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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인문계 대학생과 이공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자기통제력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통제력 정도를 측정하고 자기통제력 정도에 따라 표준화된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두 계열 학생들이 유형을 서로 비교해보고 각각의 전공분야에 맞는 바람직한 스마트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스마트폰(smart phone), 자기통제력(self-control), 전공(major)

I. Introduction

요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휴대폰의 기능 인터넷, 
텔레비전, 쇼핑 등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활용할 뿐 만 아니라 친구들과

의 대화도 만남도 모두 가능한 복합적이며 첨단기능이 있는 기기이다. 
또한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현대인에게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용 양상도 다양하

여 각각 본인의 활 양상에 따라 적합한 앱을 스마트폰에 탑재 해 

놓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독현상으로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최근 스마트폰의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신적인 문제 즉 

우울 , 불안 등 역기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대학생의 자기 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따라 자기 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자기통제력이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목표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황을 조절 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적응력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과업을 성취 할 수 있도록 한다[2].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서는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중독 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3].  또한 성별과 관련하여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성별에 따라  자기 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그에 따른 중독 예방 및 바람직한 

활용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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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의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K시의 대학에 재학중인 인문계 

및 이공계에 대학생들이다.
연구도구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측정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고 

자기통제력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

숙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남현미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5,6,7].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사항,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척도, 자기통제력에 관한 척도를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한 후 SPSS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인문계 및 이공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자기 통제력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1은 스마트폰 중독 척도이고 표 2는 자기통제력 척에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의 문항 구성이다.

Table 1. Smart Phone Addiction criterion

Class of Factor Count of Question  
daily life disorder 5

pursuit of virtual world 2

withdrawal 4

tolerance 4

Total 15

Table 2. Self-Control criterion

Class of Factor Count of Question

long term satisfaction  10

short term satisfaction 10

Total 20

 
 

IV. Conclusions

인문계 대학생 및 이공계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자기통제력 척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비교해 

보며 남학생 및 여학생의 차이에 대하여도 기존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결과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인문계 대학생과 이공계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자기의 전공분야에 맞는 바람직

한 스마트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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