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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소년은 스마트폰의 기능과 다양한 앱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용력,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 력, 창조 으

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제 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단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의 양태에 따라 분류된 하 집단의 잠재 로 일별로 스마

트폰의존에 방임과 자기결정성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 분석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 4패 을 활용하 으며,
분석방법은 청소년 스마트폰의존의 변화양태에 따라 분류된 잠재 로 일별로 스마트폰의존에 부모의 방임과 자기결정성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잠재 로 일성장분석을 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의존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폰의존 정도가 감소되는 유형과 스마트폰의존 정도가 증가되는 유형의 

2가지로 분류되었다. 둘째,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은 부학력이 높고, 기 자아존 감이 높으며, 기 래애착이 낮았다. 
셋째, 방임의 변화양상은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이 방임이 더 증가하 다. 넷째,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에서는 방임과 스마
트폰의존 사이에서 자기결정성이 완 매개효과로 분석되었지만, 스마트폰의존 증가집단에서는 자기결정성이 부분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atent profile for identifying the difference in the dependence on smartphone us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1st grade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latent class was separated according to the type of dependence on smartphone use.
Class 1 included the students (from fif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whose level of reliance on smartphone use was 
low. Class 2 was selected as the group whose level of reliance on smartphone was high. Secondly, in comparing class
2 to class 1,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who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in class 1 were those whose fathers
are high achievers, have high early self-esteem and less age attachment. Thirdly, the students in class 1 had a higher
sense of neglect than those in class 2. Furthermore,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students in class 2 mediated the 
effect of neglect on the adolescents' dependence on smartphone us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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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IT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은 청소년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청소년은 스마트폰의 기능과 다

양한 앱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용력,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 력, 창조 으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제 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청소년의 
31.6%가 스마트폰의존 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25.5%, 2014년 29.2%에 이어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다. 게다가 문  치료가 필요한 고 험군 사용

자 역시 2013년에 2.4%, 2014년 3.3%, 2015년 4.0%로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1].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
으로 하여  학교생활 응이 어렵게 하고, 하지 못

한 래 계를 유발한다[2,3].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에 한 선행연구는 주로 스마

트폰 의존 청소년의 특성과 향요인에 을 두고 있

다[4-6]. 스마트폰 의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특성으로 자아존 감과 자기조 성, 정서  불안감, 
인 계의 취약성과 같은 성격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결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지품과 같은 스마트폰 
사용 의존을 변화시키기 해 외부의 압력보다는 자기 

스스로 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기결정성은 

동기가 없는 청소년의 내 동기를 강화시켜 청소년 스스

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경제  상태 

등을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과 련이 있는데[7,8], 특히 방임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 인 향을 미치

고 있다[9,10]. 한 부모가 방임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의 자기결정성 발달에 방해가 된다[11]. 따라
서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자기결정성 발달에 직 으로 향을 주고 있다. 청소
년의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독될 가능성이 낮았다[12]. 
한편, 자기결정성이 스마트폰의존과 유사한 분야인 

인터넷  게임 독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13-15]. 
즉, 스마트폰의존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청소년 발달의 
환경  요인인 방임  양육태도와 개인  요인인 자기결

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입이 더 정 일 수 있다고 가

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과 부모
의 방임  양육태도, 그리고 자기결정성이 어떤 련성
을 가지는지에 해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실상 청소년의 경우 다른 발달과업이나 부 응  

행동양상과 같이 쉽게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인의 성장이나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스스로 정상 인 스마트폰 사용자로 변화하는 경우도 많

다[16].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 유아

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와 사용시
간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마다 청소년의 스마트
폰 의존정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문

제가 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해 횡단 으로만 근할 것이 아니라 

종단 으로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  변화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스스로 자신을 
조 할 수 있는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와 조

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

마트폰 사용 변화유형분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단분석으로 구분된 집단별로 스마트폰 의존

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경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류된 하 집단인 잠재 로 일별로 청

소년의 방임경험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향에서 자

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

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변
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별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청소
년의 스마트폰의존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에 따라 5
년간의 방임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넷째, 잠재 로

일별로 부모의 방임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2.2 이론적 고찰  

2.2.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에 한 개념 규정은 모호하게 사용되

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 게임 독, 인
터넷 독과 스마트폰 독을 동일개념으로 간주하고 있

다[2,17,18].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은 지나치게 몰
입하여 사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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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한 목 없이 스마트폰에 집착하여 생활할 뿐만 아니라 

주 사람과의 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9,20]. 스마트폰 의존은 충동조 과 불안으로 이어지

고,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말한다[2,21]. 이와 같은 개념
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에게 부정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에 해 모

두 동의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

여 개인 인 요인과 환경 인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경향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
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았다[23]. 그러나 스
마트폰 과다사용은 학업성취와 무 하여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24].  
환경  요인은 주변사람과의 친 한 계가 스마트폰 

의존과 한 련이 있다[25,26].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역할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에 차이가 있으며

[27], 가족 내 갈등이나 문제는 스마트폰 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원만하지 못한 래 
계는 일상의 스트 스와 우울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인터

넷에 독될 가능성을 높 다[28]. 한편 청소년은 래 
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거나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채 을 하기 해서 스마트

폰에 의존하게 된다[29.30]. 특히 래애착이 잘 형성되
지 않을 경우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래
계를 통한 만족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며 나

아가 스마트폰 의존으로 나타날 수 있다[31]. 한편 래
애착이 강화될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심각해질 수 있다

[32]. 래와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사
용의 증가는 스마트폰 의존에 향을 미친다[33].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상용화되고 있고, 스

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에게 장기 인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염려하고 있으나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에 련한 

종단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생

의 스마트폰 독의 9개월간의 변화에 한 연구한 논문
에서[16] 스마트리터러시 교육이 스마트폰 독의 경

향을 낮추는 결과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종단 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이 학습활동과 교

우 계에 부정  향을 미쳤다[31]. 한 스마트폰 의

존에 한 종단 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한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의 교우 계와 학습활동에 미치

는 부정 인 향을 제언하 으며, 개입의 필요성과 스
마트폰 사용 유형화를 구체 으로 도출하 다[35].   

2.2.2 방임과 스마트폰 의존

부모의 부정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  독행

동을 측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9, 36-40]. 부모의 
심과 애정은 안정 인 애착과 자아 형성 뿐만 아니라 심

리  안정과 문제행동 발생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
녀가 필요로 하는 심과 애정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할 때 자녀로 하여  제3의 변인에 의존하게 만든
다. 어머니가 방임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이 스

마트폰에 의존하게 되고[9], 유사한 연구에서도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도 방임  

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인터넷 독 수 이 높아진

다고 주장하 다[39][41]. 한 아동학 와 방임이 휴

폰 독과의 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 다[10]. 결과에 따르면 ‘학 ·방임→우

울  공격성→휴 폰 독’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함을 
밝혔다. 한 스마트폰 의존이 낮은 집단은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가 낮은 것을 보고하 다[35].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는 청소년 스마트폰의존

에 요한 측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3 방임과 자기결정성·스마트폰 의존 

자기결정성은 기본심리욕구이론으로서 인간의 성장

본능과 잠재력이 드러나기 해서는 양분이 필요하다

[42]. 청소년기에 자기결정성을 발달시키기 해서는 내
·외  통제능력이나 책임감을 학습해야 하지만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는 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은 청소년의 내재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학업이나 과

제를 수행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보상이나 처벌에 외재
 동기가 강화되어 자신의 행동을 조 하게 된다. 그러
므로 부모가 하게 여하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청

소년의 자기결정성에 정 인 향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데[43],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성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의 

계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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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될 가능성이 낮음을 제시하고 있다[44]. 자기결정성
의 세부 요인  자율성, 계성 요인이 낮을수록 인터넷 
독이 높았다[12]. 인터넷  게임 독을 결과변인으
로 하여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에서[13-15]는 
자기결정성 요인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하 다. 
최근 방임이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의 심각성을 강조

하고 있다[45]. 지 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존

을 해소하기 해서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의 변화를 

한 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특성상 청
소년이 24시간 휴 하고 있고, 부모보다는 혼자 는 
래와 있는 시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을 고려한

다면, 부모의 변화만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 스스로 조 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을 강화시켜, 휴 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임  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조

하기 해서는 방임에 한 개입과 자기결정성을 동시

에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임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의 계에서 자기결

정성이 직 으로 매개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방임과 스마트폰 의존의 계, 방임과 자기결정
성의 계가 각각 선행연구에서 밝 져 있다. 한 자기
결정성이 스마트폰 의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보고

되어 이들 사이의 구조 인 경로가 성립됨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와 련된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등학교 4학년 패
의 2차년도∼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 다. 연구 상으

로 선정된 학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77명이다.

2.2 분석자료

2.2.1 스마트폰의존도 

스마트폰의존은 패 자료에서 Lee, Kim, Na(2002)가 
개발한 7문항의 4  척도를 사용하 다[46]. 스마트폰의

존도는 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1에 의하면, 스마트폰의존도는 신뢰도 
계수가 최소 α=.87로 높게 나타났으며, 5차년도에 약간 
감소하지만 체 으로 증가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Smart phone dependency and neglect of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2nd year 3rd year 4th year 5th year 6th year

M SD α M SD α M SD α M SD α M SD α

smart 
phone 

dependen
cy

1.78 .65 .88 2.05 .71 .89 2.25 .71 .90 2.24 0.67 .88 2.26 .64 .87

neglect 1.56 .55 .76 1.63 .59 .81 1.77 .53 .78 1.78 0.54 .74 1.80 .52 .73

2.2.2 방임  

방임은 Huh(2000)과 Kim(2003)이 제시한 4문항 4  

척도를 사용하 다[46,47]. 방임은 수가 높을수록 방
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1에 의하면, 방임은 
신뢰도 계수가 최소 α=.73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 방

임이 증가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2.2.3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 문항은 Jeon(2014)가 제시하는 자율성 18
문항, 유능성 22문항, 계성 17문항을 토 로 재구성하

다[49]. 우선 기본심리욕구의 하  변인인 자율성, 유
능성, 계성을 심으로 6차년도 패 데이터에서 제시

한 유사문항을 찾아 이를 다시 재구성하 다. 이후 2차 
문가 자문을 통하여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 다. 
그 결과 자율성은 7문항, 유능성은 13문항, 계성은 11
문항으로 재구성하 으며, 4  척도로 측정하 다. 를 
들면 자율성에서 ‘나는 내 선택에 자신이 있다’라는 문
항은 패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문항으로 체하 다. 이 과
정에서 패 에 한 문항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의미

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패 에서 2문항을 삽입하기도 
하 으며, 해당되는 문항이 없는 경우는 삭제하 다. 특
히 계성 문항  ‘친구와 있어도 외롭고 혼자란 느낌’
은 역문항 처리하 다. 자기결정성의 구성타당도는 연구
결과의 매개효과에 한 구조방정식분석에서 합도지

수를 제시하 으며, 이를 통하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자기결정성의 Cronbach’s α값은 .86로 나타났으며, 수
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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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특성변인  

특성변인은 모두 2차년도 자료를 용하여 분석하
다. 스마트폰 의존도 로 일을 분석한 이후 유형별 특

성을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은 특성변인을 이용하

다. 통제변수는 성별(남학생=1), 부모_학력을 사용하
으며, 스마트폰 단  감소요인으로 자아존 감, 래

애착, 주  성 , 일평균 친구교제시간, 방과 후 보호
자 부재일을 선정하 다.
자아존 감은 Kwon,(2013)의 10문항을 활용하 으

며, 4  척도를 평균 처리하여 사용하 다[51].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도록 역문항 처리를 하 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78이었다. 래애착은 

Armsden․Greenberg(1987)이 개발한 애착척도(IPPA)
인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의 총 6문항을 활용하
다[52]. 4  척도를 평균 처리하여 사용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래애착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0.89이었다. 주  성 은 국어, 어, 수학, 과
학, 사회에 한 5  척도를 수가 높을수록 주  성

이 높도록 평균하여 사용하 으며, 신뢰도 계수는 
0.78이었다. 일평균 친구교제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을 평균하여 사용하 으며, 보호자부재일은 최소 1일에
서 최  4일로 나타났다. 특성변인  자기결정성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1,037 51.0
female 998 49.0

Father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44 2.3
high school 732 38.7
college 207 10.9
university 819 43.3
graduate school 89 4.7

Mother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35 1.8
high school 938 48.9
college 258 13.5
university 644 33.6
graduate school 43 2.2

Self-esteem min=1.2, max=4, M=3.02, sd=.459
Subjective grade min=1, max=5, M=3.71, sd=.727
Absence date of parents min=1, max=4, M=1.78, sd=1.084
Time to make friend min=0, max=7.67, M=1.48, sd=1.162
Age attachment min=1, max=4, M=3.08, sd=.620

Self-
determination

competence min=1.08 max=4, M=2.94. sd=.411

autonomy min=1.57, max=3.43, M=2.55. sd=.26

relatedness min=1.55 max=4, M=3.13. sd=.406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3 분석방법

종단자료의 특성상 결측치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최소 3시  이상 응답한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결측률을 고려하여 완 정보 최 우

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용하 다[53].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 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에 한 발달  변화의 잠재 로

일 수를 확인하기 하여 잠재 로 일 성장분석

(latent profile growth analysis: LPGA; [53])을 용하
다. 둘째, 결정된 잠재 로 일별로 방임과 자기결정

성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해 다집단분석을 이용한 성

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with known profile: 
multiple group analysis)을 사용하 다. 셋째, 잠재 로

일 집단별로 부모의 방임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결정성이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기 해 패

자료의 마지막 시 인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을 용하 다.

2.4 연구결과  

2.4.1 스마트폰의존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확인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의 변화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집단유형을 확인하기 해 성장혼합모형을 용하여 잠

재계층을 결정하 고, 다음으로 결정된 잠재계층의 집단
별 특성을 기술하 다. 스마트폰의존의 변화양상에 한 
분석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개∼5개 하
유형(계층)을 가진 모형이 측정되었다. 주어진 모형을 토
로 모형 합도지수와 부수  개념 인 의미를 고려하

여[54] 최종 하 유형 수를 결정한 결과, 2개 계층을 최
종 선택하 다.

Table 3. Fit indices of Latent Class Analysis and 
Distribution rate

Solution BIC saBIC LMR BLRT
Distribution rate %

1 2 3 4 5

1-class 18034.971 18003.200 na na 100

2-class 17893.112 17851.809 0.0000 0.0000 91.6 8.4 　

3-class 17898.951 17848.117 0.0709 0.0000 86.5 5.1 8.4 　

4-class 17900.922 17840.557 0.0143 0.0000 6.4 57.7 35.2 0.0 　

5-class 17919.429 17849.533 0.8534 1.0000 5.0 3.4 0.2 6.5 84.9

n=2,077, na =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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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의 네 가지 합도 지수에 따라 총체 으로 

살펴보면, BIC 수치가 3계층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saBIC 수치는 5계층부터 증가하 다. 잠재계층 분류 율
에서 4계층과 5계층은 1% 미만의 분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MR은 3계층과 5계층이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났으며, BLRT은 5계층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그러므로 잠재계층 분류율과 BIC, saBIC, LMR, 
BLRT의 모든 조건에서 만족하는 2계층을 최종 결정하
다. 4계층 모형의 평균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범 는 .836~.955로 나타나, 비교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 다[53].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변화양상에 따라 나타난 2개 

계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Latent classes following the changing type of 
smartphone dependency

도출된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변화양상에 따른 각 

집단유형의 특성을 찰하여 집단을 명명하 다. Fig. 1
에서 유형 1(8.4%)은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으로 정하
다. 이 집단은 기( 등학교 5학년) 스마트폰의존은 
높은 수 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형 2(91.6%)는 ‘스마트폰의존 증
가집단’으로 정하 다. 이 집단은 기( 등학교 5학년) 
스마트폰의존은 낮은 수 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2 스마트폰의존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집

단별 특성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집

단의 특성을 측하기 하여 거집단으로 스마트폰의

존 증가집단을 용한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연구모델의 합도 검증에서 모델카
이제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연구모델의 분류정확

도는 91.7%로 분석되었다.
스마트폰의존 증가집단을 기 으로 스마트폰의존 감

소집단과 비교하면, 부학력이 높을수록, 기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기 래애착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Wald의 크기
를 기 으로 각 회귀계수의 향력 크기를 비교해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특성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는 기 자아존 감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기 래애
착이 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of 

Latent Class Analysis

Variables B S.E. Wald Exp(B)

.974 .704 1.913 2.647

Sex .041 .175 .055 1.042

Father education .329** .125 6.950 1.389

Mother education -.137 .132 1.078 .872

Initial_self-esteem 1.357*** .224 36.743 3.886

Initial_age attachment -.748*** .166 20.310 .474

Initial_subjective grade -.136 .137 .980 .873

Initial_time to make friend -.085 .075 1.292 .919

Initial_absence date of parents -.104 .067 2.413 .901

-2Log likelihood = 973.134   X2=62.419***  

classification accuracy(91.7%)

reference group: Increasing type of smartphone dependency, 
sex(female=0)

 ≺ ≺

2.4.3 잠재계층별 방임의 변화    

청소년의 스마트폰의존 변화양상으로 밝 진 잠재계

층에 따른 5년간의 청소년의 방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하여 다집단 성장혼합모형을 실시하 고, 그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잠재계층별 방임의 변화에서 평균 기치, 선형변화

율은 스마트폰의존 감소  증가집단에서 모두 통계 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은 방임
에 한 평균 기치가 1.546으로 스마트폰의존 증가집
단 1.628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
의 평균 선형변화율이 0.129로 나타나 스마트폰의존 증
가집단보다 매년 방임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체 으로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과 증가집단 모두

에서 방임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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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eglect of Latent Class Analysis 
Parameter 
estimates

Latent Class

Decreasing type Increasing type

mean initial 1.546*** 1.628***

mean linear rate of 
change 0.129*** 0.099*

≺ ≺ ≺

2.4.4 잠재계층별 방임이 스마트폰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잠재 로 일 집단별로 부모의 방임이 스마트폰 의존

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결정성이 매개하는지를 분석하

기 해 패 자료의 마지막 시 인 6차년도 자료를 사용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용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6. Structural path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and Fit index

Path
Decreasing type Increasing type

B S.E. β B S.E. β

neglect → 

self-determination -.704 .048 -.726*** -.692 .132 -.746***

neglect → 

smartphone dependency -.075 .058 -.064 -.426 .212 -.360*

self-determination →
smartphone dependency -.404 .062 -.335*** -.622 .230 -.488**

Fit index
RMSEA=.082, TLI=.859
CFI=.880, SRMR=.058

RMSEA=.089, TLI=.853
CFI=.875, SRMR=.083

≺≺ ≺

연구모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잠재 로

일 CFI와 TLI가 조  낮았지만, RMSEA와 SRMR을 
고려하면 합한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형에 
한 구조계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의존 감소
집단에서는 방임이 스마트폰의존에 직 인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으며, 방임이 자기결정성에 향을 미
치고, 자기결정성이 스마트폰의존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존 증가집단
에서는 방임이 스마트폰의존에 직 인 유의미한 향

을 미치며, 한 방임이 자기결정성에 향을 미치고, 자
기결정성이 스마트폰의존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잠재 로 일 집단별로 연구모형에 해서 직·간   

총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7. Mediating effects via self-determination

Path
Decreasing type Increasing typ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neglect → 
smartphone 
dependency

-0.064 0.243*** 0.179*** -0.360* 0.364** 0.004

≺≺ ≺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에서는 방임이 스마트폰의존

에 직 인 향은 없으며, 간 인 효과만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의존 증가 집단에서는 방임이 
스마트폰의존에 직 인 향을 미치며, 간 인 효과

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의존 감
소집단에서는 방임이 스마트폰의존에 미치는 향을 자

기결정성이 완 매개변수로 작용하지만, 스마트폰의존 
증가집단에서는 자기결정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한 실 인 

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구분해보

고, 그 유형별로 방임이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이에 따라 나타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 변화양
상은 스마트폰 의존 감소집단과 증가집단의 두 가지 유

형으로 분류되었다. 스마트폰 의존 감소집단(8.4%)은 
등학교 5학년( 기)은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수 이었으

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스마트폰 의존 증가집단(91.6%)은 기 스마트폰 의존
이 낮은 수 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의
존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재시 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증가할 집단인 경우에는 방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

다. 둘째, 부학력이 높을수록, 기 자아존 감이 높을수

록, 기 래애착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감소집단

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결과를 토 로 청소년의 스마트

폰의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부학력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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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개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어린시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등학교 5학년 이  래

계에 한 애착 뿐만 아니라 가족 계 등에 한 애착

도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폰 의
존 감소집단이 스마트폰 의존 증가집단에 비해 방임의 

기치가 낮게 나타났으나 방임의 증가경향은 높았다. 
즉, 스마트폰 의존 감소집단의 경우 등학교 4학년과 
같이 어린 시 의 부모 돌 이 방임을 이고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돌 정도가 어지는 즉, 방임정도가 더 커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방임과 같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잠재계층별 방임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향에서 자

기결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의존 감소집
단에서는 자기결정성이 완 매개변수로 작용하지만, 스
마트폰 의존 증가집단에서는 자기결정성이 부분매개효

과가 있었다. 스마트폰 의존이 감소하는 집단의 경우 부
모의 방임이 스마트폰 의존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녀의 자기결정성의 발달에 향을 미침으로써 

자여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스마트폰 의존 증가집단의 경우에는 부모
의 방임이 자녀의 자기결정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존에

도 향을 가지므로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해 히 개입할 필요를 보여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실천  함의

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임  양육태도가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청소

년의 스마트폰의존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

폰 의존이 감소하는 집단은 자기결정성이 완 매개변수

로 작용하나, 스마트폰의존 증가집단에서는 자기결정성
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방
임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의존이 될 수 있다는 연구[55]
와 자기결정성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과다사용 한다는

[56]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부모의 방임  양

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기본욕구가 채워

져 내 동기가 활성화되어 자율 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

제하고 조율할 수 있으면[45] 스마트폰 사용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스마트폰 의존이 감소하는 집단은 청
소년의 자기결정성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통제

하고 조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
는 스마트폰의존 증가집단은 자기결정성이 부분 매개효

과를 보이고 있는데, 방임과 자기결정성에 해 동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자기
결정성을 강화하기 해서 청소년과 함께 스마 폰 사용

규칙을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련한 상담과 사례 리를 통하여 계

성 회복  자율성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에 한 개입은 자녀양육  지

도와 련한 정보제공, 교육실시 뿐만 아니라 리자원
과 연계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의존 감소집단과 

증가집단 모두 방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
구는 등학교 4학년 패 의 2차년도인 등학교 5학년
부터 학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
는 청소년 시기이며, 어린 시 보다 자연스럽게 부모의 

지도와 역할이 어드는 시기이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방임이 증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사실 스
마트폰 의존이 감소하는 집단은 청소년 본인의 성숙으로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의존을 조 할 수 있는 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이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보다 스마트폰 의존을 결정하는데 향력이 높

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의존 증가집단은 선행연구
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독에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8,9]. 따라서 부모가 방임  양육

태도를 가진 경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조 을 한 

개입에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

에 한 개입이 이루어져 부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 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스마트폰 의존 증가집단

에 비해 감소집단이 갖는 청소년의 특성은 기에 자아

존 감이 높고 래애착이 낮았다. 스마트폰 의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 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스마트폰에 의존 이라는 연구[22]와 일치
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이 청소년의 자
아존 감을 낮아지게 하여[57] 자아존 감이 스마트폰 

의존에 원인일 뿐만 아니라 결과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의 
방을 한 주요변인으로 자아존 감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재 청소년 스마트폰 독 방 로그램에 활용되

고 있는 로그램 한 자아존 감 향상을 목표로 자신

의 가치있고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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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을 두고 있다[58-60]. 
한 청소년의 래애착이 낮은 경우 스마트폰 의존 

감소집단에 속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
년기는 래와의 계형성  소통을 스마트폰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 래애착이 높을수록 스마

트폰 의존이 더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61]. 래

애착이 많이 형성될수록 스마트폰 사용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62]. 스마트폰 과다사용한 집단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낮은 집단에서 래애착이 더 높았던 

연구[63,64]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래 계에

서 소외당할 것 같은 애착불안은 스마트폰 사용에 매달

리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낄 때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한다. 한 스마트폰 과몰입에 한 경험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친구와 만나기 해 스마트폰을 사
용’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65]. 그러므로 래애착
이 높은 경우 더욱 스마트폰 의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66], 청소년의 
래애착이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인가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질 으로 안정된 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필요가 있다. 상담을 통
해 청소년의 래애착에 한 인지  표상을 수정해주어 

안정 인 애착 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친구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친구 계를 

향상할 수 있는 집단 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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