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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and Impu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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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과

충동성이부모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관계를매개하는지검증하고자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J지역초등학교 4, 5학년 390

명(남: 199, 여: 191)이었다.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부모양육척도, 스마트폰 중독척도, Neo 성격척도 등이다.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사용하여상관분석, 회귀분석등을사용하였다. 주요한연구결과는첫째, 상관분석결과부모양육태

도, 스마트폰중독, 공격성과충동성은유의한상관관계가있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중거부적인부모양육태도가스마트폰

중독에부정적인촉진적영향을주며, 이과정에서충동성과공격성이부분매개하였다. 또한과보호적부모양육태도가역시

스마트중독에부정적인촉진적영향을주며, 이과정에서충동성과공격성이완전매개한다는것이검증되었다. 본연구결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입과 상담 시에 부모양육태도의 변화뿐 아니라, 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에 대한 상담과 개입이

매우중요하다는것이검증되었다. 본 연구는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교육및상담프로그램개발을위한실증적인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 부모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 공격성, 충동성, 초등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on smartphone addiction 
and mediation effect of children's aggression and impulse between them. The randomly chosen 390 subjects of the 
4th and 5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y: 199, girl: 191) of J City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 main scales 
were EMBU-Shot, Smartphone Addiction Scale and NEO-PAS. Spss 22.0 was used for its statistical analysis, that 
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rearing attitude, 
smartphone addiction, and aggression and impul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rrelated. Second, it is testified 
that rejective parental rearing attitud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ingly influenced smartphone addiction with 
partial mediation of aggression and impulse. Also overprotective parental rearing attitud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ingly influenced smartphone addiction with full mediation of them. It suggested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 
for aggression and impulse of the children with smartphone addiction as well as parental rearing attitude changes 
in intervening and counseling them. This study tried to supply evidence-based and basic data for the developing 
preventive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them. The limit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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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의 사용과 활용 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용

자는 10대 청소년으로서 이들은 디지털 매체와 매우 친

숙한 세대이다. 2016년 2월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5,300

만 명이며이중중학생은 95.3%, 고등학생은 94.7%로 10

명 중 9명은스마트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여 저학년의 경우 2016년 31.7%에서 2017년

52.4%로 20.7%증가하였고, 초등고학년의 경우에도 2016

년 68.2%에서 2017년 74.2%로 6% 증가하며스마트폰보

급이 저 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2].

스마트폰 사용과 보급은 청소년의 일상에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사교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

용도나타나고있는데대표적인역기능이스마트폰중독

이라할수있다. 스마트폰중독의개념은합의된정의가

없고행위중독의하위유형으로간주하는등 학자들마다

의견이분분하지만스마트폰중독연구자들에의해서정

의가이루어져오고있다. Griffths는 마약이나 알콜같은

물질 뿐 아니라 도박, 과실, 운동 및 컴퓨터게임 등 인간

의모든활동이중독될수있다고주장하였는데[3], 이는

중독이단순한물질사용뿐아니라광범위한행동문제까

지적용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4]. 강희양과박창호

는스마트폰중독은스마트폰을과도하게몰입함으로생

기는 불안, 초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라고 정의

하였고[5], 김명식 등은스마트폰사용에대한갈망과욕

구가만성적으로존재하고금단과내성증상이뚜렷한일

탈적상태를스마트폰중독또는과다사용이라고제시했

다[6].

스마트폰의적극적인소비층인청소년의스마트폰중

독률은 30.6%로 60대 미만의 성인 중독률 16.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학령별로는 초등학생이 26.7%,

중학생이 33%, 고등학생이 27.7%로 초등학생의 스마트

폰중독률도높은수준에있다[7]. 특히초등학생은중,고

등학생에비해자기통제력이낮은특성을보이기때문에

[8] 스마트폰중독률이더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이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초등고학년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심리,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

불안정한시기라고할수있다. 특히, 부모양육태도는자

녀의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발달에영향을미치

는 주요한 요인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욕구와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에대한갈등을경

험하게 된다. 이 때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

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 분노,

의 정서가발생하며[9] 과도한자기주장이과잉행동으로

표출되기도한다. 또한 사회적으로급변하는현대사회와

입시위주의교육환경은경쟁과과도한학업부담을가중

시키고친구들과의대화를단절시키며사회성발달을저

해하고있다. 이러한물리적, 심리적, 환경적변화에적응

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혼란과갈등을해결하는방법으

로가장쉽게접근할수있는것이바로스마트폰이며기

기의 편리성과 접근 용이성은 이들을 쉽게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은 중학교 시기의 준비기인 초등 고학

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

교로넘어가면서스마트폰중독률이증가하는것으로볼

때, 초등 고학년때부터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스마트폰 중

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논할 때 가족과 양육방식

을중요하게다루는이유는인간이유아기에서성년기로

성장하면서가족과부모와의상호작용속에서영향을받

으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정서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하나의문화양식이며부모가자녀의성장과발달

을위해가르치고기르는방법, 행동 경향성, 반응양식이

라고 정의된다[10]. 한편 오종임은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연구했는데, 자녀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인은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보다 자녀 쪽에서 지

각한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관련이있다고보고했다[11]. 자녀가부모의양육태

도를 거부적, 과보호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 부모로부터 얻어야 할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스마트폰을매개로삼아심리적만족감을누리고싶어한

다. 조권형 등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형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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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스마트폰중독정도가낮아지고거부적형태로인

식하면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12]. 문두식과최은실은부모의양육태도를더수용적으

로인식할수록스마트폰중독수준이낮아진다고보고했

고[13], 백소진과 오홍석은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

트폰중독과정적상관이있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14].

2.2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 충동성의 관계
부모양육태도는정신건강지표와높은상관관계를보

이는요인으로부모의지지와보호의양육요인들이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5].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상 어려움을 유발하고 심리적

적응의어려움은다시정신건강에심각한위험을초래한

다. 부모양육태도와정신건강에관한연구에서부모양육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개념형성에 도움을 주고 정서

적안정감을느끼며[16], 또래와타인과의관계에서친밀

감을누린다고했다[17]. 반면부정적인부모양육태도하

에서성장한아이는정서적어려움을경험하고공격성과

충동성 같은 부정적 특성이 증가한다[18].

2.3 충동성,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충동성과공격성의정신건강문제는스마트폰중독문

제 연구자들의 꾸준한 연구주제이다. 김동일은 무언가

하고 싶은 욕구 또는 욕구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충동성이라고 정의했다

[19]. 오주는초등학생을대상으로스마트폰비중독과중

독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스마트폰 중독과 충

동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독집단이 비 중독집단

에 비해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0]. 또한 이

영주와박주현은스마트폰중독경향성과충동성이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혔고[21], 정신건강영역 중에서 충동성

이 스마트폰 중독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22].

공격성은 타인에게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행위로 타

인에게신체적으로나언어적으로해를주려는의도된행

동으로정의되며[23], 초등고학년은타인의동기, 의도를

추론할 수 있고 역할 수행능력을 획득하여 적대적 공격

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24]. 신성철과 백석기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

록 신체적, 언어적 또는 직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공격성

이높게나타났고[25], 초등학생을대상으로스마트폰중

독, 공격성, 우울간의다중집단경로분석을실시한연구

에서는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가장 높은 연관성

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6].

이런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양육태도는 스마

트폰 중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

며, 부모양육태도에 따라서 충동성과 공격성은 각각 다

른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충동성과 공격성은 낮아

지며낮은충동성과공격성은스마트폰중독의매개요인

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일경우스마트폰중독이촉진되며이과정에서

공격성, 충동성의 문제가 더욱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요인으로작용한다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

은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추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접

근방법에 대해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3.1 연구모형
선행연구상의이론적배경을바탕으로부모양육태도

를독립변수로스마트폰중독을종속변수로선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공격성과충동성을선정하였다. 이를다음 Fig. 1의 연구

모형으로 정리하였다.

Aggression
Impulse

Smartphone
Addiction

Parental
Rearing
Attitud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공격성,

충동성, 스마트폰중독간에어떠한관계

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지각한부모양육태도가공격성,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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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

폰중독에영향을줄때, 공격성과충동성

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3.3 연구대상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1일 – 15일까지 진행되었으

며 설문을 실시할 각 반 담임선생님과 사전모임에서 본

설문지의취지를설명하고, 수업시간을활용하였다. 설문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20여분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고 즉석에서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다음과같다. J도 J시에소재한초등학교 4, 5학년

420명에게설문을실시하였고, 이중미응답이나불성실

한응답을한 30부를제외하고총 390명의자료를분석대

상으로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살펴

보면학년별로는 4학년 175명(44.9%), 5학년 215명(55.1%)

였고, 성별은 남자 199명(51%), 여자 191명(49%)fh 고르

게분포되어있으며맞벌이가 241명(61.8%), 아버지만직

장 있음이 126명(32.3%), 어머니만 직장 있음 19명

(4.9%), 두분다직장없음 4명(1.1%)로 나타났다. 본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Variables N(%)

grades
grade 4 175 (44.9)
grade 5 215 (55.1)

gender
Male 199 (51)
Female 191 (49)

Parents work

Working Cou;le 241 (61.8)
Only Father works 126 (32.3)
Only mother works 19 (4.9)

No works 4 (1.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90)

3.4 측정도구
3.4.1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
      (Smartphone Addiction Scale)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2011)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

폰중독자가진단척도를사용하였다. 내용은일상생활장

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등 4개의하위요인으로구

성되어있다. 총 15문항이며평정척도는 Likert 방식의 4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일상생활장애 .67, 가상세계지향성 .62,

금단 .63, 내성 .74로 확인되었다.

3.4.2 Neo 성격검사(Neo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NEO PAS)

정신건강을측정하기위해김동일과안현의가개발하

고 김동일 등이 타당화한 NEO 성격검사 중에서 신경증

요인의하위요인인충동성(8문항), 공격성(8문항)을 추출

하여사용하였다[27]. 본 연구에서의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공격성 .87, 충동성 .86으로 확인되었다.

3.4.3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척도(Enga Minnen 
Betraffande Uppfostran : EMBU-Shot)

‘양육에 대한 나의기억척도’를 조한익이 번안한 척도

로 측정하였다. 단축형은 총 23문항이며 애정적 양육태

도, 거부적양육태도, 과보호적양육태도 3가지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거부적양육태도 .85, 애정적양육태도

.86, 과보호적 양육태도 .84로 확인되었다.

3.5 분석방법
본연구의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사용하여분

석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 공격성과충동

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

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을알아보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부모양육

태도와스마트폰중독간의관계에서공격성과충동성의

매개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 Baron과 Kenny가제시한 3

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8], 마지막으로 매개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

였다.

4. 연구결과  
4.1 스마트폰 중독, 부모양육태도, 공격성과 충동

성의 상관관계
부모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 공격성과충동성의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변수들 간에 상관계수를 산출

하였고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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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s           (n=390)
variab-
les

1 2 3 4 5 6

1 1

2 .586** 1

3 .591** .801** 1

4 -.388** -.338** -.357** 1

5 .487** .634** .648** -.402** 1

6 .306** .437** .418** -.061 .535** 1

M(SD)
1.64
(.49)

1.72
(.62)

1.71
(.63)

3.14
(.54)

1.42
(.40)

1.84
(.49)

1=Smartphone Addiction, 2=Aggression, 3=Impulse 4=Affectionate
Parental Rearing Attitude, 5=Rejective Parental Rearing Attitude,
6=Overprotective Parental Rearing Attitude
**p<.01

첫째, 부모양육태도하위요인과충동성간의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거부적양육태도와과보호적양육태도는정적상관을보

였다. 둘째, 부모양육태도하위요인과공격성간의상관을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거부적,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애

정적부모양육태도와는부적상관을거부적, 과보호적부

모양육태도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넷째, 공격성, 충동성

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는 충동성, 공격성 순으로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p<.01).

4.2 부모양육태도가 충동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단순상관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충동성, 공격성과

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

육태도의 3가지하위요인인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

육태도, 과보호적양육태도를독립변수로하고공격성과

충동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공격성을 예측하기 위

해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43%로 3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F=96.878, p<.001).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공격

성이감소하며, 거부적이고과보호적일수록공격성이증

가하는것을의미한다. 둘째, 충동성을예측하기위해부

모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44%로

3가지하위요인모두에서유의한영향을미쳤다(F=102.01,

p<.001).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 일수록 충동성이 감소

하며 거부적이고 과보호적일수록 충동성이 증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

4.3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가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상대적영향

력을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모양육태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설명력이 29%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52,812,

Table 3. Impact of subfactor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on impulse and aggression             (n=390)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Agression
Parent Affection
Parent Rejection

Parent Overprotection

-.15
.75
.21

.05

.08

.06

-.13
.49
.17

-3.303**

9.769***

3.551***
.43 96.878***

Impulse
Parent Affection
Parent Rejection

Parent Overprotection

-.16
.81
.17

.05

.08

.06

-.140
.522
.130

-3.307**

10.430***

2.833**
.44 102.014***

** p<.01 *** p<.001

Table 4. Effects of Parenting Rearing Attitudes on Smartphone Addi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Smartphone
Addiction

Parent Affection
Parent Rejection
Parent Overprotection

-.23
.39
.12

.04

.07

.05

-.25
.32
.12

-5.253***

5.739***

2.272*

R=.54, R2=.29, df=3/389, F=52.812***

* p< .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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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 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이 감소하며 거부적이고 과보호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4.4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과의관계에있어공격

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1에 제시하였다. 먼저 1

단계 독립변인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인 충동성과 공격

성에 미치는영향을알아보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 부모

양육태도가종속변인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을알

아보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인

공격성과충동성을매개해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

을 규명해 보았다.

4.4.1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과의관계에있어공격

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예언변인인 애정

적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공격성을 유의

하게 설명하며(ß=-.34, p<.001), 2단계에서 애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

한다(ß=-.39,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공격성은

스마트폰중독을유의하게설명하였다(ß=51, p<.001). 애

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회귀계수에비해감소하였으므로 (ß=-.12, p<.001)

Table 4-2.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Bootstrapping results
Path Effect SE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Parent Affection->Aggression->Smartphone Addiction
Parent Rejection->Aggression->Smartphone Addiction

Parent Overprotection->Aggression->Smartphone Addiction

.182

.262

.243

.032

.036

.030

.121

.189

.185

.250

.334

.306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1. Regressio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in parental rearing attitude on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 B SE ß t R² F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Step1 Parent Affection→ Aggression -.39 .06 -.34 -7.081*** .11 50.144***

Step2
Parent Affection

→ Smartphone Addiction
-.36 .04 -.39 -8.291*** .15 68.745***

Step3

Parent Affection
→ Smartphone Addiction

-.20 .04 -.12 -5.054***

.38 120.524***
Aggression

→ Smartphone Addiction
.41 .03 .51 12.105***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Step1 Parent Rejection→ Aggression .96 .06 .63 16.170*** .40 261.453***

Step2
Parent Rejection

→ Smartphone Addiction
.59 .05 .49 10.992*** .24 120.819***

Step3

Parent Rejection
→ Smartphone Addiction

.23 .06 .19 3.694***

.37
111.468***Aggression

→ Smartphone Addiction
.37 .04 .46 12.105***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

Step1
Parent Overprotection
→ Aggression

.55 .06 .44 9.571*** .19 91.611***

Step2
Parent Overprotection
→ Smartphone Addiction

.31 .05 .31 6.330*** .09 40.071***

Step3

Parent Overprotection
→ Smartphone Addiction

.62 .05 .62 1.351
.35 102.468***

Aggression
→ Smartphone Addiction

.45 .04 .56 12.228***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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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은 애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

계를부분적으로매개한다고할수있다. 둘째, 거부적부

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예언변인인 거부적 부모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

명하며(ß=.63, p<.001), 2단계에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한다

(ß=49,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공격성은 스마트

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ß=.46, p<.001). 거부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의

회귀계수에비해감소했으므로(ß=.19, p<.001) 거부적부

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있어 공격성의

부분매개효과가있다고할수있다. 셋째, 과보호적부모

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의관계에있어공격성의매개

효과를살펴보면 1단계에서독립변인과보호적부모양육

태도가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공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

며(ß=44, p<.001), 2단계에서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한다(ß=.31,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

을 유의하게 설명한다(ß=.56, p<.001). 과보호적 부모양

육태도가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력은 2단계에서는

유의하였으나 3단계에서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

다(ß=.62, n.s.). 공격성이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했다. 이 β값의 감소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를 통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Table 4-4. Mediating effects of Impulsive Bootstrapping results
Path Effect SE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Parent Affection-> Impulse ->Smartphone Addiction
Parent Rejection-> Impulse ->Smartphone Addiction

Parent Overprotection-> Impulse ->Smartphone Addiction

.193

.270

.237

.343

.036

.031

.130

.199

.176

.265

.342

.298

*p < .05 **p < .01 ***p < .001

Table 4-3. Regressio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impulse in parental rearing attitude on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 B SE ß t R² F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Step1
Parent Affection
→ Impulse

-.42 .06 -.36 -7.540*** .13 56.849***

Step2
Parent Affection

→ Smartphone Addiction
-.36 .04 -.39 -8.291*** .15 68.745***

Step3

Parent Affection
→ Smartphone Addiction

-.19 .04 -.20 -4.745***

.39 121.295***
Impulse

→ Smartphone Addiction
.41 .03 .52 12.105***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Step1
Parent Rejection
→ Impulse

1.02 .06 .65 16.738*** .42 280.164***

Step2
Parent Rejection

→ Smartphone Addiction
.59 .05 .49 10.992*** .24 120.819***

Step3

Parent Rejection
→ Smartphone Addiction

.22 .07 .18 3.339**

.37 112.836***
Impulse

→ Smartphone Addiction
.37 .04 .48 8.955***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

Step1
Parent Overprotection

→ Impulse
.54 .06 .42 9.053*** .17 91.611***

Step2
Parent Overprotection
→ Smartphone Addiction

.31 .05 .31 6.330*** .09 40.071***

Step3

Parent Overprotection
→ Smartphone Addiction

.07 .05 .07 1.590
.35 105.933***

Impulse
→ Smartphone Addiction

.44 .04 .56 12.482***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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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로 하였고, 신뢰구간 95%

에서 효과가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4-2에 제시

하였다. 매개효과의추정치가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않

아 매개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5.4.2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충동성의 매개효과 

첫째, 애정적부모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간의충동

성의매개효과결과는 Table 4-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

서 예언변인인 애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인으로 가

정한 충동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며(ß=-.36, p<.001), 2단

계에서 애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

독을 유의하게 설명한다(ß=-.39, p<.001). 3단계에서 매

개변수인 충동성은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했다

(ß=.52, p<.001). 이때, 애정적양육태도가스마트폰중독

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의 회귀계수에 비해 감소하였

으므로(ß=-.20, p<.001) 충동성이 애정적 양육태도와 스

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예언변인인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충동성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ß=.65, p<.001), 2단계에서 거

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

하게 설명하고 있다(ß=.49,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수

인 충동성은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ß=.48, p<.001). 거부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

치는영향력은 2단계의회귀계수에비해감소하였으므로

(ß=.18, p<.01) 거부적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간의관

계에서 충동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과보호적부모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간의공

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예언변인인 과

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충동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며(ß=.42, p<.001), 2단계에서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한다(ß=.31,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충동성

은스마트폰중독을유의하게설명하였다(ß=.56, p<.001).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에서는 유의하였으나 3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ß=.07, n,s.) 충동성이 과보호적 양육태도

와스마트폰중독간의관계를완전매개한다고할수있

다. 이 β값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를 통해부트스트래핑(botstrapping)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로

하였고, 신뢰구간 95%에서효과가유의한지분석결과는

Table 4-4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신뢰 구

간안에 0을포함하지않아매개효과들이통계적으로유

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본연구는초등고학년의부모양육태도가스마트폰중

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공격성과 충동성이 부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

고자 하였다.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과 보급이 보편화되

어 있는 초등고학년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교육 및 프

로그램의개발이시급하며스마트폰중독률이가장높은

중학생 시기의 준비단계인 초등고학년 시기에 스마트폰

중독의위험성을알리고예방할수있는교육및상담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적 함의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영향을주는중요한요인으로검증되었고매개변

인인 충동성과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스

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부모 역할 및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스마트폰중독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기존의연

구결과를뒷받침하는결과이며[29-30], 부모의애정적태

도가공격성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고[31], 자녀가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면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아지며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공격성과 충동성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32, 33]. 부모의 통제와 제한, 규제, 통제,

과보호, 방임 등의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분명한 기준과

합리적인설명, 일관성있는태도, 수용과친밀감을가지

고자녀의필요에대처하는양육태도가자녀의공격성과

충동성을줄이는방법임과동시에스마트폰중독을예방

하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초등 고학년 시기는 자신의 선

택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싶어하고 권위자에 대한 반발

심을가질수있으며의문을제기한상황에서적절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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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얻지못할때심리적저항이강해진다. 무조건적인통

제, 과보호적 태도는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

으며부정적부모양육태도가지속될경우성격적인측면

으로굳어져위기를경험할가능성이높다. 즉, 부모의양

육태도가자녀의심리적인문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

가능성이있음을인지하고지속적인관심을통해공감하

고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공감능력증진, 자녀의

성격과 발달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바탕으

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를 습득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모-자녀 관계 개선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가

스마트폰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

육을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폰 중독을 통해 발생되는 신

체적, 정서적인부정적결과를인식할수있도록하고한

편으로는 자녀가 사용역량을 강화시켜 진로, 적성, 관심

사를찾도록도울수있는내용의부모교육은자녀의스

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도록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이 될 것이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스마트폰중독과의관계를충동

성과 공격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양

육태도가스마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에있어공격성이

완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하며[34], 부모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충동성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고[35],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

의 관계를 자기조절력[36] 및 자기통제력[37-38]과 같은

특성을매개로스마트폰중독에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

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

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

폰중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완화시킬수있고 스

마트폰중독수준의감소를위해서는충동성과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하며 다양한 개입의 프로그램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실시되

고 있는 초등대상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대형 강의로 진행되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일

반적인내용으로전달하는방식의교육이진행되고있다.

이런 교육방식은 청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받아들이고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

는데제한적이며초등고학년의발달적측면중정신건강

측면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예

방을 위한 교육방식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고 면밀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대형 강의 이

외의 소규모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을 통해 초등고학년

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있도록하는기회를확대하고학교에서는주기적으로

공격성과충동성에대한스크리닝을실시하고조기에발

견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의한계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J지역 초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전국단

위로확대하고, 스마트폰중독위험군을세분화하여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중에서지각된부모양육태

도와공격성과충동성만을살펴보았다. 스마트폰중독에

대한연구가이루어져오고있지만아직까지미비한실정

이므로 이외의 개인변인과 환경변인, 매체적 특성관련

변인 등을 탐색하여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위험요인 외에도 긍정적

내적자원과환경변인등의보호요인에대한연구를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중재 및 예방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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