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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Impulsiveness On Self-Esteem
and Smart Phone Addition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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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effects of self-control and impulsiveness of college students on
smart phone addition and whether self-esteem has mediating effects on them. For the purposes, this
study interviewed 4-year college students in Gwangju City with the use of a questionnaire and 314
copies of the responses were used for a final analysis. The data collected was analysed with the use
of SPSS 22.0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behavior impulsiveness has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smart phone addiction.
Second,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smart phone addiction. Third, it was discovered that
behavior impulsiv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smart phone addiction through a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while self-esteem had an indirect effect on it.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more care should be paid on smart phone addiction and development of programs against it should be
facilitated.
▸Keyword: self-control, impulsiveness, self-esteem, smart phone addiction, mediating effect

Ⅰ. Introduction
스마트폰이 현대 산업사회의 중요한 미디어로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용민

스마트폰을 둘러싼 많은 부작용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2011)은 강박증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매

있다[1].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사회 또는 스마트폰 시대라고

우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신건

불릴 정도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강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7].

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패턴도 다양하게 변화될 것으

한가희(2013)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메신저와 SNS를 통해

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낮게 나타났고[8]. 김양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 간에 자유로운

태(2011)는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어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원하

움을 느끼며,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중독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는 대로 설치와 삭제가 자유롭고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든지 인

[9].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

터넷 사용이 가능한 다기능 휴대폰이다[2,3,4,5]. 하지만 스마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고 대인관계

트폰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스마트폰에 장점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

로는 편리성이고 단점은 스마트 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스

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트폰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대

문제와 정신 병리적 문제 등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걱정과

학생들의 중독이 중·고등학생보다 매우 높은 연구결과를 나타

함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6].

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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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제력은 환경적 요인을 많이 받으므로 훈육과 훈련이

수 있다. 충동성은 정확한 목적 없이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실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되고 그릇된 자녀양육이라고 볼 수 있다.

행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통제력이 낮

낮은 자기 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고 기분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충동성 행동은 순간적인 감

입증하고 있다[11].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공격적인 대인

정의 지배에 의한 것으로 과잉행동과 같은 부적절한 문제행동

관계와 낮은 학업성취, 미숙한 사회적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을 유발하기도 한다[26]. 또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음주, 흡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12]. 따라서 자기 통제력이 낮은

연, 약물사용과 같은 순간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저

사람은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13,14].

지르는 경향이 높다[27]. 최은구(2007)의 연구에 의하면 충동

충동성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성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요인으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낮고 자신의 기

대학생들이 더 충동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문

분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 조절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적절

제해결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문제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15].

[28]. 이에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자
신의 삶에 적극적인 면을 보이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폰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충동적으로 욕구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람은 열등의식이 많고 부정적인 삶으로 인해 사람들과 의사소
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16].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은 가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17].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및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의 기능을 수행
하는지 규명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중독
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3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변인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가치를 기술하는 판단과 평가를
함께 포함하며[29]. 개인의 판단으로 자신의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한상철(2006)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 것은 삶 자체를 풍성하게 하고, 사회에 긍정적으
로 적응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며[3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며, 타인으로부터 대우와 존중을 받
는다[31].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4 Smart phone addi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두산백과사전(2015)에서는 스마트폰을 휴대폰과 개인휴대
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휴대폰 기능에 일정관리, 팩스,

2.1 Self-control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
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즉흥적인 충동을 자제하고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합시킨 것이
며,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
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2].

인내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의미한다[18]. Muraven와

최근 스마트폰의 발전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스

Baumeister(2000)는 자기통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동적이고

마트폰에 대한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일상적인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간편한

통제를 장기간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된다

인터넷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19,20].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높은 자기 통

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33]. 따라서 스마

제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비행이나 범죄행

트폰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타인과 의사소통 과정에

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21,22.23]. 김진희(2012)는 자기

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가 드러나고 스마트폰에 정신적으로 의

를 통제하는 능력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적응에 영향

존하게 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4].

을 미치는 매개자 역할을 하며[24]. 송남옥(2004)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 수준이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25]. 따라서 자기 통제력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2.2 Impulsiveness

Ⅲ. Research design
3.1 Establishment of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충동적인 행동을 정의하면 즉흥적인 행동과 합리적인 판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및 충동성이

을 내리지 못하며, 감정조절을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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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은 많지만, 실제로 자신이 ‘스마트

능을 수행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외적통제, 내적통제, 행동
충동, 심리충동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서 자아존중감과 스

폰 중독되었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214명, 68.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폰 중독을 설정하였다.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4.2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본 연구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변수별 문항에 대해 베리

외적통제성
내적통제성

멕스 직교회전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문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항들이 축소됨을 확인하였다. 신뢰도는 각각의 축소된 요인들
에 대해서 Cronbach

를 확인하였다.

모든 설문항목이 중독, 자아 존중감, 외적 통제력, 내적통제
스마트폰중독
행동충동성
심리충동성

측정값은 0.888이고,

충동성

확률은 유의수준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Research Hypothesis
Type

력, 행동 충동성, 심리 충동성으로 축소됨을 확인하였다. KMO

 값은 5102.832, 자유도는 449, 유의

=0.05에서 0.000으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4.3 Correlation analysis and Research model
Description

verification

Hypothesis1

외적통제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2

내적통제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3

행동충동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4

심리충동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ypothesis5

외적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감은 중독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고, 외적통제력

Hypothesis6

내적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 행동충동성이 -0.600, 행동충동성과 중독이 0.487, 내적통

Hypothesis7

행동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력과 심리충동성이 -0.477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을

Hypothesis8

심리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에 비해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Hypothesis9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것을 알 수 있다.

4.3.1. 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의 모형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적통제력과 내적통제력, 자아존

4.3.2 Research model verification
RMR은 0.049이며, RMSEA가 0.08이하이고, 다른 값들은

Ⅳ. Empirical Analysis
4.1 Selection and Feature of Sample
본 연구의 연구가설의 모형 검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

대부분은 0.9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4.3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첫째, 행동충동성은 자아존중감(-0.531)과 중독(0.329)에

용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8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중독과 자아존

의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4년제 대학 재학생을

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깊이 있게 생각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고려되는 4

지 않거나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을 하는 학생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

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에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총 330부를 회수하여 부적절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외한 총 314부를 가지고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둘째, 외적통제(-0.101)나 내적통제(-0.101), 심리충동성

전체 314명중 남자는 129명, 여자는 185명으로 여자가 더 많이

(-.0145)은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

설문에 참여했고, 연령은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 것(약 68.7%)으

진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학생

로 나타났다. 47.5%의 학생들이 하루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4시간

이더라도 스마트폰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이상으로 나타났고, 4시간 이상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났다.

스마트폰 기능은 SNS(274명, 29.1%)이고, 통화(170명, 18.1%),

셋쩨, 자아존중감(-0.302)은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보검색(158명, 16.8%)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 장소는

나타났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를 못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

집(194명, 27.8%)이 가장 많았고, 학교(164명, 23.5%), 장소 구분

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학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없이 사용하는 학생(82명, 11.7%)로 나타났다.

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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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키

4.4 Mediating effect
행동충동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0.329)도 크
게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0.160)도 큰 것

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37].

으로 나타났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거나 한 가지 일이 끝나

셋째,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행동충동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기도 전에 다른 일을 하는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낮고, 자아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존중감이 낮아짐으로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통제조절 능력이 낮고 스마

알 수 있었다.

트 폰을 통해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므로 쉽게 스마트
폰 중독에 빠지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Table 2. mediating effect
종속 변수

스마트폰
중독

독립·매개 변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38]. 이에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개발이 필

외적통제력

-.101

-.002

-.103

내적통제력

-.101

-.039

-.141

행동충동성

.329

.160

.490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4년제 대학생들로 한정

심리충동성

-.145

-.028

-.173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

자아존중감

-.302

.000

-.302

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연구대상자를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 중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
험층을 분류하고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졌으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및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에

면 한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와 환경적 요인
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광주광역시 4년제 대학생 3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
료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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