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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o their smartphone addiction whil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Method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The partic-
ipants were 398 middle school students from one middle school in Seoul.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academic stress, self-esteem,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Results: Smartphone addiction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duration of 
smartphone use and average monthly amount of use.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pos-
itive relation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and self-control 
were negatively related to smartphone addiction. Self-control appeared to have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Conclusion: It is important when developing smartphone addic-
tion prevention programs to consider self-control that showed moder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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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독으로 이어지므로[1], 최

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

폰은 기존의 휴대폰의 기능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빠른 검색과 

다양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 삭제할 수 있어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2]. 또한 스마트폰은 손에 가

지고 다니기 쉽다는 편리성으로 인해 장소의 제약을 받았던 컴

퓨터를 통한 인터넷보다 중독의 위험성이 더 크므로[3,4] 스마

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뇌 영역에서 동기와 통제의 조절력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 다른 발달단계보다 습관성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

다[5].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의 편의성, 이동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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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성, 습관적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

성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이 스마트폰 중독의 가능성을 증가시

켰으며[6], 오락적 목적으로 매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성인

에 비해 매체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7]. 이렇듯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금단현상, 

강박 증세, 불안, 수면장애 등의 정신 ․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4,8].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자살생각, 자살시도, 

스트레스, 낮은 행복감, 문제적 물질사용 등 부정적인 정신건

강 결과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하여[9], 인터넷 관련 매체

의 과도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중재가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청소년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대학입시 위

주의 교육과 시험, 성적, 과도한 경쟁구조 속에서 상당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장애, 자살사고 등을 일으켜 청소년의 성장과 신

체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위협을 주는 요인이

다[10,11].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12-14], 

중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사용을 가중시

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 스트레스는 피

할 수 없는 일이 되므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

이 증가되는 것을 중재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요

구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또래 및 

학교 요인으로 분류하여 단편적 혹은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

들이 있었다[12,14,15].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통제력[14], 자아존중감[12], 스트레스[13,14], 

우울[12,14], 사회성[15] 등의 영향을 받았고, 가족 및 학교의 

환경적 요인으로 부와의 친 감[12], 사회적 지지[15], 양육태

도[12,15], 교사의 사용통제[14], 부정적 또래압력[12] 등과 깊

은 연관이 있었다. 또한 중학생의 외로움은 자아존중감을 매개

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었고[16], 부모 애착은 가족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었다[6].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고 스마

트폰 중독은 또 다른 이차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8], 스

마트폰 중독을 유발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행위를 조절

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행위조절에 있어서 개인적 요

인이 가장 중요하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

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자아존중감[12,16]과 자기통

제력[14,17]을 들 수 있다. 먼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

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여러 

특성들을 통제한 결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고[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16]. 두 번째,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

적인 만족을 자제하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스마

트폰 중독이 낮게 나타났다[17]. 이렇듯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과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사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

구를 통해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경향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피

할 수 없는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여 스

마트폰의 중독적인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아동기에 비해 학교에

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래 관계에 열중하게 되는데, 이때 매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면

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된다

[6].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18]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

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중학생 4.4%, 고등학생 3.8%, 초등학

생 3.3%, 성인 2.1%로 나타나 중학생의 중독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취

약한 중학생에게 관심을 집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의 교육체제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낄 때 쉽게 탈출구

로 삼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을 탐

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

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자기통

제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확인하고, 중학생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맞춤형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

가 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

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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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마

트폰 중독의 정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중독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마

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

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여 설문조사에 동

의한 자,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자, 질문지의 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중학교의 전체 학

생 45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실시하되 모바일 설문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416명(91.8%)이었고, 수거된 설문 중에서 주요 연구변

수의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8명의 자료를 제거하여 최종

적으로 398명(87.8%)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례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중 회귀분

석,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한 후

[14] 독립변수를 12개로 하였을 때 최소 사례 수는 184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한 398명의 자료를 분석하

여 최소 사례 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자아

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였고, 모든 도구는 원저자와 번역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1)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Oh와 Chan[19]이 제작한 

학업 스트레스 검사 척도를 Lee[20]가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Oh와 Chan[19]이 제작한 학업 스트레스 척도는 1부

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1부는 학업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11개 하위척도의 75문항, 2부는 학업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3개의 하위척도의 30문항으로 총 10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20]는 이 중 1부 학업 스트레스 75

문항 중 성적, 시험, 수업, 공부와 관련된 35문항을 수정 ․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35문항으로 이루

어졌고, 하위요인은 시험요인(성적 7문항, 시험 8문항)과 수업

요인(수업 11문항, 공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 스트

레스에 관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대해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합산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계수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한국정보화

진흥원[21]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자가진단 스마트폰 중독척도

이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가상세계지향성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15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는 점수 범위가 

15점부터 60점까지이며, 총점과 요인별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

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한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총점이 45점 이상이거나 일상생

활장애 요인이 16점 이상, 금단 요인이 13점 이상, 내성 요인이 

14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총점이 

42점 이상~44점 이하, 일상생활장애 요인이 14점 이상, 금단 

요인이 12점 이상, 내성 요인이 13점 이상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라도 해당되는 경우이다. 일반 사용자군은 총점이 41점 이하, 

일상생활장애 요인이 13점 이하, 금단 요인이 11점 이하, 내성 

요인이 12점 이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다. 한국정보화진흥

원에서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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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88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평가와 관

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

기는 정도를 말한다[22].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2]가 개발

하고 Jeon[2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아존

중감 척도는 10문항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4점으로 채점하는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부정적 문항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계수는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4)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Kim[24]의 자기통제 평정척도를 Jeong[25]

이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자기통제력 척도는 20문

항으로 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만족추구 10문항, 즉각적인 만

족추구 10문항의 총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Jeong[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 계수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

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2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진

행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중학교의 기관장에게 공문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방법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고,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모바일 설문과 지필 설문지 작성에 대해 

교육하였다. 자료수집은 중학생인 대상자가 흥미를 가지고 설

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설문을 수행하

였고, 스마트폰 요금제나 데이터 소진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

를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는 지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는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생

들에게 스마트폰을 나누어 준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대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설문에 참여하기

를 동의한 학생은 그 자리에서 모바일 설문을 수행하였고, 모

바일 설문을 수행할 수 없는 학생은 지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연구보조원이 회수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

구의 목적, 방법, 피험자 권리보장 및 설문지에 대한 심의를 거

쳐 승인(SYUIRB2015-112)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과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수행하였고, 익명성 보장 및 자유의

사에 따라 언제든 중도에 응답을 포기해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

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

에 서명을 받은 후 모바일 및 지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

완료 후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오류 및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설문 응답을 부호화하여 입력하였고, SPSS/WIN 21.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연구변수의 통계치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학업 스트레

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centering)한 후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값으로 조절변수

의 수준을 상 ․ 하위 집단으로 나눈 후 기울기를 그래프로 작성

하여 도식화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178명(45.0%), 여학생이 219명(55.0 

%)이었고, 3학년이 161명(40.5%)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4년 이상이 121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3~4년이 102명(25.6%)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비용은 매

달 2~4만원이 154명(38.7%)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

용자군의 3개 집단을 살펴본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 16명

(4.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7명(9.3%), 일반 사용자군 345

명(86.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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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Academic Stress, Self-esteem,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9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cademic stress Self-esteem Self-control Smartphone addic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178 (45.0)
219 (55.0)

75.30±17.90
78.87±16.21

-2.09
(.037)

28.42±4.91
29.40±4.77

0.05
(.964)

67.56±8.35
68.50±9.34

-1.04
(.298)

29.56±7.01
32.79±7.21

-4.50
(＜.001)

Grade 1
2
3

132 (33.1)
105 (26.4)
161 (40.5) 

75.64±16.21
79.12±18.71
77.38±16.59

1.22
(.295)

28.57±5.14
27.94±4.43
28.58±4.81

0.66
(.518)

67.90±8.72
68.13±9.15
68.17±8.95

0.04
(.964)

30.38±7.29
32.63±8.02
31.28±6.70

2.82
(.061)

Smartphone 
use duration
(year)

＜1a

1~2b

2~3c

3~4d

＞4e

No answer

 42 (10.6)
 53 (13.3)
 63 (15.8)
102 (25.6)
121 (30.4)
17 (4.3)

71.36±18.73
76.89±16.54
78.95±16.81
77.68±16.09
78.88±17.46

1.70
(.149)

28.14±4.71
28.66±4.95
27.81±5.25
28.59±5.14
28.68±4.44

0.43
(.791)

66.07±9.05
67.66±9.45
66.41±7.85
69.15±9.22
68.69±9.00

1.60
(.174)

27.10±7.42
30.89±5.95
31.67±6.95
31.22±7.53
33.25±7.21

5.98
(＜.001)

a＜b, c, d, e

Average 
monthly 
amount 
(10,000 won)

＜2a

2~4b

4~6c

6~8d

No answer

 85 (21.4)
154 (38.7)
 86 (21.6)
 41 (10.3)
32 (8.0)

74.36±18.54
77.83±15.53
78.03±16.20
81.54±21.01

1.76
(.154)

28.36±4.45
28.63±4.89
28.21±5.00
27.76±4.62

0.41
(.747)

67.79±8.68
69.07±8.43
68.71±9.44
63.71±9.34

4.17
(.006)

b, c＞d

28.78±7.41
32.02±6.64
32.27±6.85
33.51±8.77

5.82
(.001)

a＜b, c, d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risk

High risk groupa

Possible risk groupb

No-risk groupc

16 (4.0)
 89 (22.4)
293 (73.6)

103.63±16.28
87.27±11.59
72.78±15.91

57.06
(＜.001)
a＞b＞c

27.38±4.18
26.67±4.86
28.99±4.73

8.56
(＜.001)

b＜c

58.81±6.31
65.79±8.18
69.27±8.83

15.27
(＜.001)
a＜b＜c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Table 1). 학업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t=-2.09, p=.037).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사용금액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F=4.17, p=.006), 사후 검정 결과 6~8만원의 요

금을 지불하는 학생이 2~4만원의 요금과 4~6만원의 요금을 지

불하는 학생보다 자기통제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스마트폰 중

독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고(t=-4.50, p<.001), 

스마트폰 사용기간(F=5.98, p<.001), 스마트폰 사용금액(F= 

5.8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이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인 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고, 

2만원 미만의 요금을 지불하는 학생이 2~4만원, 4~6만원, 6~8

만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유의

하게 낮았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 16명(4.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89명(22.4%), 일

반 사용자군 293명(73.6%)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는 스

마트폰 중독 경향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57.06, 

p<.001), 사후 검정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

자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아존

중감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8.56, p<.001), 사후 검정 결과 일반 사용자군이 잠재적 사

용자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통제력 또

한 스마트폰 중독 경향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15.27, p<.001), 사후 검정 결과 일반 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비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고위험 사용자

군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및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및 스마

트폰 중독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2), 학업 스트레스

는 자아존중감(r=-.32, p<.001)과 자기통제력(r=-.30, p<.001)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64, p< 

.001).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존중감(r=-.28, p<.001)과 자기통

제력(r=-.36, p=.006)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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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Matrix among Academic Stress, Self-esteem,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N=398)

Variables
Academic stress Self-esteem Self-control Smartphone addiction

r (p) r (p) r (p) r (p)

Self-esteem -.32 (＜.001)  

Self-control -.30 (＜.001) .40 (＜.001)

Smartphone addiction .64 (＜.001) -.28 (＜.001) -.36 (＜.001)

M±SD 77.26±17.06 28.41±4.83 68.08±8.91 31.34±7.30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N=398)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SE t p B SE t p VIF

(Constant) 27.742 .90 30.80 ＜.001 27.732 .90 30.69 ＜.001

Gender  2.316 .55  4.18 ＜.001 2.313 .55 4.17 ＜.001 1.01

Academic stress (A)  0.255 .02 14.96 ＜.001 0.255 .02 14.87 ＜.001 1.14

Self-esteem (B) -0.136 .06  -2.27 .024 -0.138 .06 -2.27 .024 1.14

A × B -0.001 .00 -.16 .870 1.02

R2=.444, F=104.81, p＜.001 R2=.444, F=78.42, p＜.001

3.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주요 연구변수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값을 

검정한 결과, 왜도는 -.37~.54, 첨도는 .02~.78로 나타나 정규성

을 가정하였다. 조절효과의 검정 절차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연속형 변수인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차이 정도를 위계적 회귀분

석으로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의 분석을 위해 연구변수들의 상

호작용항은 각 연구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중심화(center-

ing)한 후 곱하여 구성하였다.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

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을 기

준으로 중심화한 후 자아존중감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

폰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 투입한 

후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

에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Table 3), 모형 I에서 학업 

스트레스(β=.255, p<.001)와 자아존중감(β=-.136, p=.024)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 

I의 설명량은 44.4%였다. 2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존

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β=-.001, p=.870) 조절효과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모형의 Dubin-Watson 값은 1.95로 나

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

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1.14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4.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

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

에서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 투입한 후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통

제력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통

제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한 결과(Table 4), 모형

I에서 학업 스트레스(β=.243, p<.001)와 자기통제력(β=-.155, 

p<.001)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모형I의 설명량은 46.9%였다. 2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

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β=-.004, p=.014) 조절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고, 최종 모형의 설명량은 47.7%였다. 최종 모형의 

Dubin-Watson 값은 1.97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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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N=398)

Variables
Model I Model II

B SE t p B SE t p VIF

(Constant) 27.427 .88 31.08 ＜.001 27.273 .88 31.01 ＜.001

Gender 2.507 .54 4.62 ＜.001 2.492 .54 4.62 ＜.001 1.02

Academic stress (A) 0.243 .02 14.68 ＜.001 .231 .02 13.51 ＜.001 1.21

Self-control (B) -0.155 .03 -4.92 ＜.001 -.167 .03 -5.27 ＜.001 1.13

A × B -.004 .00 -2.47 .014 1.09

R2=.469, F=116.07, p＜.001 R2=.477, F=89.71, p＜.001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였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IF)로 확인

한 결과 모두 1.21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상호작용 효과를 Figure 1에 도식화하였고, 이를 해석하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집단은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

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요인

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의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하여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중학생은 낮은 중학생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인 영향

을 덜 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14,17]를 지지하는 것이며, 

자기조절 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청소년은 특별히 스마

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훈

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통제력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는 능력

으로,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은 휴대하기 간편하고 장소에 제약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통제권이 중요하므로, 특히 조절능력

이 미숙한 중학생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통제력 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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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 연구로 

중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프로그램[26]과 자기조절 프

로그램[27]이 있었다. Joo와 Park[26]은 자기 스스로 시간 관리

를 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 인터넷

게임을 절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Cho와 Yi[27]는 동기부여, 목

표설정, 시간관리, 자아탐색, 정서 및 자극통제법, 의사소통, 자

신과 타인 이해하기를 주 내용으로 구성한 자기조절 프로그램

이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킨다고 하였다. 이렇듯 중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만, 선행연구에서는 발달단계 상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적절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14,28]. 즉,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교사의 통제[14]와 부모의 적절한 개입[28]은 자

기통제력이 부족한 중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교사가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자

주 대화하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점검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안활동을 마련해 볼 수 있겠다. 부모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준다

는 것[29]은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의 행동이나 습관을 모방한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스마트폰 사

용시간을 사전에 계획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통제력을 수행했을 경우 

칭찬을 통한 행동의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에 주목하여 국가적 차원에

서 청소년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만,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

중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고[12,16], 여러 요인을 통제했을 때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

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12]. 또한, 남녀중학생의 

외로움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었다[16].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조절효과를 살펴본 본 연

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보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추

후 반복연구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

독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업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상황에서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의 중독

적인 사용을 중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독과 같

은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16], 자아존중감은 스

마트폰 중독에 관한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길고 스마트

폰 사용요금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14,15,17]과 사용기간[3,12]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남학생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승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강한 반면, 여학생은 페이스 북이

나 카카오 톡 등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감정을 

공유하는 의사소통과 쇼핑을 위한 검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으므로[15,16],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 

및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자

신을 과시함으로 만족감을 얻고 유행에 민감한 중학생의 특성

을 고려해 볼 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소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14]. 스마트폰 요금은 사용기간과 비례하며, 스마트

폰의 양적인 접촉의 증가는 중독의 경향을 증가시키는데 절대

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12].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연령이 점점 낮아짐으로 인해 중학생이 실질적으로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성인기에 스마트폰 중독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지역의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

의표집에 의해 설문이 시행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 중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

통제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무작

위 표집에 의한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개인

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

학생이 자가 설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자신에 대

해 과대평가를 하거나 편견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감소할 수 있

으므로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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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과 개인적 변인 간의 관계와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확

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학업 스트

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을 확

인한 만큼 중학생들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관한 관심을 갖고 이

를 함양하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간호연구의 범위

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 및 스마트폰의 심각한 사용과 관련된 변인들을 

고려하여 중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

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치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자기통

제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학업 스트

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조절변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자기통

제력은 학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완충역

할이 있음을 확인한 만큼 중학생들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및 스마트

폰 사용의 심각성에 관련된 추가 탐색을 통하여 스마트폰 중독

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하며, 이를 중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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