역문항

을 고려하여 점수화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Han, 2002). 자기효능감 검사의 Cronbach’s alpha는 

0.70∼0.83이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22.0을 사용하여 통계자료를 분

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스마트폰 중

독,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과 자기효능감 검사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중

독 유무에 따른 감각처리특성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

일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6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Vol. 13, No. 2, 20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Smartphone addiction group Smartphone normal use group Total

Number of 

subjects
47(25.7) 136(74.3) 183(100)

Gender
Male 4(8.5) 34(25.0) 38(20.8)

Female 43(91.5) 102(75.0) 145(79.2)

Age(year) 21.74±1.34
a

21.50±2.09
a
  21.57±1.92

a

Grade 1 5(10.6) 29(21.3) 34(18.6)

2 13(27.7) 39(28.7) 52(28.4)

3 29(61.7) 64(47.1) 93(50.8)

4 0(0.0) 4(2.9) 4(2.2)

 M±SD
a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S-scale and Self-Efficacy Scale scores between groups

Smartphone addiction group Smartphone normal use group t

S-scale 41.81±3.20 30.64±5.22 13.788＊

Self-Efficacy Scale 70.60±8.03 77.11±9.80 -4.102＊

＊p<.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연구대상자는 총 183명으로 남자 38명(20.8%), 여자 

145(79.2%)명이었고, 전체 평균연령은 21.57±1.92세

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34명(18.6%), 

2학년이 52명(28.4%), 3학년이 93명(50.8%) 그리고 4

학년은 4명(2.2%)이었다. 전체대상자 중 스마트폰 중독

군은 47명(25.7%)이었고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은 136명

(74.3%)이었다.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비율을 살

펴보면 여자의 스마트폰 중독(91.5%)이 남자의 스마트

폰 중독(8.5%)보다 현저하게 높았다(Table 1). S-scale

에서 스마트폰 중독군은 41.81±3.20점이었고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은 30.64±5.22으로 두 군 간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Self-Efficacy Scale

에서 스마트폰 중독군은 70.60±8.03점이었고 스마트

폰 정상사용군은 77.11±9.80점으로 두 군 간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2. 스마트폰 중독 유무에 따른 감각처리특성

스마트폰 중독 유무에 따른 감각처리특성의 사분면

(quadrant)과 감각요소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Table 

3).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군의 평

균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사분면에서 등록저하(low 

registration)와 감각예민(sensory sensitivity)에서 집

단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감각

요소에서 시각처리(visual processing), 촉각처리(touch 

processing), 활동수준(activity level)에서 집단 간에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특성 및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특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상

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스마트폰 중독(S-scale)

과 감각처리특성 중 감각찾기(sensation seeking)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 Scale)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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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processing feature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group and smartphone normal use group

Smartphone addiction 

group

Smartphone normal 

use group t

M±SD M±SD

Quadrant

Low registration 31.55±6.97 28.64±7.27 2.388*

Sensation seeking 34.85±7.30 34.18±7.84  .518

Sensory sensitivity 36.77±8.23 32.19±8.15 3.304*

Sensation avoiding 33.76±7.18 31.82±8.08 1.461

Sensory

Taste/smell processing 19.94±3.89 18.84±4.57 1.473

Movement processing 17.28±4.28 17.11±4.77  .211

Visual processing 21.37±4.70 19.51±5.28 2.133*

Touch processing 29.39±6.82 26.71±7.40 2.180*

Activity level 23.53±4.66 21.54±5.09 2.364*

Auditory processing 25.17±6.14 23.15±6.57 1.850

＊p<.05, M±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scale and AASP, Self-Efficacy Scale in smartphone addiction group

Quadrant S-scale 

AASP

Low registration  .097

Sensation seeking   .454*

Sensory sensitivity -.015

Sensation avoiding -.180

 Self-Efficacy Scale  -.353*

＊p<.05, AASP: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유무

에 따른 감각처리특성을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

처리특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자 183명 중 스마트폰 중독군은 총 47명

(25.7%)으로 선행 연구의 10.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간의 차이

와 일부 지역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스마트

폰 중독군의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중독사용률

(91.5%)이 남성(8.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에 대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Mok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패턴, 목적, 동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성은 

여가, 흥미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반면, 여성

은 사회적인 수단으로써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Chen, 2012).  

AASP의 감각처리특성의 결과는 각 사분면(quadrant) 

별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은 반응(much less than 

most people)’, ‘다른 사람보다 다소 낮은 반응(less 

than most people)’, ‘다른 사람과 비슷한 반응(similar 

to most people)’, ‘다른 사람보다 다소 높은 반응(more 

than most people)’,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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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more than most people)’으로 나타난다. 본 연

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유무에 따라 감각처리특성을 살펴

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군과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은 등록

저하와 감각예민(sensory sensitivity)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표준점수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정상범주에 속

하였다. 그리고 감각찾기(sensory seeking)에서는 두 

집단 모두 ‘다른 사람보다 다소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각처리특성에 대

한 여러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로(Choi, Kim, & Lee,  

2010; Han, Chang, Han, & Chun, 2012; Kim, Choi, 

& Park, 2008; Park & Song, 2015), 평가도구의 표준

화작업이 이루어진 미국과 본 연구가 시행된 국내의 문

화와 민족의 기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리특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감각처리특성 중 감각찾기와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감각처리특성 중 감각찾기와의 상관관계만 연구되어 그 

외 등록저하, 감각예민, 감각회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 중

독이 감각추구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같은 결과

를 보였다(Kim et al., 2012; Park, 2014). Dunn(1997)

의 모델에 따르면 감각찾기는 신경학적 역치가 높은 것

으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자

극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감각을 인식하기 위해

서는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한다.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

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이 낮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Kim et al., 

2012; Ryu, 2014). 스마트폰 사용은 현대사회가 발전할

수록 더욱 더 확산될 것이다. 앞으로 개인의 감각처리특

성을 기초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국내 전체 대학생을 대변하는 결과로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자가 보고식의 설문지 작성방

법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및 질문을 인식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작성될 가능성

이 있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여 시지

각 및 인지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변

수 중 감각처리특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

져 그 외의 개인적인 변수의 영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

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체계

화되고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유무에 따라 감각

처리특성을 알아보고,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처

리특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군과 스마트폰 정상사용군은 감

각처리특성 중 등록저하와 감각예민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과 감각찾기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을 대할 때 그들

의 감각처리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을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감각처리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중재접근법이 필요하다. 감각찾기와 스마트폰 중독성향

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스마트폰 중독군이 감각요소

에서 시각, 촉각, 활동수준이 정상 사용군에 비해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감

각통합 중재프로그램 적용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

다면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한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

고 스마트폰 중독사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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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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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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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D., 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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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sensory 

processing features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Methods : From June to August in 2015, a hundred eighty three healthy college students were 

completed the questionnaire for smartphone addiction (S-scale),  sensory processing feature 

(Adolescent/ Adult Sensory Profile), and self-efficacy  (Self-Efficacy Scale)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applied. 

Results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sensory registration and sensory sensitivity in sensory 

processing features between the addiction group and the non-addiction group.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ensory seeking,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self-efficacy.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smartphone addiction had relationships with high sensory seeking 

and low self-efficacy. Thus, more studies and interventions focused on preventing smartphone 

addiction are required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self-efficacy, sensory processing feature, smartphone 

addi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