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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verdenp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Alderfer’s Need Theory. Methods: Participants were 190 college students of 3 universities in Busa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8 to August 10, 2015,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The questionnaires consist of items on demographic and smartphone usage characteristics, a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five needs for smartphone use (sexual curiosity, anonymity, interpersonal needs, needs for 
recognition, growth needs). Results: The rate of smartphone overdependency was high at 35.3%. Differences in 
smartphone overdependency among students based on needs levels were sexual curiosity (t=2.91 p=.005), 
interpersonal needs (t=2.28 p=.024), and needs for recognition (t=2.67 p=.008).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verdependency were gender (OR=2.54, 95% CI=1.08~5.99) and sexual curiosity (OR=1.48, 95% CI=1.13~1.94). 
Conclus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smartphone overdep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is high. Therefore, 
health provider should pay attention to prevent smartphone overdep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It is needed 
strategies considering a gender and sexual curiosity to prevent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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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만 3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9.5%로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1]. 스마트폰은 유용성

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주지만 중독이나 

과의존의 위험도 높다[2].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특히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2017년 

23.8%에서 2018년 25.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성인 초

기인 대학생의 경우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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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약을 덜 받게 되면서 과의존 사용자가 되

기 싶다[3].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스마트폰의 사용은 가상세계

지향, 내성, 금단 현상을 일으키고, 학업 및 직업수행능력 저하

를 초래하여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7]. 

뿐만 아니라 신경정신학적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8,9], 과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과 관련된 특성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중독과 문제적 사용, 과의존 등의 용

어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고찰해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

이 사용할 뿐 아니라 조절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

하는 문제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중독은 신

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비

해 스마트폰 중독은 지나친 사용과 조절장애,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중독과 유사하나 질병수준의 중독으로 정의하기

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문제적 사용 또는 과의존과 같은 용

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 과다사용과 문제적 사용을 통칭하여 과의존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또는 과의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스마트폰 

사용특성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게임, 성인용 콘텐츠 등을 사용하

며 흥미 뿐 아니라 대인관계, 인정, 성적 욕구 등을 충족함으로

써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11,12]. 중

독이나 과의존과 같은 문제 행동은 인간의 욕구 충족과 접하

게 연관되는데, 인간의 행동은 욕구가 동기로 작용하여 유발하

게 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개인의 욕구가 만족되는 경험이 반

복되면 중독이나 과의존으로 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13,14]. 

스마트폰 과의존 또한 이러한 욕구 충족과 연관이 있음을 선행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

문에 모르는 사람과 대인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관계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 욕구 및 성적인 욕구와 같이 다양한 욕구

를 충족하려고 더욱 몰입하게 된다[15,16]. 이는 현실에서 충족

되지 못한 다양한 욕구를 가상세계를 통해 충족하고자 할 때 스

마트폰 과의존이 더욱 심화된다[12]. 

Alderfer의 욕구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구성개념으로 출발하여 존재욕구는 생리적 욕구

와 안전의 욕구로, 관계적 욕구는 소속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

로, 성장의 욕구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14]. 욕구이론에 의하면 행위자가 이러한 욕구에 만족했느냐, 

욕구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 욕구 충족에 얼마나 좌절했느냐

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진다[14]. 또한 각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그 욕구에 대한 바람은 더욱 커지고 하위욕

구가 충족될 때 보다 상위의 욕구를 갈망하게 되며, 상위욕구

가 좌절될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

진다[14].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문제 행동은 이러한 다수준

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거나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연관되어 

문제행동을 유발 또는 강화시키기도 한다[17].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과 욕구 관련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성적호기심[18], 익명성[19], 대인관계욕구[20], 인정

욕구[21], 성장욕구[22]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 있다. 온라인 

섹스중독은 청소년보다 대학생이 더욱 심각하고, 대학생의 경

우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극적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보다 더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된다[18,23]. 

또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

고 활동함으로써 일탈행동으로 중독으로 쉽게 이어지는 것으

로 확인되어 익명성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19]. 대인관계 욕구는 일반사용군에 비해 중독위험군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그리고 성장욕구가 높을수록 스

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높았는데, 이는 게임을 통해 레벨업, 아

이템을 통한 지위상승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줘 

성장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부 욕구에 대해 단편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었는

데, Alderfer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여러 욕구들을 동시에 경험

할 수도 있고 욕구의 순서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에[14], 욕구에 대해 단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다층적 욕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중재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파

악한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와 욕구수준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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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 욕구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를 파악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녀 대학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방

법은 B시 4년제 대학교 중 편의추출을 통해 3개의 대학교를 선

정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9.2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선행연

구[24]에서 제시한 최소 Odds Ratio 1.68, 2014년 한국정보진

흥원[25]에서 조사한 대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에 근거하

여 대조군 분율 Probability H0=0.21로 계산했을 때 필요한 최

소 표본 수는 186명이었다. 19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미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제외된 설문지는 없어 최종 19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료수집 전 도구 개발자와 번역자에게 모

두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자가 보고형 설문

지 형태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포함하였고, 욕구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해 성적호기심, 익명성, 대인관계욕구, 인정욕구, 성장

욕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스마트폰 과의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정보화진흥원[26]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

항, 금단증상 4문항, 내성 4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며, 4, 10, 15번 문항

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도구에서 점수에 따른 분류는 총점과 

하위요인 점수로 분류되는데, 총점 44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

장애 요인이 15점 이상이고 금단 요인이 13점 이상이면서 내성 

요인이 13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총점이 40~43점이거

나 일상생활장애 요인이 14점 이상인 경우 잠재적위험군으로, 

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대상자는 일반사용군

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질병수준의 

중독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며 사용 조절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으로 정

의하였기에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을 과의존군으로, 나머지

를 일반사용군으로 분류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1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3이었다.

2) 욕구 

(1) 성적호기심

본 연구에서는 성적호기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i [27]가 

개발한 총 12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예’ 1점, '아

니요’ 0점으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호기심이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K-R 20은 .800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712였다. 

(2) 익명성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ung [28]이 개발

한 총 4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어 4

점부터 20점까지 점수 범위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익명

성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
는 .80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7이었다.

(3)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utz [29]가 개발한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 

Orientation-Behavior (FIRO-B)를 Yeom [30]이 번안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Yeom [30]은 요인분석을 통해 원 도구의 반복 

측정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포함, 통제, 애정의 3가지 요인에 대한 

18문항으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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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5번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

계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5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0이었다.

(4) 인정 

본 연구에서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Martin 

[31]이 개발한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 

(MLAM)을 Lee [32]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다. 2, 12, 13, 16, 19번 문

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정욕구가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82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813이었다.

(5) 성장 

본 연구에서 성장에 대한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Hackman

과 Oldman [33]이 개발하고 Lee [3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

시 신뢰도 Cronbach’s ⍺는 .83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30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 승인(PNU IRB/2015_37_HR)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6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4

개월간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대학교의 관계자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

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대상자 모집을 위해 학교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자를 대

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

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

게 하고 회수함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과 욕구 수

준,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변수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Chi-squared test와 t-test 방법을 사용하였고, 스마트

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자가 54.2%, 여자가 45.8%였고, 연령은 평균 

22.58±2.51세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6.8%, 2학년이 25.8%, 

3학년이 33.7%, 4학년이 2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공은 공

학계열이 36.3%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과 보건계열이 24.2%, 

13.2%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 48.4%였고, 불만족이 16.3%였다. 가족과의 관계는 친 하

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2.6%로 대부분이었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서 일일사용시간은 평균 

4.42±2.88시간이었고,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는 대학생 때가 60.0%, 고등학생 28.9%였다. 사용한 기간은 

2년 이상 5년 미만이 69.5%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사용한 대

상자도 18.4%였다. 스마트폰의 사용 용도는 카카오톡, 페이스

북 등 SNS가 76.8%로 가장 많았고, 뉴스검색과 인터넷 쇼핑 및 

웹 서핑이 각각 26.3%, 24.7%로 비슷하였다. 스마트폰 요금은 

6만원 이상이 42.6%로 가장 많았고, 지각하는 스마트폰 의존

도는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50.0%로 절반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분류는 일반사용군이 

64.7%, 잠재적위험군 24.2%, 고위험군 11.1%로 나타났다. 일

반사용군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평균 31.24±5.63점이었

고, 잠재적위험군은 39.98±2.59점, 고위험군 45.67±1.83점이

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따른 스

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는 성별(x2=21.80, p<.001), 연령(t=-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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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and Smartphone Usage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103 (54.2)
87 (45.8)

Age (year)  22.58±2.51

Grade 1
2
3
4

32 (16.8)
49 (25.8)
64 (33.7)
45 (23.7)

Major Engineering
Naturale and life sciences
Health sciences
Humanities, social science, education
Business, art 

69 (36.3)
46 (24.2)
25 (13.2)
33 (17.4)
17 (8.9)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Neutral 
Dissatisfied

92 (48.4)
67 (35.3)
31 (16.3)

Family intimacy Intimate
Neutral
Not intimate 

157 (82.6)
28 (14.8)
5 (2.6)

Smartphone usage 
characteristics

Daily use time (hour)  4.42±2.88

First start time Middle school and below
High school
College

 21 (11.1)
 55 (28.9)
114 (60.0)

Period of use (year) ＜2
2~4
≥5

 23 (12.1)
132 (69.5)
 35 (18.4) 

Purpose of use† SNS (Kakao Talk, Facebook, etc.)
News 
Internet shopping, web surfing 
Music, movies, videos
Voice calls
Online games
Pornography

146 (76.8)
 50 (26.3)
 47 (24.7)
 23 (12.1)
 22 (11.6)
 21 (11.1)
 8 (4.2)

Charge (1,000 won) ＜40
40~50
≥60

 30 (15.8)
 79 (41.6)
 81 (42.6)

Perceived dependence Low
Average
High

18 (9.5)
 77 (40.5)
 95 (50.0)

†Multiple response.

p<.001), 스마트폰 일일사용시간(t=-5.311, p<.001), 시작시기

(x2=15.72, p<.001), 지각하는 스마트폰 의존도(x2=42.65, p< 

.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

는 일반사용군이 남자가 66.7%, 여자가 33.3%인데 반해 과의존

군에서는 남자가 31.3%, 여자가 68.7%로 여자의 과의존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일반사용군이 평균 21.43±2.43세에 비해 과의

존군이 평균 23.20±2.33세로, 과의존군에서 연령이 더 높게 나

타났다. 스마트폰의 일일사용시간은 과의존군이 평균 5.82

(3.35)시간인데 반해 일반사용군은 평균 3.65±2.26시간으로 과

의존의 사용시간이 더 길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는 일반사용군에서는 대학생이 69.9%, 고등학생 23.6%, 중학

교 이전이 6.5%인데 비해 과의존군에서는 대학생 41.8%과 고

등학생 38.8%이 비슷하였고 중학생 이전도 19.4%로 일반사용

군에 비해 더 일찍 시작한 비율이 높았다. 대상자가 지각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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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Smartphone Overdependency by Characteristic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Categories
General

group (n=123)
Overdependency

group (n=67) x2 or t (p)
n (%) n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82 (66.7)
 41 (33.3)

21 (31.3)
46 (68.7)

21.80 (＜.001)

Age (year)  21.43±2.43 23.20±2.33 -4.93 (＜.001) 

Grade 1
2
3
4

 15 (12.2)
 30 (24.4)
 44 (35.8)
 34 (27.6)

17 (25.4)
19 (28.4)
20 (29.8)
12 (16.4)

 7.50 (.058)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Neutral 
Dissatisfied

 66 (53.7)
 42 (34.1)
 15 (12.2)

26 (38.8)
25 (37.3)
16 (23.9)

 5.73 (.057)

Family intimacy Intimate
Neutral
Not intimate 

101 (82.1)
 20 (16.3)
 2 (1.6)

56 (83.6)
 8 (11.9)
3 (4.5)

 1.90 (.387)

Smartphone usage 
characteristics

Daily use time
(hour)

 3.65±2.26 5.82±3.35 -5.31 (＜.001)

First start time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8 (6.5)
 29 (23.6)
 86 (69.9)

13 (19.4)
26 (38.8)
28 (41.8)

15.72 (＜.001)

Period of use (year) ＜2
2~4
≥5

 15 (12.2)
 90 (73.2)
 18 (14.6)

 8 (11.9)
42 (62.7)
17 (25.4)

 3.40 (.182)

Charge (1,000 won) ＜40
40~50
≥60

 21 (17.1)
 48 (39.0)
 54 (43.9)

 9 (13.4)
31 (46.3)
27 (35.3)

 1.04 (.593)

Perceived 
dependence

Low
Average
High

 16 (13.0)
 67 (54.5)
 40 (32.5)

2 (3.0)
10 (14.9)
55 (82.1)

42.65 (＜.001)

Table 2. Smartphone Overdependency per Group (N=190)

Variables  n (%)    M±SD

General use group 123 (64.7)  31.24±5.63

Potential risk group  46 (24.2)  39.98±2.59

High risk group  21 (11.1)  45.67±1.83

Total 190 (100.0)  34.95±7.09

트폰 의존도는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과의존군에서 82.1%인 

반면, 일반사용군에서는 32.5%로 큰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대상자의 욕구수준과 욕구수준에 따른 차이

대상자의 성적호기심은 평균 1.16±1.61점이었으며, 익명성

은 평균 11.40±3.68점, 대인관계욕구는 평균 60.83±8.41점, 

인정욕구는 평균 60.51±8.94점, 성장욕구는 평균 22.49±3.63

점이었다. 대상자의 욕구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성적호기심(t=2.91, p=.005), 대인관계욕구(t=2.28, p=.024), 

인정욕구(t=2.67, p=.00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사용군보다 과의존군에서 성적호기심, 대인관계

욕구, 인정욕구 수준이 더 높았다(Table 4). 그러나 익명성, 성

장욕구에서는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특성, 욕구에서 스

마트폰 사용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투입하여 위

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척도 변수는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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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Smartphone Overdependency by Needs Level (N=190)

Variable
Total

General group
(n=123)

Overdependency group
(n=67)  t  p

M±SD M±SD M±SD

Sexual curiosity  1.16±1.61  0.87±1.14  1.69±2.14 2.91 .005

Anonymity 11.40±3.68 11.07±3.71 12.01±3.56 1.71 .089

Interpersonal needs 60.83±8.41 59.81±8.48 62.70±8.01 2.28 .024

Needs for recognition 60.51±8.94 59.25±9.08 62.82±8.24 2.67 .008

Growth needs 22.49±3.63 22.48±3.63 22.51±3.64 0.05 .960

Table 5.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Overdependency

Variable (baseline) Characteristics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CI) OR (95%CI) OR (95%CI)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2.99 (1.51〜5.95)** 2.54 (1.14〜5.63)* 2.54 (1.08〜5.99)*

Age 0.77 (0.66〜0.91)** 0.77 (0.61〜0.97)* 0.83 (0.64〜1.07)

Smartphone usage 
characteristics

Daily use time 1.17 (1.01〜1.35)* 1.14 (0.98〜1.34)

First start time High school
College 

1.02 (0.29〜3.55)
1.21 (0.29〜4.99) 

0.79 (0.21〜3.01)
0.74 (0.16〜3.41)

Perceived dependence Average
High

 0.61 (0.11〜3.38) 
3.95 (0.79〜19.86)

0.99 (0.11〜8.74)
8.27 (0.96〜70.99)

Desire levels Sexual curiosity 1.48 (1.13〜1.94)*

Interpersonal needs 1.01 (0.96〜1.07)

Needs for recognition 1.02 (0.97〜1.07)

Reference: Gender=male, First start time=below middle school, Perceived dependence=low; *p＜.05, **p＜.01.

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적합성 검

정인 Hosmer-Lemeshow 검정을 실시하여 카이제곱 값 7.256 

(p=.509)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이, 2단계에서 스마트폰 사용특성인 일일

사용시간과 사용 시작시기, 주관적 의존도가 투입되었고, 3단

계에서는 성적호기심, 대인관계욕구, 인정욕구가 투입되었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성별과 성적호기심이었다. 즉 남자에 비해 여자의 스마트폰 과

의존 위험이 2.54배(OR=2.54, 95% CI=1.08~5.99) 높았고, 성

적호기심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1.48배(OR=1.48, 

95% CI=1.13~1.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스마

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군은 

35.3%로 나타났다. 2011년 스마트폰 중독진단척도 개발 당시

[26] 대학생의 과의존위험군 11.6%, 2014년에 20.5%[25]로 확

인되었으며, 2018년 성인초기 과의존 비율은 25.9%[1]로 과의

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스마

트폰 과의존은 학업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신경정신학적 문

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므로[4-7], 이러한 지속적인 과의존도의 증가는 대학생의 스

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성별, 연령, 스마트폰 일일사용시간, 

시작시기, 지각하는 스마트폰 의존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공통적으로 여학

생[35,36]에게 더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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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은 스마트폰 사용 목

적에 차이를 보이고, 이로 인해 과의존이 되는 과정이 다르다

[37]. 그러므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중재시 이러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의 사용 목적과 특성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에 따라 과의존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점차 과의존

의 위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므로[6,38] 이러한 연령별 과의

존 차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39], 더 늦게 

접할수록[40], 스스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다고 지각하는 경

우[6]에 과의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과

의존에 대한 중재시 이러한 대상자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특성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욕구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는 성적호

기심, 인정욕구, 대인관계욕구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성적호기심은 일반사용군에 비해 과의존군에서 유의하

게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행연구[18,41]의 결과

에서 성적호기심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수록 온

라인 음란물 등에 탐닉이 증가하여 과다사용에 영향을 주며, 

이는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줄어드는 대학

생 시기에 더욱 가중된다[41]. 이러한 온라인 음란물의 탐닉은 

반사회적 성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42], 미디어를 통한 성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리와 함께 미디어의 긍정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사용군에 비해 과의존군에서 대인관계욕구가 높

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지향이 강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위

험이 높다는 연구결과[20]와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

의 스마트폰 과의존군의 70%가 SNS 사용이 주된 목적이었고

[6],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주 사용 목적으로 76%가 SNS으

로 응답하여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사

회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과의존 

위험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한 대인관계 욕구충

족이 강화될수록 현실에서의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노력은 줄

어들고 미충족된 욕구는 가상의 사회적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스마트폰 과의존을 더욱 높이게 된다[37]. 그러므로 동아

리 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 대인관

계 형성과 향상을 위한 지지가 필요하다. 

일반사용군에 비해 과위험군에서 인정욕구가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선행연구[21] 결과와 일치한다. 인정욕구가 높을수

록 SNS상에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인정받는 것에 몰두

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가중시키는데[21], 이는 SNS의 글이

나 사진을 통해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 수

용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스마트폰을 통해 보상을 받음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정욕구를 스마트

폰을 통해 해소하게 되면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43]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정욕구를 고려한 교육과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성적호기심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2.54배 높았는데,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6]에서 여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남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공유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사용특성과도 연결된다[35,37]. 그러므로 대학생

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다

른 사용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이 달라야 하며, 특히 여학생에 

대한 과의존 중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욕구수준에서는 성적호기심이 유일하게 스마트폰 과

의존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들은 스마트

폰을 비교적 통제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쉽게 온라인 음란물

에 접촉하며 자기통제력을 잃고 더욱 몰입하여 과다사용하게 

된다[41]. 손쉽게 자극적인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은 성적호기심을 충족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므

로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과 함께 성적호기심을 건전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가활

동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방지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향후 온라인 음란물과 같은 음성적 콘

텐츠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반영된 성교육과 함께 올바른 콘텐츠 사용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수준의 욕구는 차이검정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각각의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

존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18-22]의 결과와는 상반된

다. 이는 Alderfer의 욕구이론에서 제시하듯이 하위욕구가 충

족이 될 경우에는 보다 상위의 욕구를 갈망하게 되나 상위욕구

가 좌절될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

지게 되므로[14], 다양한 수준의 욕구를 함께 살펴본 본 연구에

서 가장 하위 수준인 성적호기심이 다른 욕구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은 여러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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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동시에 충족하거나 욕구의 강도에 따라 한 가지 욕구를 충

족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기도 하고[17],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특성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충족하려는 욕

구가 다를 수 있다[12]. 그러므로 추후 다양한 욕구수준과의 연

관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자 특성에 따라 여

러 욕구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련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게시판 공고문을 통해 연구참여에 자발적으

로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자 편중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환

경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욕구수준과 스마트폰 과

의존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인

구사회학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특성과 함께 다각적으로 파

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과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생 시기의 스마트폰 문제적 사용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

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35.3%로 확인되었다. 대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대

학생 시기는 이전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스마트

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과다사용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의와 이에 대한 

중재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시작시기 등 스마트폰의 사용특성과

도 관련이 있다. 특히 성별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에 영향

을 미쳤다.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목적과 사용 특성의 차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과의존

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거

나 중재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를 반영한 전략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욕구수준에 대한 스마트

폰 과의존 정도는 성적호기심, 대인관계 욕구, 인정욕구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성적호기심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 교육, 성 상

담을 실시함과 함께 올바른 콘텐츠 사용을 위한 교육 및 자기통

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 및 중재전략 마련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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