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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경애
†

가야대학교 외식조리영양학과

Dietary and Lifestyle Habits and Dietary Behaviors 

According to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in Kyungnam Province

Kyung-Ae Park
†

Dept. of Food Service and Nutrition, Kaya University, Gimhae 50830,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dietary and lifestyle habits, dietary behaviors, and 

food frequency according to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408 university students in Kyungnam 

province.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software package. Based on using the 

Smartphone Addiction Poneness Scale, 28.4% were potential-risk smartphone users and while 13.2% were 

high-risk smartphone users. The levels of depression (P＜0.05) and stress (P＜0.05) and frequency of snacks 

(P＜0.01) were higher in high-risk and potential-risk groups than in the normal group, and meal frequency 

was highest in the high-risk group (P＜0.01). Percentages of using a smartphone at meal time (P＜0.01) and 

snacking while using a smartphone (P＜0.01) were higher in potential-risk and high-risk groups than in the 

normal group. Percentages of skipping meals (P＜0.001) and slow eating speed (P＜0.01) due to using a 

smartphone were higher in high-risk and potential-risk groups than in the normal group, and percentages of 

taste change (P＜0.05) were higher in the high-risk group than in the potential-risk and normal groups. 

Percentages of exercise reduction (P＜0.01), body weight increase (P＜0.05), sleep disturbance (P＜0.001), and 

increase in stress (P＜0.01) due to using a smartphone were higher in the high-risk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Scores of dietary behaviors avoiding salty food (P＜0.01) and excessive drinking (P＜0.001) were 

higher in the high-risk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Scores for frequency of oil or nuts (P＜0.05) and 

fatty meats (P＜0.01) were highest in the high-risk group. Our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nutrition educa-

tion programs are needed to solve unhealthy dietary and lifestyle habits from high-risk smartphone users in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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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마트폰이 2010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서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의 뒤를 이어 스마트폰 중

독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Hwang 등 2011). 스마

트폰 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

입하여 사용 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Kim 2013), ‘인터넷 중독의 새로운 유형으로 

기존의 미디어 중독과 같이 습관적이고 내성적 차

원의 과이용’을 의미하며 ‘병리적 차원의 의존인 동

시에 기능이나 편리성 및 재미 등에 빠져 이용 자

체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이다(Kim 등 2012). 스

마트폰 중독의 진단 여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서

울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척도(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7)에 의하면 스마트기기 보급 증

가에 따른 과다 사용으로 유아동(3∼9세)은 고위험

군 1.2%, 잠재적 위험군 16.7%, 청소년(만 10∼19세)

은 고위험군 3.5%, 잠재적 위험군 27.1%, 성인은 고

위험군 2.5%, 잠재적 위험군 13.6%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 중독은 10대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중학

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조사에서도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은 17.6∼40.0%(Jeon & 

Jang 2014; Kim 등 2015; Kang 2016)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 연령층의 스마트폰 중독은 심

각한 수준이며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10.1%

였고,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

횟수가 증가하였고 결식 비율과 나쁜 식습관 점수

는 높았으며 좋은 식습관 점수는 낮았다.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수면장애가 있었고 신체활동이 감소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5).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고 이로 인한 영양불균형이 나타나 성장

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Zhang 2013). 고

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강할

수록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으며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 횟수와 결식이 증가하였고 수면장애

를 자주 겪었으며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강할수록 남학생은 주스류와 아이스크

림으로 인한 과도한 당류 섭취와 동물성 단백질의 

편중된 섭취를 보였으며, 채소류와 과일류의 섭취량

이 적었던 반면, 여학생은 동물성 단백질, 채소류 및 

과일류, 우유의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4).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여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았으며, 스마트기기 사

용시간이 많을수록 식사가 불규칙하고 식습관 점수

가 낮아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Lim 2016).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이 심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많았고 학교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은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

결에 유용하지만, 특별한 목적 없이 무분별하고 습

관적인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은 우울, 불안, 사회

부적응, 학업의 지장 및 금단현상 등의 심각한 문제

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Choi 

등 2012).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은 사회준비생으로

서 여러 사람과 만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노력해야 하

지만, 스마트기기와 같은 매체를 통한 과다한 인터

넷 사용은 여러 사람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줄어들

게 하고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활동에서 얻을 수 있

는 올바른 정체감과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Gang 2013).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식습

관, 식품 섭취 및 생활습관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을 주었다고 보고되었으므로 대학생들의 과도한 스

마트폰 사용은 규칙적인 식사시간과 생활습관까지 

침해하여 식생활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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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드

문 편이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학

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스마트폰 증후

군에 대한 인지 정도와 실태 분석(Kim & Kang 2014)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식습관에 대한 연구(Lim 

2016)가 일부 행해져 있으나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과 식습관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건강 관련 습관과의 관련성을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

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식습

관, 생활습관 및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이

를 토대로 대학생의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바람직한 건강 관련 습관을 마련함으로써 대학

생의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과 정신⋅신체 건강증

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Na-

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에 따라 경남 

K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조사하고, 스마

트폰 중독에 따른 일반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 

체중만족도, 체형인식도, 생활습관, 식습관, 식행동 

및 식품섭취빈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시도된 횡단

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로 가야대학교의 생명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IRB 승인번호: kaya 

IRB-131, 2017)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조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및 자료에 대

한 비밀보장과 학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철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읽고 서명

한 후에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경남 K 대학교 1∼4학년 학생들로, 2017년 5월 29일

부터 6월 16일까지 3주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배

포하여 응답한 설문지 496부 중 기록이 누락되는 

등 자료가 불충분한 설문지 88부(17.7%)를 제외한 

총 408부(82.3%)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 일반특

성, 생활습관, 식습관, 신장과 체중, 체중만족도, 체

형인식도, 스마트폰 사용 특성, 식행동 및 식품섭취

빈도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1) 일반특성 조사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년, 가

족구성원 수, 주거형태, 한 달 평균 용돈, 가족의 한 

달 수입 및 아르바이트 여부 등을 자기기입방식으

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조사대상자가 스마트폰을 중독적 또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서울대학교에서 공동개발하였다. 이 설문지는 일상

생활 장애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을 측정하는 2개의 문항, 금단증상을 측정하는 4개

의 문항 및 내성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을 포함하

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자가진단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응

답자의 표집을 제외시키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역

채점 문항 3개가 포함되어 있다. 각 질문 문항에 대

하여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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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총점에서 44

점 이상 또는 일상생활 장애요인 15점 이상, 금단증

상 요인 13점 이상 및 내성 요인 13점 이상은 고위

험 사용자군, 40점 이상∼43점 이하 또는 일상생활 

장애요인 14점 이상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9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National Infor-

mation Society Agency 2017). 개발 당시 성인 스마트

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도구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Chronbach α값이 0.814였고(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본 연구에서 스마

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의 Chronbach α값은 0.911이었다.

3) 생활습관 조사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조사로 흡연 여부, 흡연량, 

음주 여부, 음주 빈도, 음주량, 수면시간, 운동 여부, 

운동 빈도, 운동 지속시간, 주관적 우울 인식과 스트

레스 인식, 건강상태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을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식습관 조사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조사로 식사 횟수, 결식 끼

니, 식사의 규칙성, 식사량, 식사 속도, 외식 빈도 

및 간식 섭취빈도 등을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 신장, 체중, 체중만족도와 체형인식도 조사

조사대상자의 신체계측 조사로 신장과 체중을 자

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체질

량지수는 체지방과 상관관계가 높은 체격지수로써 

체질량지수를 비만 판정의 지표로 삼았으며, weight 

(kg)/height(m
2
)의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세계보건

기구에서는 성인의 체질량지수 25∼29.9 kg/m
2
를 과

체중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시아인의 경우 서구인

보다 내장형 비만이 심하여 비만 관련 질환의 이환

율이 서구인보다 높으므로 대한비만학회와 아시아ㆍ

태평양 지역 지침(WHO Expert Consultation 2004)에 

따라 체질량지수 18.5 kg/m
2
 미만을 저체중군, 18.5∼

22.9 kg/m
2
를 정상체중군, 23∼24.9 kg/m

2
를 과체중군, 25 

kg/m
2
 이상을 비만군으로 판정하였으며, 본 조사대상자

는 18.5 kg/m
2
 미만을 저체중군, 18.5∼22.9 kg/m

2
를 정상

체중군, 23 kg/m
2
 이상을 과체중군의 세 군으로 분류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자신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체형에 대한 인식도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기 체중에 대한 만족도는 ‘매

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

단계로 분류하였다. 체형에 대한 인식도는 ‘약간 말

랐다’, ‘말랐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비만이

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응답하였다.

6) 스마트폰 사용 특성 조사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 조사로 스마트

폰 사용기간, 사용 가족구성원 수,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사용목적, 사용장소 및 사용시간대를 조사하

였다. 

7)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습관 조사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습관 조

사로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 여부, 식사 시 스마트

폰의 하루 사용 횟수와 일주일당 사용 횟수, 스마트

폰 사용 시 간식 섭취 여부, 간식 종류, 간식 섭취 

이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결식, 식사 속도, 식

사량 및 입맛의 변화, 운동 횟수와 체중 변화, 수면

장애 및 스트레스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스마

트폰으로 식생활 정보 이용도 조사를 하였다. 식생

활 정보 검색 여부, 검색 빈도, 검색 동기, 정보 얻

는 목적, 식생활 정보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및 문

제점, 앞으로 식생활 정보 검색 여부 및 식생활 정

보 검색 경험 없는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8) 식행동 조사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조사는 올바른 식생활을 위

한 식행동 23문항으로 각 질문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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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 4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

동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의 Chronbach α값은 0.822였다.

9) 식품섭취빈도 조사

조사대상자의 식품섭취빈도 조사는 14문항으로 3

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0∼2회/주 1점, 3∼5회/주 

2점, 6∼7회/주 3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식

품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조사자료는 SPSS 19.0(IBM, Armonk, 

NY, USA)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

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여러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연령, 식사 횟수, 체중, 신장, 식행동 점

수 및 식품섭취빈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고,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변수들의 세 군 간 차이

는 ANOVA-test와 Scheffe’s test에 의해 유의성 검증

(P＜0.05)을 하였다. 일반특성, 생활습관, 식습관, 체

중만족도, 체형인식도 및 스마트폰 사용 특성 및 스

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행동 조사 등은 빈도와 백

분율(%)로 나타내었고,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

도에 따른 변수들의 세 군 간 차이는 χ
2
-test에 의

해 유의성 검증(P＜0.05)을 하였다.

결 과 

1. 일반특성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일반특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점수에 따라 3단계로 

분류했을 때 일반 사용자군 58.4%, 잠재적 위험 사

용자군 28.4%, 고위험 사용자군 13.2%였다. 연령과 

학년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P=0.083) 저학년이 많은 경향이었다(P=0.081). 

성별, 가족구성원 수, 주거형태, 한 달 평균 용돈, 

가족의 한 달 수입 및 아르바이트 여부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생활습관은 

Table 2에 나타냈다. 우울 수준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 잠재적 위험 사

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전혀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적었고, ‘매우 

많이 우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스트레스 

수준도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

＜0.05),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

는다’와 ‘스트레스를 조금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적었고,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

우가 많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스마트폰 중독

에 따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

반 사용자군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 응답한 경우가 적은 경향이었다(P=0.070). 흡연 

여부, 흡연량, 음주 여부, 음주 빈도, 음주량, 수면시

간, 운동 여부, 운동 빈도, 운동 지속시간 및 주관적

인 건강상태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식습관은 

Table 3에 나타냈다.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식사 횟수(P＜0.01)였으며,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J Korean Diet Assoc 23(4):408-430, 2017 | 4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ased on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or χ
2

P-value
1)

Smartphone addiction 238 (58.4)
2)

116 (28.4) 54 (13.2) 408 (100.0)

Gender 3.121 0.210

   Male  86 (36.1)  31 (26.7) 18 (33.3) 135 ( 33.1)

   Female  152 (63.9)  85 (73.3) 36 (66.7) 273 ( 66.9)

Age 21.11±2.50
3)

20.81±2.68 20.31±1.48 20.92±2.46 2.507 0.083

Grade 11.254 0.081

   Freshman 33 (13.9) 23 (19.8) 16 (29.6)  72 ( 17.6)

   Sophomore 59 (24.8) 33 (28.5) 16 (29.6) 108 ( 26.5)

   Junior 60 (25.2) 24 (20.7) 8 (14.8)  92 ( 22.6)

   Senior 86 (36.1) 36 (31.0) 14 (26.0) 136 ( 33.3)

Family members 11.097 0.197

   1  0 ( 0.0)  1 ( 0.9) 0 ( 0.0) 1 (  0.2)

   2  7 ( 2.9)  2 ( 1.7) 3 ( 5.6) 12 (  2.9)

   3  28 (11.8) 21 (18.1) 5 ( 9.3) 54 ( 13.2)

   4 136 (57.1) 63 (54.3) 37 (68.5) 236 ( 57.8)

   ≥5  67 (28.2) 29 (25.0)  9 (16.7) 105 ( 25.7)

Type of residence 0.784 0.941

   Home with parents 143 (60.1) 71 (61.2) 35 (64.8) 249 ( 61.0)

   Dormitory, boarding or relative house 43 (18.1) 20 (17.2) 10 (18.5) 73 ( 17.9)

   Cooking for oneself or the others 52 (21.8) 25 (21.6)  9 (16.7) 86 ( 21.1)

Pocket money (ten thousands won) 9.226 0.324

   ＜20 53 (22.2) 17 (14.6) 10 (18.5)  80 ( 19.6)

   20∼30 58 (24.4) 27 (23.3) 17 (31.5) 102 ( 25.0)

   30∼40 68 (28.6) 43 (37.1) 17 (31.5) 128 ( 31.4)

   40∼50 33 (13.9) 19 (16.4)  3 ( 5.5)  55 ( 13.5)

   ≥50 26 (10.9) 10 ( 8.6)  7 (13.0)  43 ( 10.5)

Family income (hundred won) 10.253 0.419

   ＜1  9 ( 3.8)  3 ( 2.6)  3 ( 5.6) 15 (  3.7)

   1∼2 20 ( 8.4)  6 ( 5.2)  6 (11.1) 32 (  7.8)

   2∼3 48 (20.2) 23 (19.8)  9 (16.7) 80 ( 19.6)

   3∼4 42 (17.6) 22 (19.0)  8 (14.8) 72 ( 17.6)

   4∼5 37 (15.5) 28 (24.1) 15 (27.8) 80 ( 19.6)

   ≥5 82 (34.5) 34 (29.3) 13 (24.1) 129 ( 31.6)

Part-time job 1.018 0.601

   Yes 74 (31.1) 39 (33.6) 14 (25.9) 127 ( 31.1)

   No 164 (68.9) 77 (66.4) 40 (74.1) 281 ( 68.9)
1)

 P-value by chi-squre test or ANOVA test
2)

 N (%): number of subjects (% of subjects)
3)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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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festyle habits of subjects based on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or χ
2

P-value
1)

Smoking 6.483 0.166

   No 175 (73.5)
2)

98 (84.5) 43 (79.6) 316 (77.5)

   Yes, smoking 58 (24.4) 15 (12.9) 10 (18.5)  83 (20.3)

   Yes, but quit smoking  5 ( 2.1)  3 ( 2.6)  1 ( 1.9)  9 ( 2.2)

Smoking amount (cigarettes/day) 10.36±6.79
3)

8.83±5.14 11.67±3.54 10.18±6.22 0.700 0.500

Drinking 6.464 0.167

   No  78 (32.8) 24 (20.7) 16 (29.6) 118 (28.9)

   Yes, drinking 149 (62.6) 88 (75.9) 35 (64.8) 272 (66.7)

   Yes, but quit drinking  11 ( 4.6)  4 ( 3.4)  3 ( 5.6)  18 ( 4.4)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10.996 0.358

   1∼2/month 18 (11.0) 9 ( 9.7)  4 (10.5) 31 (10.5)

   3∼4/month 60 (36.8) 24 (25.8) 15 (39.5) 99 (33.7)

   1∼2/week 43 (26.4) 23 (24.7)  6 (15.8) 72 (24.5)

   3∼4/week 26 (16.0) 23 (24.7) 11 (28.9) 60 (20.4)

   5∼6/week 12 ( 7.4) 11 (11.8)  2 ( 5.3) 25 ( 8.5)

   Everyday  4 ( 2.5)  3 ( 3.2)  0 ( 0.0)  7 ( 2.4)

Dose of alcohol (cup) 11.601 0.170

   ＜1  4 ( 2.5)  0 ( 0.0)  0 ( 0.0)  4 ( 1.4)

   1∼2  9 ( 5.5)  5 ( 5.4)  0 ( 0.0)  14 ( 4.8)

   3∼4 19 (11.7) 10 (10.8) 10 (26.3)  39 (13.3)

   5∼6 33 (20.2) 21 (22.6)  6 (15.8)  60 (20.4)

   ≥7 98 (60.1) 57 (61.3) 22 (57.9) 177 (60.2)

Sleeping hours 5.107 0.530

   ＜4 hours  11 ( 4.6)  7 ( 6.0)  2 ( 3.7)  20 ( 4.9)

   4∼6 hours 111 (46.6) 53 (45.7) 19 (35.2) 183 (44.9)

   6∼8 hours 100 (42.0) 52 (44.8) 30 (55.6) 182 (44.6)

   ≥8 hours  16 ( 6.7)  4 ( 3.4)  3 ( 5.6)  23 ( 5.6)

에 비해 식사 횟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간식 섭취빈

도도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

＜0.01)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에 간식 섭취빈도가 많았다. 식

사의 규칙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

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불규칙하

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경향이었다(P=0.053). 그

러나 아침, 점심, 저녁식사 횟수, 식사량, 식사 속도 

및 외식 빈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4.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및 체중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신장, 체중 

및 체중만족도는 Table 4에 나타냈다.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와 체질량지수의 분포도, 체중만족도 및 

체형인식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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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or χ
2

P-value
1)

Exercise 1.992 0.369

   No 139 (58.4) 76 (65.5) 35 (64.8) 250 (61.3)

   Yes  99 (41.6) 40 (34.5) 19 (35.2) 158 (38.7)

Frequency of exercise 7.277 0.507

   Everyday 17 (16.3)  3 ( 7.5) 3 (15.0) 23 (14.0)

   4∼5/week 25 (24.0)  7 (17.5) 7 (35.0) 39 (23.8)

   2∼3/week 35 (33.7) 18 (45.0) 8 (40.0) 61 (37.2)

   1/week 22 (21.2)  9 (22.5) 1 ( 5.0) 32 (19.5)

   1/2 weeks  5 ( 4.8)  3 ( 7.5) 1 ( 5.0)  9 ( 5.5)

Duration of exercise 5.048 0.538

   10∼30 min 18 (17.3) 12 (30.0) 2 (10.0) 32 (19.5)

   30∼60 min 49 (47.1) 15 (37.5) 9 (45.0) 73 (44.5)

   1∼2 hour 28 (26.9) 11 (27.5) 7 (35.0) 46 (28.0)

   ≥2 hours  9 ( 8.7)  2 ( 5.0) 2 (10.0) 13 ( 7.9)

Self-reported depression level 18.746 0.016*

   Never 78 (32.8) 19 (16.4) 11 (20.4) 108 (26.5)

   A little 75 (31.5) 41 (35.3) 21 (38.9) 137 (33.6)

   Moderate 66 (27.7) 42 (36.2) 15 (27.8) 123 (30.1)

   Much 16 ( 6.7) 10 ( 8.6) 3 ( 5.6)  29 ( 7.1)

   Very much 3 ( 1.3) 4 ( 3.4) 4 ( 7.4)  11 ( 2.7)

Self-reported stress level 20.071 0.010*

   Never 19 ( 8.0)  0 ( 0.0)  3 ( 5.6)  22 ( 5.4)

   A little 85 (35.7) 34 (29.3) 15 (27.8) 134 (32.8)

   Moderate 54 (22.7) 39 (33.6) 17 (31.5) 110 (27.0)

   Much 64 (26.9) 27 (23.3) 12 (22.2) 103 (25.2)

   Very much 16 ( 6.7) 16 (13.8)  7 (13.0)  39 ( 9.6)

Physical condition 6.001 0.647

   Very healthy  13 ( 5.5)  3 ( 2.6)  3 ( 5.6)  19 ( 4.7)

   Healthy  69 (29.0) 30 (25.9) 12 (22.2) 111 (27.2)

   Moderate 102 (42.9) 48 (41.4) 21 (38.9) 171 (41.9)

   Unhealthy  50 (21.0) 33 (28.4) 16 (29.6) 99 (24.3)

   Very unhealthy  4 ( 1.7)  2 ( 1.7)  2 ( 3.7)  8 ( 2.0)

Health interest 14.480 0.070

   Never 14 ( 5.9)  1 ( 0.9)  5 ( 9.3)  20 ( 4.9)

   A little 58 (24.4) 36 (31.0) 14 (25.9) 108 (26.5)

   Moderate 89 (37.4) 48 (41.4) 21 (38.9) 158 (38.7)

   Much 52 (21.8) 27 (23.3) 12 (22.2)  91 (22.3)

   Very much 25 (10.5) 4 ( 3.4) 2 ( 3.7) 31 ( 7.6)
1)

 P-value by chi-squre test or ANOVA test
2)

 N (%): number of subjects (% of subjects)
3)

 Mean±S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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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habits of subjects based on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or χ
2

P-value
1)

Meal frequency/day 2.28±0.57
2)a

2.32±0.52
a

2.52±0.61
b

2.45±0.70 5.059 0.007**

Breakfast 4.050 0.853

   Everyday  44 (18.5)
3)

14 (12.1) 10 (18.5) 68 (16.7)

   4∼5/week  28 (11.8) 13 (11.2) 8 (14.8) 49 (12.0)

   2∼3/week  45 (18.9) 21 (18.1) 11 (20.4) 77 (18.9)

   1/week  20 ( 8.4) 10 ( 8.6) 4 ( 7.4) 34 ( 8.3)

   Never 101 (42.4) 58 (50.0) 21 (38.9) 180 (44.1)

Lunch 6.838 0.554

   Everyday 134 (56.3) 64 (55.2) 32 (59.3) 230 (56.4)

   4∼5/week  71 (29.8) 36 (31.0) 12 (22.2) 119 (29.1)

   2∼3/week  27 (11.3) 13 (11.2)  9 (16.7)  49 (12.0)

   1/week  2 ( 0.9)  3 ( 2.6)  1 ( 1.8)  6 ( 1.5)

   Never  4 ( 1.7)  0 ( 0.0)  0 ( 0.0)  4 ( 1.0)

Dinner 11.840 0.159

   Everyday 121 (50.8) 65 (56.0) 37 (68.5) 223 (54.7)

   4∼5/week  67 (28.2) 36 (31.0) 12 (22.2) 115 (28.2)

   2∼3/week  38 (16.0) 14 (12.1)  4 ( 7.4)  56 (13.7)

   1/week  4 ( 1.7)  0 ( 0.0)  1 ( 1.9)  5 ( 1.2)

   Never  8 ( 3.4)  1 ( 0.9)  0 ( 0.0)  9 ( 2.2)

5. 스마트폰 사용 특성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스마트폰 사

용 특성은 Table 5에 나타냈다. 스마트폰 사용기간

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적은 

경향이었다(P=0.074).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스마트

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잠재

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

자군에 비해 사용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

았다. 사용장소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집’, ‘이동 중’, ‘학교나 학원’ 

순이었다. 사용시간대도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P＜0.05),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틈나는 모든 시간대’가 가장 많

았다. 스마트폰 사용목적도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세 군 모두 ‘SNS’가 

가장 많았고, ‘음악 및 영화 감상’, ‘정보 검색’ 순이

었다. 

6.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은 Table 6에 나

타냈다.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 여부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

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

에 비해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 시 간식 섭취 여부

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 

0.01), ‘스마트폰 사용 시 간식을 섭취한다’고 응답

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

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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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or χ
2

P-value
1)

Regular meal 9.368 0.053

   Very regular  8 ( 3.4)  2 ( 1.7)  5 ( 9.3)  15 ( 3.7)

   Sometimes regular 128 (53.8) 52 (44.8) 24 (44.4) 204 (50.0)

   Irregular 102 (42.9) 62 (53.4) 25 (46.3) 189 (46.3)

Meal amount 5.726 0.221

   Overeating  66 (27.7) 39 (33.6) 22 (40.7) 127 (31.1)

   Proper eating 157 (66.0) 73 (62.9) 31 (57.4) 261 (64.0)

   Lighteating  15 ( 6.3)  4 ( 3.4)  1 ( 1.9)  20 ( 4.9)

Eating speed 4.541 0.604

   Fast (10 min)  53 (22.3) 26 (22.4) 16 (29.6)  95 (23.3)

   Proper (20 min) 157 (66.0) 73 (62.9) 29 (53.7)  259 (63.5)

   Slow (≥30 min)  25 (10.5) 16 (13.8)  9 (16.7)  50 (12.3)

  Irregular  3 ( 1.3)  1 ( 0.9)  0 ( 0.0)  4 ( 1.0)

Eating out 5.877 0.661

   ≥2/day 23 ( 9.7) 10 ( 8.6)  6 (11.1)  39 ( 9.6)

   1/day 34 (14.3) 20 (17.2)  7 (13.0)  61 (15.0)

   3∼4/week 58 (24.4) 30 (25.9) 13 (24.1) 101 (24.8)

   1∼2/week 80 (33.6) 44 (37.9) 16 (29.6) 140 (34.3)

   Rarely 43 (18.1) 12 (10.3) 12 (22.2)  67 (16.4)

Frequency of snacks 24.638 0.002**

   ≥3/day 13 ( 5.5) 18 (15.5)  8 (14.8)  39 ( 9.6)

   1/day 71 (29.8) 38 (32.8) 23 (42.6) 132 (32.4)

   3∼4/week 58 (24.4) 32 (27.6) 12 (22.2)  102 (25.0)

   1∼2/week 41 (17.2) 17 (14.7)  6 (11.1)  64 (15.7)

   Rarely 55 (23.1) 11 ( 9.5)  5 ( 9.3)  71 (17.4)
1)

 P-value by chi-squre test or ANOVA test
2)

 Mean±SD 
3)

 N (%): number of subjects (% of subjects)

a,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mong groups at P＜0.05 by Scheffe test

**P＜0.01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간식의 종류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과자류, 음료류 순이었다. 스마

트폰 사용 시 간식을 먹는 이유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 ‘습관적으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

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결식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P＜0.001), ‘결식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

군으로 갈수록 적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

사량 변화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사 속도는 스마

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일반 

사용자군이 ‘식사 속도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식사 속도가 느려졌다’고 응답

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

군으로 갈수록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입

맛의 변화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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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ight, weight and BMI and BMI distribution of subjects based on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or χ
2
 P-value

1)

Height (cm) 165.94±8.37
2)

164.07±7.95 166.45±8.87 165.48±8.35 2.393 0.093

Weight (kg)  61.65±14.46  59.72±12.06  61.35±15.54  61.06±13.96 0.750 0.473

Body mass index (kg/m
2
)  22.20±3.84  22.07±3.36  22.59±5.14  21.89±3.94 0.165 0.848

Body mass index (kg/m
2
) 1.900 0.754

   Underweight
3)

 25 (10.5)
4)

14 (12.1)  8 (14.8)  47 (11.5)

   Normal
3)

131 (55.0) 65 (56.0) 32 (59.3) 228 (55.9)

   Overweight
3)

 82 (34.5) 37 (31.9) 14 (25.9) 133 (32.6)

Satisfaction of present body weight 9.323 0.316

   Very satisfied   7 ( 2.9)  1 ( 0.9)  3 ( 5.6)  11 ( 2.7)

   Satisfied  39 (16.4) 12 (10.3)  3 ( 5.6)  54 (13.2)

   Moderate  65 (27.3) 33 (28.4) 18 (33.3) 116 (28.4)

   Unsatisfied  97 (40.8) 54 (46.6) 23 (42.6) 174 (42.6)

   Very unsatisfied  30 (12.6) 16 (13.8)  7 (13.0)  53 (13.0)

Self-perception of body image 5.585 0.694

   Very slim   4 ( 1.7)  1 ( 0.9)  0 ( 0.0)  5 ( 1.2)

   Slim  29 (12.2) 15 (12.9)  7 (13.0)  51 (12.5)

   Moderate  70 (29.4) 34 (29.3) 23 (42.6) 127 (31.1)

   Fat  97 (40.8) 45 (38.8) 16 (29.6) 158 (38.7)

   Very fat  38 (16.0) 21 (18.1)  8 (14.8)  67 (16.4)
1)

 P-value by chi-squre test or ANOVA test
2)

 Mean±SD 
3)

 Underweight: ＜18.5 kg/m
2
,
 
Normal: 18.5∼22.9 kg/m

2
, Overweight: ≥23 kg/m

2

4)
 N (%): number of subjects (% of subjects)

보여(P＜0.05), ‘입맛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

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갈수록 적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운동 횟수 변화는 스마

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운

동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위험 사용자

군은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체중 변화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 ‘체중이 늘었다’고 응

답한 경우가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 

0.001), ‘수면장애를 자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변화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여(P＜0.01),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많았고, ‘스트레스

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많았다.

7. 스마트폰으로 식생활 정보 이용도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식생활 정보의 스마트폰 

이용도는 Table 7에 나타냈다. 스마트폰으로 식생활 

정보를 검색한 경험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식생활 

정보를 얻는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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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using a smartphone based on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or χ
2

P-value
1)

Smartphone using period (year) 6.21±1.68
2)

6.22±1.76 5.65±1.52 6.14±1.69 2.625 0.074

Family members using a smartphone 5.446 0.709

   1    3 ( 1.3)
3)

 2 ( 1.7)  0 ( 0.0)  5 ( 1.2)

   2  12 ( 5.0)  6 ( 5.2)  3 ( 5.6)  21 ( 5.1)

   3  31 (13.0) 20 (17.2)  8 (14.8)  59 (14.5)

   4 135 (56.7) 62 (53.4) 36 (66.7) 233 (57.1)

   ≥5  57 (23.9) 26 (22.4)  7 (13.0)  90 (22.1)

Average using time 27.374 0.000***

   30 min∼1 hr 13 ( 5.5) 1 ( 0.9) 4 ( 7.4) 18 ( 4.4)

   1∼3 hr 73 (30.7) 15 (12.9) 16 (29.6) 104 (25.5)

   3∼5 hr 97 (40.8) 50 (43.1) 16 (29.6) 163 (40.0)

   ≥5 hr 55 (23.1) 50 (43.1) 18 (33.3) 123 (30.1)

Using space 8.036 0.235

   Home 104 (43.7) 65 (56.0) 30 (55.6) 199 (48.8)

   University, academy  16 ( 6.7) 10 ( 8.6)  3 ( 5.6)  29 ( 7.1)

   On the way (bus, subway, street etc.) 110 (46.2) 37 (31.9) 19 (35.2) 166 (40.7)

   Others  8 ( 3.4)  4 ( 3.4)  2 ( 3.7)  14 ( 3.4)

Using time zone 16.546 0.035*

   6 a.m.∼12 a.m.  4 ( 1.7)  0 ( 0.0) 0 ( 0.0) 4 ( 1.0)

   12 a.m.∼6 p.m. 18 ( 7.6)  4 ( 3.4) 0 ( 0.0) 22 ( 5.4)

   6 p.m.∼12 p.m. 99 (41.6) 36 (31.0) 24 (44.4) 159 (39.0)

   12 p.m.∼6 a.m. 19 ( 8.0) 17 (14.7)  5 ( 9.3) 41 (10.0)

   Every spare time 98 (41.2) 59 (50.9) 25 (46.3) 182 (44.6)

Intended using 17.208 0.142

   Internet searching  20 ( 8.4)  6 ( 5.2)  5 ( 9.3)  31 ( 7.6)

   SNS 164 (68.9) 89 (76.7) 36 (66.7) 289 (70.8)

   Internet game  11 ( 4.6)  4 ( 3.4)  6 (11.1)  21 ( 5.1)

   Internet shopping  2 ( 0.8)  3 ( 2.6)  0 ( 0.0)  5 ( 1.2)

   Listening to music of watching movies  34 (14.3) 12 (10.3)  3 ( 5.6)  49 (12.0)

   Studying  1 ( 0.4)  0 ( 0.0)  1 ( 1.9)  2 ( 0.5)

   Others  6 ( 2.5)  2 ( 1.7)  3 ( 5.6)  11 ( 2.7)
1)

 P-value by chi-squre test or ANOVA test
2)

 Mean±SD 
3)

 N (%): number of subjects (% of subjects)

*P＜0.05, ***P＜0.001

차이를 보여(P＜0.05), 고위험 사용자군은 ‘식품정보

를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

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음식조리법

을 보기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스

마트폰을 통한 식생활 정보 검색 빈도, 검색 동기, 

식생활 정보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및 문제점, 스

마트폰을 이용한 식생활 정보의 계속 검색 여부는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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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dietary and lifestyle habits due to using a smartphone based on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χ
2

P-value
1)

Using a smartphone at meal time 16.445 0.000***

   Yes 93 (39.1)
2)

69 (59.5) 32 (59.3) 194 (47.5)

   No 145 (60.9) 47 (40.5) 22 (40.7) 214 (52.5)

Frequency using a smartphone a day at meal time 5.784 0.216

   1 19 (20.4) 14 (20.3)  7 (21.9) 40 (20.6)

   2 29 (31.2) 30 (43.5) 16 (50.0) 75 (38.7)

   3 45 (48.4) 25 (36.2)  9 (28.1) 79 (40.7)

Frequency using a smartphone a week at meal time 4.494 0.610

   6∼7 31 (33.3) 27 (39.1)  8 (25.0) 66 (34.0)

   4∼5 27 (29.0) 23 (33.3)  9 (28.1) 59 (30.4)

   2∼3 29 (31.2) 15 (21.7) 13 (40.6) 57 (29.4)

   1  6 ( 6.5)  4 ( 5.8)  2 ( 6.3) 12 ( 6.2)

Snacking while using a smartphone 10.556 0.005**

   Yes 133 (55.9) 85 (73.3) 36 (66.7) 254 (62.3)

   No 105 (44.1) 31 (26.7) 18 (33.3) 154 (37.7)

Kind of snack while using a smartphone 13.390 0.496

   Carbonated drink, juice etc. 29 (21.8) 14 (16.5)  5 (13.9)  48 (18.9)

   Breads  8 ( 6.0)  5 ( 5.9)  5 (13.9)  18 ( 7.1)

   Confectionary 54 (40.6) 48 (56.5) 17 (47.2) 119 (46.9)

   Carb snack 13 ( 9.8)  5 ( 5.9)  3 ( 8.3)  21 ( 8.3)

   Fast foods (hamberger, pizza, chicken etc.)  7 ( 5.3)  5 ( 5.9)  1 ( 2.8)  13 ( 5.1)

   Milk and dairy products  7 ( 5.3)  3 ( 3.5)  1 ( 2.8)  11 ( 4.3)

   Caffeine beverage  9 ( 6.8)  4 ( 4.7)  1 ( 2.8)  14 ( 5.5)

   Others  6 ( 4.5)  1 ( 1.2)  3 ( 8.3)  10 ( 3.9)

Reason for snacking while using a smartphone 19.655 0.033*

   Hungry 51 (38.3) 29 (34.1) 13 (36.1) 93 (36.6)

   Lack of eating time  6 ( 4.5)  1 ( 1.2)  4 (11.1) 11 ( 4.3)

   Meal substitute  8 ( 6.0)  6 ( 7.1)  1 ( 2.8) 15 ( 5.9)

   Habitually 30 (22.6) 30 (35.3) 12 (33.3) 72 (28.3)

   For nourishing supplement  5 ( 3.8)  0 ( 0.0)  3 ( 8.3)  8 ( 3.1)

   Others 33 (24.8) 19 (22.4)  3 ( 8.3) 55 (21.7)

다. 스마트폰을 통한 식생활 정보 검색은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가장 많았고, 식생활 정보를 검색하

게 되는 동기는 ‘검색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식생활 정보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스

마트폰에서의 건강 관련 정보의 문제점은 ‘상업적 

광고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식생활 정보 

경험이 없는 이유는 세 군 모두 ‘흥미를 끌지 못해

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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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Variable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χ
2

P-value
1)

Skipping meal 26.816 0.000***

   Often  1 ( 0.4)  0 ( 0.0)  3 ( 5.6)  4 ( 1.0)

   Sometimes  5 ( 2.1)  11 ( 9.5)  6 (11.1)  22 ( 5.4)

   Never 230 (96.6) 104 (89.7) 44 (81.5) 378 (92.6)

   Others  2 ( 0.8)  1 ( 0.9)  1 ( 1.9)  4 ( 1.0)

Meal amount 4.067 0.397

   Increase  2 ( 0.8)  2 ( 1.7)  2 ( 3.7)  6 ( 1.5)

   Decrease  9 ( 3.8)  6 ( 5.2)  4 ( 7.4)  19 ( 4.7)

   No change 227 (95.4) 108 (93.1) 48 (88.9) 383 (93.9)

Eating speed 18.536 0.005**

   Fast 8 ( 3.4) 3 ( 2.6) 5 ( 9.3) 16 ( 3.9)

   No change 198 (83.2) 87 (75.0) 36 (66.7) 321 (78.7)

   Slow 22 ( 9.2) 22 (19.0) 13 (24.1) 57 (14.0)

   Irregular 10 ( 4.2) 4 ( 3.4) 0 ( 0.0) 14 ( 3.4)

Taste 16.161 0.040*

   Very bad  0 ( 0.0)  0 ( 0.0)  1 ( 1.9)  1 ( 0.2)

   Bad  7 ( 2.9)  4 ( 3.4)  3 ( 5.6)  14 ( 3.4)

   No change 222 (93.3) 107 (92.2) 45 (83.3) 374 (91.7)

   Good  8 ( 3.4)  5 ( 4.3)  3 ( 5.6)  16 ( 3.9)

   Very good  1 ( 0.4)  0 ( 0.0)  2 ( 3.7)  3 ( 0.7)

Exercise 15.128 0.004**

   Decrease  9 ( 3.8)  6 ( 5.2)  9 (16.7)  24 ( 5.9)

   Increase  15 ( 6.3) 11 ( 9.5)  5 ( 9.3)  31 ( 7.6)

   No change 214 (89.9) 99 (85.3) 40 (74.1) 353 (86.5)

Weight 13.139 0.011*

   Decrease  2 ( 0.8)  1 ( 0.9)  1 ( 1.9)  4 ( 1.0)

   Increase  7 ( 2.9)  10 ( 8.6)  8 (14.8)  25 ( 6.1)

   No change 229 (96.2) 105 (90.5) 45 (83.3) 379 (92.9)

Sleep disturbance 29.805 0.000***

   Always  3 ( 1.3)  8 ( 6.9) 4 ( 7.4)  15 ( 3.7)

   Often  23 ( 9.7) 21 (18.1) 11 (20.4)  55 (13.5)

   Sometimes 112 (47.1) 65 (56.0) 22 (40.7) 199 (48.8)

   Never 100 (42.0) 22 (19.0) 17 (31.5) 139 (34.1)

Stress 15.218 0.004**

   Decrease  45 (18.9) 30 (25.9)  7 (13.0)  82 (20.1)

   No change 189 (79.4) 81 (69.8) 41 (75.9) 311 (76.2)

   Increase  4 ( 1.7)  5 ( 4.3)  6 (11.1)  15 ( 3.7)
1)

 P-value by chi-squre test
2)

 N (%): number of subjects (% of subject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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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arching for diet information from a smartphone based on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χ
2

P-value
1)

Searching for diet information 1.187 0.552

   Yes 134 (56.3)
2)

64 (55.2) 26 (48.1) 224 (54.9)

   No 104 (43.7) 52 (44.8) 28 (51.9) 184 (45.1)

Frequency of searching diet information using a smartphone 6.718 0.348

   Everyday 11 ( 8.2) 3 ( 4.7)  3 (11.5) 17 ( 7.6)

   1∼2/week 56 (41.8) 23 (35.9) 13 (50.0) 92 (41.1)

   1∼2/2 weeks 21 (15.7) 15 (23.4)  1 ( 3.8) 37 (16.5)

   1∼2/month 46 (34.3) 23 (35.9)  9 (34.6) 78 (34.8)

Searching motive for diet information 8.036 0.235

   Parents’ and teachers’ recommendation  2 ( 1.5)  0 ( 0.0)  1 ( 3.8)  3 ( 1.3)

   Friends’ recommendation  9 ( 6.7)  3 ( 4.7)  3 (11.5) 15 ( 6.7)

   Search engine  48 (35.8) 26 (40.6)  13 (50.0) 87 (38.8)

   Smartphone application  27 (20.1)  7 (10.9)  2 ( 7.7) 36 (16.1)

   Others  48 (35.8) 28 (43.8)  7 (26.9) 83 (37.1)

Purpose getting diet information using a smartphone 21.878 0.016*

   Getting nutritional information  6 ( 4.5)  2 ( 3.1) 2 ( 7.7) 10 ( 4.5)

   Getting food information 13 ( 9.7)  9 (14.1) 9 (34.6) 31 (13.8)

   Getting weight loss information 26 (19.4) 17 (26.6) 5 (19.2) 48 (21.4)

   Read health articles 13 ( 9.7)  8 (12.5) 0 ( 0.0) 21 ( 9.4)

   Read food recipe 55 (41.0) 26 (40.6) 8 (30.8) 89 (39.7)

   Others 21 (15.7)  2 ( 3.1) 2 ( 7.7) 25 (11.2)

Satisfaction of diet information using a smartphone 2.479 0.871

   Unsatisfied  4 ( 3.0)  1 ( 1.6)  1 ( 3.8)  6 ( 2.7)

   Moderate 63 (47.0) 29 (45.3) 14 (53.8) 106 (47.3)

   Satisfied 58 (43.3) 28 (43.8)  8 (30.8)  94 (42.0)

   Very satisfied  9 ( 6.7)  6 ( 9.4)  3 (11.5)  18 ( 8.0)

Trust of diet information using a smartphone 6.154 0.406

   Untrusty  7 ( 5.2)  3 ( 4.7)  1 ( 3.8)  11 ( 4.9)

   Moderate 70 (52.2) 41 (64.1) 13 (50.0) 124 (55.4)

   Trusty 48 (35.8) 20 (31.3) 10 (38.5)  78 (34.8)

   Very trusty  9 ( 6.7)  0 ( 0.0)  2 ( 7.7)  11 ( 4.9)

8. 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식행동은 

Table 8에 나타냈다. 식행동 중 스마트폰 중독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식사는 언제나 적당

한 양을 먹는다(P＜0.05)’, ‘과식을 하지 않는다(P＜ 

0.01)’, ‘평상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한다(P＜0.001)’, ‘짠 음식 섭취는 피한다(P＜ 

0.01)’, ‘단 음식 섭취는 피한다(P＜0.01)’, ‘과음 및 

잦은 음주는 피한다(P＜0.001)’였다. Scheffe의 사후

분석 결과, ‘평상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

으로 식사한다’의 점수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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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Variable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χ
2

P-value
1)

Problems with diet information using smarphone 9.370 0.312

   Unpractical information 20 (14.9) 12 (18.8)  4 (15.4)  36 (16.1)

   Commercial advertisement 81 (60.4) 39 (60.9) 16 (61.5) 136 (60.7)

   Difficulty in communication  6 ( 4.5)  4 ( 6.3)  1 ( 3.8)  11 ( 4.9)

   No highly-known website  6 ( 4.5)  7 (10.9)  2 ( 7.7)  15 ( 6.7)

   Others 21 (15.7)  2 ( 3.1)  3 (11.5)  26 (11.6)

Searching for diet information ahead 1.938 0.379

   Yes 110 (82.1) 57 (89.1) 23 (88.5) 190 (84.8)

   No 24 (17.9) 7 (10.9) 3 (11.5) 34 (15.2)

Reason for not searching diet information using smartphone 5.063 0.751

   Having no information  5 ( 4.9)  2 ( 3.8)  0 ( 0.0)  7 ( 3.8)

   Difficulty in contents  4 ( 3.9)  0 ( 0.0)  1 ( 3.6)  5 ( 2.7)

   No interest 74 (71.8) 43 (82.7) 21 (75.0) 138 (75.4)

   Untrust  5 ( 4.9)  2 ( 3.8)  1 ( 3.6)  8 ( 4.4)

   Others  15 (14.6)  5 ( 9.6)  5 (17.9)  25 (13.7)
1)

 P-value by chi-squre test 
2)

 Mean±SD 

*P＜0.05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짠 음식 섭취는 피한다’의 점수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

며 ‘과음 및 잦은 음주는 피한다’의 점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9. 식품섭취빈도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식품섭취빈

도는 Table 9에 나타냈다. 세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식품섭취빈도 항목은 유지 및 견과류의 섭취빈

도(P＜0.05),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빈도(P＜0.01) 

및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 빈도(P＜0.05)였다. Sch-

effe의 사후분석 결과 유지 및 견과류의 섭취빈도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빈도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고 찰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을 성인 스마트폰 중

독 자가진단 척도(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에 따라 3단계로 분류했을 때 일반 사용자군 

58.4%,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8.4%, 고위험 사용자

군 13.2%였다. 이 결과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0.9%, 고위험 사용자군 19.1%였던 한국 중국인 유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Kim 등 2015)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4.7%, 고위험 

사용자군 9.3%였던 전북지역 대학생(Kang 2016), 잠

재적 위험 사용자군 11.7%, 고위험 사용자군 5.9%였

던 광주지역 대학(원)생(Kang 2016)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1.5%, 고위험 사용자군 15.5%였던 대구지

역 대학생(Jeon & Jang 2014)보다는 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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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utritional behaviors of subjects based on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P-value
1)

1. I eat meals three times a day 1.50±1.11
2)

1.41±1.05 1.72±1.09 1.50±1.09 1.488 0.227

2. I take a meal regularly 1.72±1.07 1.59±0.96 1.76±0.93 1.69±1.02 0.718 0.489

3. I eat a meal slowly 1.88±0.99 1.85±1.00 1.83±0.97 1.87±0.99 0.057 0.945

4. I eat a proper amount 2.16±0.88 1.92±0.90 1.89±0.72 2.05±0.87 3.939 0.020*

5. I don't overeat 1.93±0.92 1.66±0.87 1.63±0.73 1.81±0.89 5.241 0.006**

6. I always have a breakfast 1.25±1.29 1.29±1.29 1.48±1.16 1.29±1.27 0.712 0.491

7. I always enjoy a meal with my family or friends 2.73±0.96
b

2.61±0.85
b

2.22±0.69
a

2.63±0.91 6.942 0.000***

8. I have a balanced diet every day 1.79±1.00 1.55±0.88 1.69±0.82 1.71±0.95 2.591 0.076

9. I eat cereals every meal 2.33±1.06 2.28±0.98 2.17±0.84 2.30±1.01 0.603 0.548

10. I eat meat, fish, egg or beans every meal 2.06±0.98 2.02±0.92 2.11±0.84 2.06±0.94 0.196 0.822

11. I eat vegetable except for kimchi every meal 1.92±0.98 1.91±0.92 1.87±0.80 1.91±0.94 0.076 0.927

12. I eat oil or fat every day 2.15±0.84 2.00±0.72 1.93±0.70 2.07±0.79 2.466 0.086

13. I eat dairy products every day 1.61±1.13 1.59±0.97 1.74±1.01 1.62±1.07 0.404 0.668

14. I eat fruits every day 1.60±1.14 1.47±0.99 1.85±0.98 1.60±1.08 2.260 0.106

15. I eat natural foods than processed or instant foods 1.68±0.98 1.75±0.87 1.85±0.98 1.73±0.95 0.729 0.483

16. I avoid salty food 1.74±0.98
b

1.54±0.85
ab

1.33±0.78
a

1.63±0.93 5.013 0.007**

17. I avoid hot food 1.70±1.12 1.63±1.13 1.37±0.88 1.64±1.09 2.070 0.l28

18. I don’t eat much sweet food 1.67±1.00 1.37±0.84 1.37±0.78 1.64±1.09 5.042 0.007**

19. I don’t eat much t animal fat 1.57±0.82 1.44±0.59 1.39±0.74 1.51±0.76 1.996 0.137

20. I avoid food containing spice or seasoning 1.71±0.94 1.51±0.78 1.59±0.79 1.64±0.88 2.226 0.109

21. I avoid excessive drinking 2.62±1.13
b

2.12±1.22
a

2.02±1.02
a

2.40±1.17 10.910 0.000***

22. I exercise for 30 minutes every day 1.47±1.15 1.42±1.16 1.57±1.02 1.47±1.13 0.328 0.720

23. I practice dietary behavior according to nutritional 

knowledge

1.59±0.98 1.49±0.88 1.54±0.75 1.56±0.93 0.477 0.621

Total 42.37±11.12 39.44±8.60 39.93±9.14 41.21±10.28 3.544 0.030*
1)

 P-value by ANOVA test
2)

 Mean±SD 

a, b,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mong groups at P＜0.05 by Scheffe’s test

*P＜0.05, **P＜0.01, ***P＜0.001

비율이 높은 수준였다.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은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의 

성인 위험 사용자군(17.8%)과 청소년 위험 사용자군

(30.6%)(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7) 및 15∼21

세 스위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군(16.9%)(Haug 등 

2015)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마

트폰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스마트폰의 효

과적인 사용방법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대책 프로

그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습관 중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것은 우울과 스트레스로,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

해 ‘매우 많이 우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는 전북지역(Kang 2016)과 경남지역(Sim 등 

2016) 및 미국(Chen 200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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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food frequency of subjects based on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Normal Potential High risk Total F P-value
1)

1. Eat vegetable except for kimchi 1.76±0.66
2)

1.72±0.62 1.76±0.61 1.75±0.64 0.172 0.842

2. Eat green vegetable 1.49±0.61 1.43±0.56 1.46±0.57 1.47±0.59 0.357 0.700

3. Eat seaweed 1.49±0.62 1.41±0.54 1.41±0.53 1.45±0.59 0.950 0.388

4. Eat fruit or fruit juice 1.70±0.69 1.66±0.73 1.63±0.62 1.68±0.70 0.287 0.750

5. Eat the meat, fish, egg, bean or tofu 1.92±0.60 1.93±0.62 1.96±0.64 1.93±0.61 0.089 0.915

6. Eat milk or dairy products 1.69±0.70 1.61±0.73 1.70±0.63 1.67±0.70 0.544 0.581

7. Eat oil or nuts 1.37±0.56
ab

1.22±0.48
a

1.46±0.61
b

1.34±0.55 4.395 0.013*

8. Eat instant food or fast food 1.89±0.66 1.99±0.61 2.02±0.63 1.94±0.64 1.365 0.257

9. Eat fatty meat (etc. bacon, a lib, eel) 1.55±0.60
a

1.72±0.62
ab

1.78±0.60
b

2.63±0.91 5.048 0.007**

10. Eat ice-cream, cake, snack, soda (etc. coke, cider) 1.81±0.92 1.91±0.61 1.89±0.63 1.85±0.81 0.767 0.465

11. Add the table salt or soy sauce to food in general 1.35±0.55 1.45±0.62 1.56±0.60 1.41±0.58 3.142 0.044*

12. Eat the fried or stir-fried food 1.53±0.58 1.56±0.53 1.70±0.60 1.56±0.57 2.165 0.116

13. Keep the regualr meals a day 1.77±0.66 1.67±0.64 1.89±0.63 1.76±0.66 2.108 0.123

14. Eat variety food everyday over the 30 items. 1.81±0.68 1.77±0.70 1.83±0.69 1.80±0.69 0.206 0.814
1)

 P-value by ANOVA test
2)

 Mean±SD 

a, b,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mong groups at P＜0.05 by Scheffe’s test

*P＜0.05, **P＜0.01

점수와 우울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

구지역 대학생의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은 스마트

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고(Jeon & Jang 2014) 보고하

여, 본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

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는 충남지역 보건계열 대학생(Kim 

& Choi 2017)과 경남지역 대학생(Sim 등 2016)의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과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트레스 및 우울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특

히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습관 항목 중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것은 식사 횟수(P＜0.01)와 간식 섭취빈도

(P＜0.01)였다.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식사 횟수가 유의하

게 많았다. 안산지역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스마

트폰 중독군이 결식이 많았고(Kim & Kim 2015), 인

천지역 고등학생에서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강할수

록 결식하는 비율이 증가하여(Lee 2014), 본 결과와

는 상반된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식사 횟수

가 줄었다는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이지만 조

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군의 식사 횟수는 높아서 

바람직한 식습관을 보여주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간

식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군이 일반군에 비해 하루 5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안산지역 초등학

생 결과(Kim & Kim 2015)와 인터넷 고위험 중독자

가 간식 섭취빈도가 높았다는 서울지역 고등학생 

결과(Kim 등 2010)와 유사했다. 스마트폰 중독일수

록 간식의 섭취 횟수가 많아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426 |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식습관, 생활습관 및 식행동

사용기간과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는 충북, 충남 지역 대학생의 결과(Kim 등 

2017)와는 상반되나, 스마트폰 중독군과 일반군 간

의 스마트폰 사용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는 

안산지역 초등학생(Kim & Kim 2015)과 인천지역 고

등학생의 결과(Lee 2014)와 일치한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

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던 충북, 충남 지역 대학

생(Kim 등 2017)과 충북지역 초등학생(Kim & Pae 

2017)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기간

보다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시간이 스마트폰 중

독의 문제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적 위

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틈나는 모든 시

간대’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이 결과는 스마트

폰 중독일수록 사용시간 대가 ‘틈나는 시간대’가 가

장 많았다는 인천지역 고등학생 결과(Lee 2014)와 

일치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틈나는 모든 

시간대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장시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식습관 조사에서,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

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

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사할 때 스마트폰 사용이 

스마트폰 중독군이 일반군에 비해 많았다는 안산지

역 초등학생(Kim & Kim 2015)과 인천지역 고등학생 

결과(Lee 2014)와 일치하여, 스마트폰 중독군은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 시 간식 섭취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

해 많았는데, 이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 시 간식 섭

취 여부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없었다는 인천

지역 고등학생의 결과(Lee 2014)와는 상반된다. 스마

트폰 사용 시 간식을 먹는 이유는 잠재적 위험 사

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결과는 스마트

폰 중독일수록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 비율이 높

았던 인천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결과(Lee 2014)와 

유사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결식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

험 사용자군으로 갈수록 적었는데, 이 결과는 스마

트폰 사용으로 인한 결식이 스마트폰 중독군이 일

반군에 비해 많았다는 안산지역 초등학생 결과(Kim 

& Kim 2015),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식사

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인천지역 고등학생 결

과(Lee 2014)와 일치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식사 속도가 느려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

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갈수록 많았는

데,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식사 속도가 

빨라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인천지역 고등학

생 결과(Lee 2014)와는 상반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입맛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위

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적었는데,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입맛이 없어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인천지역 남자 고등학생 결

과(Lee 2014)와 맥을 같이 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운동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위험 사용자군이 유의하게 많았는

데, 이 결과는 운동을 안 하는 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 점수가 운동을 하는 학생보다 높았다는 충북, 충

남 지역 대학생의 결과(Kim 등 2017), 스마트폰 중

독이 신체활동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중국 

유학생의 결과(Kim 등 2015) 및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가 스마트폰 중독군이 일반군에 

비해 많았다는 안산지역 초등학생 결과(Kim & Kim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활동이 일반군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군이 감소

한 이유는 신체활동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운동을 통한 신

체활동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

문에 외부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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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대학생 대상으로 

외부 신체활동 증가에 대한 교육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체

중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

의하게 많았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

을수록 ‘체중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인천지역 고등학생 결과(Lee 2014)와 고위험 사용자

군이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

해 근육량이 유의하게 적었고 지방량이 많았다는 

중국 유학생 결과(Kim 등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같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신체활동 감소는 

열량 소모량을 저하시켜 체중증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Kim & Lee 2008), 스마트폰 중독

군이 일반군에 비해 간식 섭취빈도가 높고 운동 횟

수가 적어 비만의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규

칙적인 식사와 함께 간식 섭취를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자주 받는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많았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

일수록 수면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광

주지역 대학(원)생의 결과(Heo 등 2015), 스마트폰 

중독군이 일반군에 비해 수면장애를 받았다는 안산

지역 초등학생 결과(Kim & Kim 2015) 및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장애를 자주 받았다는 

인천지역 고등학생 결과(Lee 2014)와 맥을 같이 한

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수면장애를 더 많이 

겪음을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수

면을 방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많았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많았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했던 인천지역 고등학생 결과(Lee 2014)와 상반

된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서 얻는 즐거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지만 고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증가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식생활 정보 검색한 경험은 

전체 54.9%였고, 스마트폰을 통해 식생활 정보를 얻

는 목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위험 사용자군은 

‘식품 정보를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음식조리법을 보기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기사’, 

낮을수록 ‘다이어트 정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

던 인천지역 남학생과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식품 

정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인천지역 여학생의 

결과(Lee 2014)와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식품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

을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

한 식생활 정보의 검색은 절반 이상이었으므로 흥

미를 끌 수 있는 식품 정보 컨텐츠를 가진 앱의 개

발과 올바른 활용을 통해 식품 정보를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영양교육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식행동 중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항목은 ‘평상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한다’, ‘짠 음식 섭취는 피한다’, ‘과음 

및 잦은 음주는 피한다’였다. ‘평상시 가족이나 친구

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한다’의 점수가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은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평상시 식사는 가족이

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이다’의 점수가 

낮았다는 인천지역 남학생의 결과(Lee 2014)와 일치

한다. ‘짠 음식 섭취는 피한다’의 점수가 고위험 사

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낮은 것은 스마트

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나는 너무 맵고, 짠 음식, 

단 음식,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음식 섭취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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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인천지역 고

등학생의 결과(Lee 2014)와 상반된다. ‘과음 및 잦은 

음주는 피한다’의 점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스마트폰 중독일 경우 과음하는 식행동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짠 음식과 

과음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을 하였으므로,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올바른 식행동의 정립을 

위해서 올바른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섭취빈도 중 스마트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항목은 유지 및 견과류와 지방이 많

은 육류의 섭취빈도였다. 유지 및 견과류의 섭취빈

도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일

수록 유지류와 견과류의 섭취가 낮았다는 인천지역 

고등학생의 결과(Lee 2014)와 상반된다.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빈도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섭취빈도가 높았

다는 남학생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일

수록 돼지고기, 닭고기, 햄 등 육류의 섭취가 낮았

다는 인천지역 여학생의 결과(Lee 2014)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에 따라 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

독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경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생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다른 외부 취미활동을 즐기도록 하며 

스마트폰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 중독일

수록 식사 횟수와 간식 섭취빈도, 우울 및 스트레스

가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결식 증가

와 입맛 변화 등의 나쁜 식습관과 운동 감소, 수면

장애, 스트레스 증가 등의 나쁜 생활습관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들은 짠 

음식을 섭취하고, 과음을 하는 좋지 않은 식행동과 

유지 및 견과류,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빈도가 많

았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

식과 간식을 줄이고, 짠 음식, 과음 및 지방 과다 

섭취를 피하는 올바른 식행동 교육과 운동 증가, 충

분한 수면 및 스트레스 감소 등의 올바른 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있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리고, 건강 관련 식

습관과 생활습관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도

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Na-

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에 따라 경남 

K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조사하고, 스마

트폰 중독에 따라 일반사항, 스마트폰 사용특성, 식

습관, 생활습관, 식행동 및 식품섭취빈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에 따라 3단계

로 분류했을 때 일반 사용자군 58.4%, 잠재적 위

험 사용자군 28.4%, 고위험 사용자군 13.2%였다. 

2. 우울(P＜0.05)과 스트레스(P＜0.05) 수준은 스마트

폰 중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잠재적 위

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

에 비해 ‘매우 많이 우울하다’와 ‘스트레스를 매

우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3.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식사 횟수가 유의하게 많았고(P＜ 

0.01),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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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간식 섭취빈도가 많았다(P

＜0.01). 

4.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5시간 이상(P＜0.001)’, ‘틈나는 

모든 시간대(P＜0.05)’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았다. 

5. 식사 시 스마트폰 사용(P＜0.001)과 간식 섭취

(P＜0.01)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

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결식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

용자군으로 갈수록 적었고(P＜0.001), ‘식사 속도가 

느려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과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갈수록 많았으며(P＜ 

0.01), ‘입맛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

위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적었다(P＜0.05).

6.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운동 횟수가 줄었

다(P＜0.01)’와 ‘체중이 늘었다(P＜0.05)’고 응답한 

경우가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자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잠재적 위

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

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P＜0.001),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은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

고 고위험 사용자군은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P＜0.01).

7. ‘평상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식

사한다’의 점수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

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P＜0.001), ‘짠 음식 섭취는 피한다’의 점

수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P＜0.01) ‘과음 및 잦은 음주

는 피한다’의 점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

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8. 유지 및 견과류의 섭취빈도는 고위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P＜0.05),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빈도는 고위

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조사대상자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상당히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

리고 경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마트폰 중독일수록 간식 섭취 증가, 스마트폰 사

용으로 인한 결식 증가와 입맛 변화 등의 나쁜 식

습관과 운동 감소,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증가 등의 

나쁜 생활습관이 나타났으며, 짠 음식 섭취와 과음

을 하는 좋지 않은 식행동과 유지 및 견과류, 튀김

이나 지방이 많은 육류의 섭취빈도가 많았다. 따라

서, 특히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방법과 올바른 건강 

관련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매우 시

급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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