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어적 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콘텐츠의 소비자층의 

대부분은 10대와 20대의 젊은 연령층이다[1]. 이 시기의 발달 

과업 중 하나는 학업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임으로 성공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나[2], 학업성

취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인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은 자기조절능력이 미숙한 젊은 세대들

에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3].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유⋅아동기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

기까지 모든 세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4]

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도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현저성, 

조절의 실패,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저성

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이 다른 삶의 행태보다 두드러

지고 가장 활동이 되는 것이고, 조절의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에 대비하여 스마트폰 이용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함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

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세 가지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을 고위험

군으로 분류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4], 만10세~19세 사이의 연령에서 2018년 29.3%에서 2019

년 30.2%, 2020년 3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

이 포함되는 만20~59세의 성인에서도 2018년 18.1%, 2019년 

18.8%, 2020년 22.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스마트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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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존도가 전 연령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달리 전화와 문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등의 기능을 수반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또래 집단과의 의사소통의 통로이

며, 학습정보의 이용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5]. 특히, 세계적으

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온라인

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서,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

와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활용이 많아질수

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에 과의존도를 보이는 연령층은 주로 자기통

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유발되 일상생활장애를 겪게 된다[6]. 특히,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학업에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일탈행동을 보이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7]. 또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학습자에게 학업수행능력에 부정적으

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좌절과 근심, 

불안, 자아 비난과 같은 내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8], 이것

을 학업지연행동이라 한다. 학업지연행동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성취지향적인 성향과도 맞물려, 삶의 만족

도를 저하시켜,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부적응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9].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신체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세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손목터널증후군, 거북목, 

어깨통증 등을 야기하고, 청각과 시각의 이상, 두통 등을 수반하

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과 수면과의 관련성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53.9%

가 ‘자기전과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체⋅생

리적인 각성을 유발하여 수면장애를 유발한다 하였다[10]. 허 

등[11]은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수면의 질

이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박[12]은 잠자기 전 스마트폰의 사용은 

수면장애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수 있으나[13][14], 대학생의 스마트폰과 학업지연행

동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장애특성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예방법 모색 및 감소 

방안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부산, 대전지역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를 대상으로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11월 27일

까지 진행되었고,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80%, 효과크기 0.5의 조건하에 필요

한 최소 표본크기는 146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총 

175부가 배부되었고, 164명이 설문에 응답해주었다. 자기기입

식 설문지 배부와 수거는 우편조사를 통해 시행하였다. 최종 

설문에는 불성실하거나 설문이 누락되어 있는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16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3문항으로 성별, 학년, 성적으로 구성

하였고,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측정도구는 박[12]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15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수면장애특성과 관련된 측정도구는 김과 

최[15]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15문항으로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장애특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학업지

연행동 정도의 측정도구는 홍[16]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15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스마트

폰 과다사용 0.944, 수면장애특성 0.873, 학업지연행동 0.773으

로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ver. 26.0 for windows, 

IMB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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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스마트폰 과다사

용, 수면장애특성, 학업지연행동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각 요인별 관계는 상관분석과 수면장애특성의 조절효

과를 보기 위해서는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은 매개효과 분석방법으로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2학년 35.4%, 3학년 

64.6%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성적정도는 하 12.8%, 

상 19.5%, 중 67.7% 순으로 나타났다.

2.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면장애특성, 학업지연행동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면장애특성, 학업지연행

동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수면장애특성(r=.689)과 학업지연행동

(r=.59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수면장애특성은 학업지연행동(r=.5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면장애특성의 조절효과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면장애특성의 조절효과는 <Table 3>과 같다. [모형1]은 스마

트폰 과다사용과 수면장애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학업지

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 스마트

폰 과다사용*수면장애특성(XM)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

제 후에도 스마트폰 과다사용*수면장애특성(XM)빈도가 학업

Variable
Model I Model II

B β t B β t

Constant 1.695 10.738*** 0.872 2.227*

Smartphone overuse(X) 0.278 0.465 5.372** 0.679 1.137 3.724***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M) 0.140 0.181 2.085* 0.414 0.533 3.029**

Smartphone overuse*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XM)
0.125 0.960 2.291*

R²(ΔR²) 0.357 0.374(0.023)

F 46.283*** 33.419***

The data were analys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academic delay behavior, ***p<.001, **p<.01, *p<.05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s of smartphone overuse on academic delay behavior

Smartphone

overuse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

Academic

delay behavior

Smartphone 

overuse

-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

.689** -

Academic delay 

behavior

.590** .501** -

**p<.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overuse,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delay behavior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162 98.8

Male   2  1.2

Grade
2nd  58 35.4

3rd 106 64.6

Academic score

High  32 19.5

Middle 111 67.7

Low  21 12.8

Total 164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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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1] 

F=46.283(p<.001), [모형2] F=33.419(p<.001)으로 본 회귀모형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0.357, [모형2]  = 

0.374로 R 제곱 변화량이 0.017 증가하였다. [모형2] 스마트폰 

과다사용*수면장애특성(XM)빈도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 

2.291, p<.05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수면장애특성(XM)빈도가 

학업지연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수면장애특성(XM)빈도 β=0.960으

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수면장애특성(XM)빈도가 증가하면 학

업지연행동이 증가하였다.

4.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면장애특성의 매개효과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면장애특성의 매개효과의 위계적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수면장

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이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하게 나타났고,(β=.590, p<.001), 2단계

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매개변인인 수면장애특성에 유의하

게 나타났다(β=.689, p<.00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투입된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수면장애특성은 유의하게 나타났

고(β=.181, p<.05.), 독립변수의 β계수 값이 유의미하였으므로

(β=.465, p<.001), 수면장애특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학업

지연행동의 관계는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수면장애특성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Ⅳ. 고찰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자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 도구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며, 이로 인하여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기기가 되었

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의 빈도가 높은 대학생 중 치위생(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장애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스마

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학

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예방법 모색 및 감소 방안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수면장애특성,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수면장애특성(r=.689), 

학업지연행동(r=.590)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고, 수면장애특성은 학업지연행동(r=.501)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 최[17]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 수준은 신체활동량, 자기조절⋅주의력조절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면의 질과는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량과 학습

능력에 해당되는 자기조절⋅주의력조절 능력 정도와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16]은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의사소통능력과 행동억

제능력에는 부(-)적인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여 스마트폰 과다사

용이 높으면 학업지연행동이 높고, 의사소통능력과 행동억제능

력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신 등[18]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 수면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수면과 학업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대학차원의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대학생활지도가 실질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tep Model B SE  β t R²

1
Smartphone overuse 

⟶ Academic delay behavior
0.352 0.038 0.590 9.297*** .348

2
Smartphone overuse 

⟶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
0.530 0.044 0.689 12.094*** .471

3

Smartphone overuse 

⟶ Academic delay behavior
0.278 0.052 0.465 5.372***

.357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 

⟶ Academic delay behavior
0.140 0.067 0.181 2.085*

***p<.001, *p<.05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leep disorder characteristics on the effect of smartphone overuse on academic dela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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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종속변수인 학업지연행동

의 관계에서 수면장애특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면장애특성

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장애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면시간과 수면부족에 

스마트폰 중독이 영향을 미친다는 박의 연구[12], 대학생의 수면

건강에 스마트폰 중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한의 연구[19], 

수면의 질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허 등의 연구[11]

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스마트폰은 현 사회에서 정보검색, 

엔터테인먼트의 기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켜뮤니케이션의 연

결고리가 된 중요한 매체로 다양성과 활용성은 계속적으로 높아

질 것이다[5].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중단하기보다는 올바른 

매체 사용방법과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면장애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매개효과는, 수면장애

특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

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20],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주의력결핍과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김 등[22]은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생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긍정심리자

본이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의 자기통제력

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적게 나타나고 학교생활적응

을 잘하는 결과 보였다[23].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

은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의미와 함께 대학생에게는 

학습시간이 줄어들어, 학업지연행동이 높아지고,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한 중독은 수면시간을 줄이게 되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가상세계로 몰입으로 인한 수면장애야기는 

외로움과 고립감과 같은 정신건강을 헤치게 되므로, 정부와 사회

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이용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

의 구축과 운영이 현시점에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장애

특성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학업지연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으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연⋅금주⋅게임 중독 예방캠페인과 

같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제시하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독성향이 높은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장애특성의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 수행

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수면의 부족으로 학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수면장애특성

(p<.05), 학업지연행동(p<.05)에 유의미한 값이 나타났고, 

수면장애특성은 학업지연행동(p<.05)과 유의미한 관련성

을 나타내었다. 

2. 수면장애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면장애특성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수면장애특성이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학업지연행동에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장애특성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p<.05).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과 수면습관을 향상시켜 학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과 능력을 

마련하기 위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학습 

지도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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