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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국내의 가구당 스마트폰 보유율은 94.3%로 대부분의 가정에

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3세에서 9세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

율이 무려 73.7%에 달한다[1]. 인간이 최초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은 3세 전후로 보고되어 왔으나[2-4], 최근 연구에서는 2세 이

하에서도 그 사용을 보고하고 있어[5], 스마트폰 사용이 더욱 저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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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ar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Methods: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according to PRISMA guidelines. Relevant studies published in peer-reviewed journals from 2009 to June 2019 were identi-

fied through systematic search in 10 electronic databases (PubMed, CINAHL, Cochrane Central, EMBASE, Web of Science, NDSL, KISS, KM-

base, KoreaMed, and RISS). Standardized effect sizes were calculated to quantify the associations of parental factors with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using meta-analysis. Results: A total of 30 cross-sectional studies involving 7,943 participants met the inclusion 

criteria. The following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r=-.35), 

mother-child attachment (r=-.28),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r=-.28),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r=-.25), 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r=-.15). Further, maternal factors such a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r=.41), parenting stress (r=.40), nega-

tive parenting behavior (r=.35), negative parenting attitude (r=.14), smartphone usage time (r=.26), employment status (r=.18), and age 

(r=.12)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Conclusion: Several parental factors influence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need to assess and enhance the parental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to prevent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Accordingly, we recomme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interventions to strengthen parent-relat-

ed protective factors and mitigate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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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사용은 0세에서 2

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에서부터, 3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학령전 아

동[6]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0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관심

에서 출발하면서, 이들을 포괄하는 명칭을 영유아보육법[7]과 선행

연구들[2-6]에 근거하여 유아(preschooler)로 정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은 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으로써 무선 전화통신 및 다양

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소형기기를 말하며, 스마트패

드 등의 스마트기기도 스마트폰으로 간주하고 있다[1]. 스마트폰의 

사용이 유아 연령층까지 확대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그 

중 스마트기기의 다양화와 보급화에 대한 대처방편으로 사용법의 

사전 숙달을 독려하는 부모의 권유[8], 교육이나 오락을 위한 도구 

그리고 유아를 돌보는 수단으로의 활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9]. 즉, 스마트폰은 가정에서 유아의 교육, 오락, 아이 돌봄

이 같은 용도 외에도[8,9], 상당수의 유아교육 전문기관에서 놀이, 
문학과 과학 학습, 신체 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10].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용으

로 인한 역기능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8,11]. 국내 3세에서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전체의 18.9%에 달하여 

성인의 18.1%보다도 높게 보고된 최근 통계[1]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성장하는 유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

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즉, 신체적 측면에

서 근골격계의 변형[12] 외에도, 과도한 영상물 몰입은 심리적 측면

에서 우울, 불안, 퇴행과 같은 내재화 문제뿐 아니라 충동성, 과활동

성, 반항성,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더불어 언어 및 인지발달

의 저하를 유발하며[13,14],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성 발달의 저하 및 

자폐성 지수 증가[14]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을 일컫는 공식적인 학술용어는 없

으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의존 혹은 

과의존, 그리고 스마트폰 몰입 혹은 과몰입의 3가지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물질중독에 상응하는 과정중독의 한 형태

로 규정한 용어이고[9], 스마트폰 의존은 심리적 집착에 초점을 둔 

용어[4]이며, 스마트폰 과몰입은 병리적 개념을 축소한 용어[15]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용한 용어는 달라도 동일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거나[2,9,15],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유

사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3,16,17]. 이는 이들 용어가 지

닌 개념에 차이점은 있으나 이 용어들을 유사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용어를 행위에 

초점을 두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정하였다. 

그동안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그 결과, 유아는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부모 

역할의 포괄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유아 자신보다는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즉, 이들의 스마

트폰 사용 결정은 주로 부모에 의해, 그중 90.0% 이상 어머니의 허

락 하에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2].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

은 개별 연구 차원에서 효과크기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변수와 사용감소에 기여하

는 보호변수의 종류를 파악하고 효과크기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2,3,9,15-17].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을 이해하기 위

하여 근거 수준이 높은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인 중재의 제공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을 파

악하고, 변수 별 가중평균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종속변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변수를 파악하여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원

인이 되는 근거 수준이 높은 지식체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부모교육 

및 중재의 근간이 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유아의 스마

트폰 과다사용과 관련된 부모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한 부모변수를 파악한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한 부모변수의 효과크기

를 산출한다. 

셋째, 조절변수에 따른 부모변수의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관한 부모변수를 설명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논문은 국내외 문헌 중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한 부모요인을 보고한 조사연구들이다. 문헌검색을 위한 

검색어 선정은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 (PICOS)를 기반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1)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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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P)은 0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유아[6]를 양육하는 부모이다. 2) 

종속변수인 결과(O)변수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측정한 연

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근거 수준이 높은 결과의 도출을 위해, 객관

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결과값을 제시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3) 연구 설계(S)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및 서술적 횡단적 조사

연구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연관된 부모관련 선행요인을 보고한 연

구이다. 배제기준은 실험연구, 질적연구, 사례연구, 초록만 게재한 문

헌, 고찰연구, 증례보고이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료-심사 학술지에 출판된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

ta-Analysis (PRISMA) 그룹의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 지침[18]을 따

랐다. 

3. 자료 수집 방법 

2019년 7월에서 8월까지 2명의 연구자가 5개의 국외 검색엔진인 

Cumulative Indexing Nursing & Allied Health Literature (CI-

NAHL), The Cochrane Register Controlled Trials (CENTRAL), 
Excerpta Medica dataBASE (EMBASE), PubMed, Web of Sci-

ence (WoS)와, 5개의 국내 검색엔진인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

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

스(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KoreaMed),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er-

vice System [RISS])를 이용하여 문헌검색을 시행하였다. 전세계적

으로 2009년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을 고려하

여[19], 검색기간은 최근 10년(200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으로 

정하였으며, 검색 언어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Figure 1). 

검색에 활용한 주요 키워드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 돌봄자, 영아, 
영유아, 유아, 걸음마기, 학령전, 아동, 어린이, 스마트폰, 스마트 기

기, 핸드폰, 휴대전화, parent(s)/ caregiver(s)/ carer(s)/ care 

giver(s)/ father(s)/ mother(s)/ child, preschool/ preschool child(s)/ 

preschooler(s)/ infant(s)/ toddler(s)/ young child(s)/ smart 

phone(s)/ smartphone(s)/ computers, handheld/ handheld com-

puter(s)/ cellular phone(s)/ cellular telephone(s)/ cell phone(s)/ 

portable cellular phone(s)/ mobile phone(s)/ mobile telephone(s)/ 

tablet PC(s)/ smart device(s)/ mobile device(s) 등이며, 이 단어들

을 Boolean 연산자인 AND와 OR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이 과정

을 통해 총 3,474편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다(Figure 1, Appendix 1).

1) 자료 선정

수집된 3,474편의 논문 중에서 중복되는 1,029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제목과 초록 검토를 통해 실험 설계와 질적 연구 및 선정기준

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2,372편을 제외하여 총 73편이 남았다. 이후 

본문을 참조하여 해당 문헌의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스

CINAHL=Cumulative indexing nursing & allied health literature; EMBASE=Excerpta Medica dataBASE;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Mbase=Korean medical database;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process.

Literature search
CINAHL (201), Cochrane Library (261), EMBASE (362), MEDLINE (434), Web of Science (497),

KISS (134), KMbase (14), KoreaMed (319), NDSL (125), RISS (1,127)

Full text excluded with reasons (n=43)
1. Not including smartphone overuse

as dependent variables=31
2. Not preschool child=9
3. Not including parents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3Studies included (n=30)

3,474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2,445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73)

Duplicates (n=1,029)

Exclude after screening of
title and abstracts (n=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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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과다사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연구 31편, 연구대상

이 유아가 아닌 연구 9편, 부모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연

구 3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편이 체계적 고찰의 대상으로 남

았다. 국외검색엔진을 사용하였고 검색언어를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선정된 30편의 논문은 모두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였다. 이에 연구자

들은 추가로 스마트폰관련 고찰논문에서 수집한 개별논문을 확인하

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문헌은 한

편도 없었다. 선정된 30편 중 3편은 주양육자를 어머니, 아버지, 기
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부모요인을 구분하

기 어려웠기에 체계적 고찰에는 포함하였으나 메타분석에서는 제외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메타분석 대상이 된 문헌은 27편이었다

(Figure 1, Appendix 2). 문헌수집과 자료추출의 과정은 두명의 연

구자가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검토하였으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는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2) 문헌의 질 평가 

분석대상 문헌의 연구 설계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서술적 횡단

적 조사연구였다. 이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도구 중, 관찰 

코호트와 횡단적 조사연구용 도구(Quality Assessment Tool for 

Observational Cohort and Cross-Sectional Studies) [20]를 이용하

여 문헌의 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도구는 14가지의 평가항목(연

구 목적의 명확한 제시, 연구 대상의 분명한 정의, 50% 이상의 대상

자 참여율,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의 일관된 적용, 표본 수 산출

의 근거 제시, 결과변수 측정 전 관심요인의 노출에 대한 측정 여부, 
시간에 따른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노출 범주의 평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도구의 사용, 노출 

측정 횟수, 눈가림 여부, 20% 이하의 탈락율, 혼동변수의 통계적 조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적 횡단적 조사연구의 질평가에서는 위

의 14가지 항목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상관계수 및 선

형관계 조사연구에 적합한 7가지 항목(연구 목적의 명확한 제시, 연
구 대상의 분명한 정의, 50% 이상의 대상자 참여율,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의 일관된 적용, 표본 수 산출의 근거 제시,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측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도구의 사용)을 선정

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1점을 부과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상관계수의 효과크기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 2.0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병합하여 

평균효과크기를 구하였다. 메타분석은 분석가능한 동일한 독립변수

가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량적 값이 있고 독립변수별로 2편 이상

의 연구가 있을 때 수행하였다. 선정된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N), 백분율(%)로 구하였다. 개별 연구에서 보고된 통계량(t, F, p, r, 
χ2)은 MS Excel program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효과크기로 산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설정하

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하였다. 

1) 자료 코딩 및 처리 

선정된 30편의 문헌을 연구설계, 연구수행 국가, 연구수행 연도, 
분야, 부모와 유아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메타분석

이 가능한 27편의 문헌에서 추출된 316개의 하위 항목은 저자, 효과

크기(r, t, F, p, χ2), 부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또한 측

정도구, 연구수행 연도, 참여자 수, 유아의 연령 범위를 의미있는 범

주형 조절변수로 보고 코딩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유아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결과값을 제시하여 구분된 통계치의 확인이 불가하

였기에, 유아의 성별은 조절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코딩은 한 명의 연

구자가 수행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자가 이를 검토하여 이상치를 발

견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교정하였다. 

2)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산출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개별 

연구에서 하위변수의 효과크기를 구분하여 보고한 경우는 전체 효

과크기를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둘째, 동일한 연구에서 보고된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통

계 값이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고 개별 효과크기를 파악

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셋째, 개별 연구에서 산출한 통계 값은 먼저 

Fisher의 Z로 변환한 후 통합하고, 이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시 

상관계수로 변환하여 결과를 제시한다[21]. 넷째, 연구에 참여한 사

례 수가 많은 연구에서 측정된 효과크기는 사례의 수가 적은 연구보

다 더욱 정확하다고 가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효과크기를 

산출한다. 효과크기는 Cohen [22]의 제시에 따라 효과크기가 .10보

다 작을 경우는 작은 효과, .30 정도는 중간 효과, .50 이상은 큰 효

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출판편향의 판정은 funnel plot 검토와 비대칭

이 있다면 대칭으로 교정할 수 있는 trim and fill [23]방법을 이용하

여 교정되어야 할 연구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질 평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30편의 문헌은 모두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참여자의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28편에서 표본의 

50% 이상 대상자 참여율을 보였으며, 29편 모두가 대상자 선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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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ummary of the Included Studies  (N=30)

Author 

(yr)
Design

Partici pants 

number

Age of 

child 

Terms of smart-

phone overuse 

Scale for 

pre schooler’s 

smart phone 

overuse

Correlates included in the study (Scale)
Quality 

of 

studies
Protective variables 

(negative correlates)

Risk variables  

(positive correlates)

Kum et al.  

(2019) 

South 

Korea

Cross Mothers: 266 5 Smartphone 

dependency

S-Index-C 1)  Positive parenting 

attitude (MBRI)

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MBRI)

6

Gown & 

Chyung 

(2018) 

South 

Korea

Cross Mothers: 205 3~5 Smartphone 

dependency

S-Index-A 1)  Mother’s parenting 

efficacy (PSES), 2)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3)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4)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K-Index)

6

Bae & Lee  

(2017)  

South 

Korea

Cross Mothers: 291 1~5 Smart device 

dependency 

S-index-A 1)  Positive parenting 

attitude (MBRI)

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MBRI), 3)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index), 4) Mother’s parenting 

stress (PDH)

6

Moon & 

Lee  

(2016) 

South 

Korea

Cross Mothers & 

Fathers:  

each 196

Under  

3 to 5

Smart device 

overuse 

behavior

S-Index-C 1)  Mother-child 

attachment 

(Attachment scale), 2) 

Father-child attachment 

(Attachment scale), 

3) 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CRIS) 

4)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CRIS)

6

Kim & 

Moon  

(2015) 

South 

Korea

Cross Mothers: 246 3~5 Smartphone 

addiction 

S-Index-A 1)  Mother’s role 

intelligence (PIS), 2)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PCRBI)

3)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6

Kim 

(2015) 

South 

Korea

Cross Mothers: 166 3~5 Smart device 

overuse

S-Index-A 1)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2)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3) Maternal 

smart devices addiction 

(S-Index)

6

Nam  

(2018) 

South 

Korea

Cross Mothers: 238 5 Smartphone 

overuse

K-Index-C 1)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2) Maternal 

Media mediation 

(MMM)

3)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6

Kim & Kim  

(2017) 

South 

Korea

Cross Mothers: 543 1~6 Smartphone 

overindulgence

K-Index-C 1)  Mother-chil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tyles 

scale)

2)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Mobile phone 

addiction scale), 3) Marital 

conflicts (CTS)

5

Cho & Lee  

(2016) 

South 

Korea

Cross Mothers: 204 4~5 Smart phone 

addiction 

tendency

K-Index-C 1)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Index) 

6

Gil & Lee  

(2016)  

South 

Korea

Cross Mothers: 182 2~5 Smart device 

usage habits

K-Index-C 1)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A-index), 2) Mother’s 

smartphone usage time, 3) 

Household income, 4) Mother’s 

education level, 5) Mother’s 

employment statu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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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 

(yr)
Design

Partici pants 

number

Age of 

child 

Terms of smart-

phone overuse 

Scale for 

pre schooler’s 

smart phone 

overuse

Correlates included in the study (Scale)
Quality 

of 

studies
Protective variables 

(Negative correlates)

Risk variables  

(Positive correlates)

Kim (2016) 

South 

Korea

Cross Mothers: 213 1~3 Smartphone 

usage habits

K-Index-C 1)  Mother’s smartphone usage 

habit (A-index)

6

Kim & Choi  

(2015)† 

South 

Korea

Cross Mothers: 251, 

Fathers: 40

3~5 Smart phone use K-Index-C 1)  Parents’ perceptions on 

the influence of smart 

device (MPISD), 2) Parents’ 

smartphone usage (S-Index)

6

Lee & 

Chae  

(2015)  

South 

Korea

Cross Mothers: 83 4~6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K-Index-C 1)  Mother’s parenting 

efficacy (PSES)

2)  Mother’s smartphone usage 

time, 3) Mother’s age, 4) 

Mother’s employment status, 

5) Mother’s education level, 6) 

Household income 

7

Jang & 

Jeong  

(2015) 

South 

Korea

Cross Mothers: 186 3~6 Smartphone 

addiction

K-Index-C 1)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K-SAPS-A), 2) Mother’s 

employment status, 3) Mother’s 

educational level, 4) Mother’s age

7

Kim & Lee  

(2015) 

South 

Korea

Cross Mothers: 249 4~5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K-Index-C 1)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5

Na (2013)† 

South 

Korea

Cross Mothers: 185, 

Fathers: 45

2~6 Smartphone 

addiction 

K-Index-C 1)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IPBI)

2)  Smart phone usage time of 

parent

6

Lee  

et al.  

(2014) 

South 

Korea

Cross Mothers: 221 5~6 Smart device 

usage 

and game 

immersion 

tendency

K-Index-C 1)  Mother’s employment status, 

2) Whether to use of mother’s 

smartphone, 3) Mother’s 

educational level

6

Cha & Kwak  

(2018) 

South 

Korea

Cross Mothers: 267 3~5 Excessive 

immersion in 

smartphone use

SOII 1)  Parent beliefs of play 

(PPBS), 2) Parent-child 

play (PCPS)

3) Mother’s age 6

Lee & Park  

(2018) 

South 

Korea

Cross Mothers: 171 3~6 Smartphone 

over-

dependency

SOII 1)  Mother’s parenting 

efficacy (PSES), 2) 

Mother-child interaction 

(M-PCIS)

3)  Mother’s employment status, 

4) Mother’s smartphone usage 

time, 5) Mother’s age

6

Park & Park  

(2018) 

South 

Korea

Cross Mothers: 268 3~6 Excessive 

immersion in 

smartphones

SOII 1)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2)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6

Kwon et al.  

(2016) 

South 

Korea

Cross Mothers: 251 3~5 Smartphone 

overuse

SOII 1)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IPBI)

2)  Mother’s parenting stress 

(K-PSI-SF)

6

Oh et al.  

(2016) 

South 

Korea

Cross Fathers: 389 3~5 Excessive 

immersion in 

smartphone

SOII 1)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FPI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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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uthor 

(yr)
Design

Partici pants 

number

Age of 

child 

Terms of smart-

phone overuse 

Scale for 

pre schooler’s 

smart phone 

overuse

Correlates included in the study (Scale)
Quality 

of 

studies
Protective variables 

(negative correlates)

Risk variables  

(positive correlates)

Choi et al.  

(2016) 

South 

Korea

Cross Mothers: 277 3~6 Smart device 

immersion 

tendencies

SOII 1)  Posi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2)  Negativ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BS), 3) Mother’s 

smartphone usage time, 4) 

Mother’s employment status, 5) 

Mother’s age

6

Hwang &  

Jang 

(2019) 

South 

Korea

Cross Mothers: 227 3~6 Smartphone 

dependency

SDIEC 1)  Mother’s unused before 

sleep

2)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AS-B), 3) Mother’s 

use before sleep

6

Jang & Kim  

(2018) 

South 

Korea

Cross Mothers: 259 3~5 Usage level of 

smart devices

SDIEC 1)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AS-KA)

6

Park &  

Hyun  

(2018) 

South 

Korea

Cross Mothers: 438 3~5 Children’s 

smartphone 

over-

dependency

CSAOS 1)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Index), 2) Maternal 

parenting stress (K-PSI-SF)

5

Hong et al.  

(2017) 

South 

Korea

Cross Mothers: 278 0~3 Overindulgence 

in smart devices

Infant visual 

media over-

indulgence 

scale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MBRI)

5

Kim & Kim  

(2016) 

South 

Korea

Cross Mothers: 173 5 Smartphone 

overuse

Children 

internet 

addiction 

scale 

1)  Mother-child 

attachment stability 

(MCAS)

6

Kim et al.  

(2014)† 

South 

Korea

Cross Mothers: 397, 

Fathers: 36, 

others: 4

1~5 Smart media 

addiction

Smart media 

addiction 

index for 

young 

children 

 1)  Parent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K-SAPS-A)

5

Lim & Kim  

(2014) 

South 

Korea

Cross Mothers: 302 3~5 Addictive 

tendency

Internet 

game 

addiction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

1) Mother’s employment status 6

Total 7,943 27 52

A-Index=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Cross=Cross-sectional study; CRIS=Child rearing involvement scale; CSAOS=Child smartphone 

addiction observer scale; CTS=Conflict tactics scales; FPIS=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scale; 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mother form; 

K-Index=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K-Index-C=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hild; K-PSI-SF=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SAPS-A=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CAS=Mother-

child attachment stability; MMM=Maternal media mediation; M-PCIS=Mother-preschool child interaction scale; MPISD=Mothers’ perceptions on 

the influence of smart device; PBS=Parenting behavior scale; PCPS=Parent-child play scale; PCRBI=P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and involvement; 

PDH=Parenting daily hassles; PIS=Parental intelligence scale; PPBS=Parent play beliefs scale; PSES=Parenting self-efficacy scale; SAS-B=Smartphone 

addiction scale based on behavioral addiction criteria; SAS-KA=Smart-phone addiction scale for Korean adults; SDIEC=Smart devices inventory 

for early childhood; S-Index=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S-Index-A=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olescent; S-Index-

C=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hild; SOII=Smartphone over-immersion inventory.
†Literature included only in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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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표본 수 산출의 근거를 제시한 문

헌은 2편이었으며, 29편의 문헌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 7
점인 연구는 2편, 6점인 연구는 23편, 5점인 연구는 5편이었다. 이에 

수집된 30편의 연구 모두가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을 적용하기에 

수용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Table 1, 
Appendix 2, 3). 

2.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특성 

30편의 연구를 연구설계, 연구수행 국가, 연도, 분야, 부모와 유아

의 특성 순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0편의 연구는 모두 서

술적 횡단적 조사연구였으며, 모두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 확인되

었다. 게재 연도를 살펴보면, 2013년에 1편이 최초로 출판되어 2015

년까지 10편(33.3%),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20편(66.7%)이 

발표되어 문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수행 분

야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출판된 연구가 13편(43.3%)으로 가장 많았

고, 간호학 연구는 3편(10.0%)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총 

7,943명으로 그 중 어머니가 7,233명(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30편에서 부모를 통해 분석된 전체 유아의 수는 7,747명이었

으며, 유아의 성별을 기록한 26편에 해당하는 6,809명(87.9%) 중, 
남아는 3,401명(43.9%), 여아는 3,408명(44.0%)이었다. 유아의 연

령은 5세가 2,625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4세가 그 다음으로 

많은 1,784명(23.0%)이었으며, 1세 이하도 170명(2.2%)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문헌에서 모집한 유아의 연령 범위를 보면, 30편 중 0세

에서 3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6.7%)이었으며, 3세에서 6세는 

22편(73.3%), 1세에서6세를 혼합하여 자료를 수집한 연구는 6편

(20.0%)이었다(Table 1, 2). 

3. 스마트폰 과다사용 관련 용어 및 측정도구 

대상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6편에서 스마트폰 의존 혹은 과의

존, 7편에서 스마트폰 중독 혹은 중독경향성, 3편에서 스마트폰 in-

dulgence 혹은 overindulgence, 5편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5편에

서 스마트폰 immersion 혹은 excessive immersion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편은 사용습관,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스

마트폰 과다사용을 측정한 도구를 살펴보면, 6편은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hild or Adolescent (S-Index-C or 

S-Index-A), 11편은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hild 

(K-Index-C), 6편에서는 Smartphone Over-Immersion Inventory 

(SOII), 이외에는 Smart Devices Inventory for Early Childhood 

(SDIEC) 등을 사용하였다(Table 1). 

4. 출판편향에 대한 검정 

메타분석이 가능한 27편의 연구가 funnel plot상 삼각형이 대칭을 

이루는 가를 검토한 결과, 보호변수의 경우 Y축의 아래로 내려올수

록 약간의 비대칭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trim and fill [23]방법을 이용하여 추가적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
를 통해 교정되어야 할 연구가 보호변수는 5편, 위험변수는 0편임을 

확인하였다. 보호변수의 경우 가중평균 상관계수가 -0.26에서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included in the Sys-

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30)

Variables Categories n (%)

Study design Cross-sectional study 30 (100.0)

Area South Korea 30 (100.0)

Seoul and metropolitan area 16 (53.3)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10 (33.3)

Both area 2 (6.7)

Unknown 2 (6.7)

Published year 2009~2011 0 (0.0)

2012~2015 10 (33.3)

2016~2019 20 (66.7)

Major field of the 

researchers

Nursing 3 (10.0)

Child welfare related department 8 (26.7)

Early childhood education 13 (43.3)

Social welfare 3 (10.0)

Psychology 2 (6.7)

Others 1 (3.3)

Parents Mothers 7,233 (91.1)

Fathers 706 (8.9)

Others 4 (<0.1)

Total 7,943 (100)

Preschoolers

    Gender Boys 3,401 (43.9)

Girls 3,408 (44.0)

Unknown 938 (12.1)

Total 7,747 (100)

    Age (yr) <1 2 (<0.1)

1 168 (2.2)

2 355 (4.6)

3 1,606 (20.7)

4 1,784 (23.0)

5 2,625 (33.9)

6 509 (6.6)

Mixed 698 (9.0)

Total 7,747 (100)

    Range of age (yr) <1~3 2 (6.7)

3~6 22 (73.3)

1~6 6 (20.0)

Sample sizes <150 1 (3.3)

151~250 15 (50.0)

251< 14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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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으로, 교정 전과 후에 15.4%의 변화율을 보여 분석대상이 된 

연구결과물들에 출판편향의 위험이 존재하였다. Trim and fill 검정 

및 추정 과정을 통해 보호변수 중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연구들이 

결측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추정한 효과크기는 0에 조금 더 가깝다

고 판단할 수 있다. Trim and fill검정 결과는 출판편향이 있음을 확

인하여 제거하기보다는 분석을 통해 추정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23]. 또한 비대칭성의 원인은 출판편향 외에 연구 간의 이질성에서

도 비롯될 수 있다[24]. 즉 보호변수에 해당하는 어머니 요인과 아

버지 요인의 이질성에 의해 효과크기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 관련 변수와 아버지 관련 변수를 

구분하여 출판편향을 재검정하였으며 그 결과 교정되어야 할 연구의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Table 3, Appendix 4). 

5.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한 부모변수

선정된 30편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총 27종류의 독립변수와 이에 

따르는 79개의 부모관련 변수의 효과크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이 27종류의 변수를 일차적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 감소에 영

향을 미치는 보호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변수로 분류하였

다. 보호변수와 위험변수의 분류는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상관관계

의 방향을 근거로 하였다(Table 1). 

1) 부모관련 보호변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감소시키는 부모관련 보호변수는 총 14종류

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어머니 변수에 해당하는 양육효능감, 모아 

Table 3. Effect Size of the Parent Variables Related to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N=27) 

Parent variables Independent-variables k -95% CI ESr† +95% CI SE Z (p) Q|| (p) I2

    Protective†† Mother’s parenting efficacy 3 -.43 -.35 -.25 .01 -6.93 (<.001) 0.58 (.747) 0.00

Mother-child attachment 2 -.38 -.28 -.17 .02 -4.85 (.001) 2.84 (.092) 64.80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7 -.33 -.28 -.22 .00 -9.99 (<.001) 9.13 (.166) 34.28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 -.34 -.25 -.15 .01 -5.04 (<.001) 0.20 (.653) 0.00

Sub-total 14 -.32 -.28 -.25 .00 -13.98 (<.001) 16.07 (.246) 19.08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3 -.23 -.15 -.07 .01 -3.65 (<.001) 2.76 (.252) 27.46

Total 17 -.29 -.26 -.22 <.01 -14.08 (<.001) 30.90 (.014) 48.22

    Risk§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12 .36 .41 .46 <.01 14.08 (<.001) 19.50 (.053) 43.58

Mother’s parenting stress 3 .30 .40 .49 .01 7.13 (<.001) 3.47 (.176) 42.41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5 .26 .35 .43 .01 7.49 (<.001) 8.88 (.064) 54.94

Mother’s negative parenting attitude 3 .02 .14 .25 .01 2.33 (.020) 8.44 (.015) 76.30

Sub-total 23 .33 .36 .40 .01 20.21 (<.001) 102.19 (<.001) 78.47

Mother’s smartphone usage time 4 .15 .26 .37 .05 4.58 (<.001) 28.31 (<.001) 89.40

Mother’s employment status 7 .10 .18 .26 .01 4.30 (<.001) 14.30 (.026) 58.04

Mother’s age 5 .02 .12 .22 .01 2.35 (.019) 9.37 (.052) 57.32

Mother’s educational level 4 -.11 .00 .12 .01 0.07 (.941) 2.28 (.516) 0.00

Household income 2 -.10 .03 .15 .01 0.40 (.690) 0.03 (.870) 0.00

Sub-total 22 .08 .14 .20 .01 4.77 (<.001) 78.00 (<.001) 73.08

Total 45 .24 .27 .30 .01 16.51 (<.001) 324.49 (<.001) 86.44

Adjusted values of trim and fill k+ ESr Q Value

    Protective variables Observed values -.30 -.26  -.22 22.84

Adjusted values 5 -.27 -.22 -.18 46.88

        Protective 

variables related 

with mothers

Observed values -.31 -.28 -.24 14.29

Adjusted values 3 -.29 -.26 -.22 24.72

        Protective 

variables related 

with fathers

Observed values -.23 -.15 -.07 2.76

Adjusted values 0 -.23 -.15 -.07 2.76

    Risk variables Observed values .25 .30 .36 118.04

Adjusted values 0 .25 .30 .36 118.04

CI=Confidence interval; ESr=Correlational effect size; k=objects numbers; Q=Observed weighted sum of squares; SE=Standard error.
†Mean weighted correlation coefficients; ††Variables that negatively correlate with smartphone overuse; §Variables that positively correlate with 

smartphone overuse;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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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긍정적 양육행동(온정·격려, 한계설정), 긍정적 양육태도(애정, 
자율), 미디어 중재역할, 역할지능, 모아 상호작용, 양육참여, 놀이신

념, 놀이참여, 긍정적 의사소통 변수가 선정된 연구 모두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부적상관을 보여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보호변

수임을 확인하였다. 아버지 변수로는 양육참여, 부아 애착이 보호변

수에 해당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어머니의 수면 전 스마트폰 

미사용이 부적상관을 보였다.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은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PSES)을 모든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양육행동은 Parenting behavior scale (PBS), 양육태도는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Table 1). 

2) 부모관련 위험변수

부모관련 위험변수는 총 13종류가 확인되었는데, 어머니 변수로는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양육 스트레스, 부정적 양육행동(과보호·허용, 
거부·방임), 부정적 양육태도(온정·애정의 결핍, 적대감·공격성, 냉
담·무시, 통제, 거부)가 해당되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변수

인 통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정적상

관을 보였다. 양육태도의 하위변수인 통제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2편 

중 1편[25]에서는 통제가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1편[26]은 정적상관을 보인 타 변수와 합산하여 전체 값을 제시하였

기에 개별 효과크기의 확인은 불가하였다. 그러나 부적상관을 보인 

연구[25]에서 효과크기가 -.05로 상관의 크기가 작고, 양육태도에서 

통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식되는 개념[26]임을 반영

하여 이를 위험변수로 구분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부부갈등 

변수도 정적상관을 보여 위험변수임을 확인하였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 중, 어머니의 수면 전 스마트폰 사

용은 선정된 모든 연구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정적상관

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부모의 스마트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어머니가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정적상관을 보였기에 위험변수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이를 조사한 7편 중 상관을 보이지 않은 1편

[9] 외에, 6편[2,4,27-30]에서 정적상관을 보여 위험변수로 구분하

였다. 어머니의 근무형태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파악한 연

구[4]에서는 시간제 일을 하는 어머니를 둔 유아가 스마트폰 과다사

용의 위험이 가장 높았고, 주부, 정규직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를 

둔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준이 높아[2] 위험변수로 분류하였

다. 이외에 어머니 연령과의 상관을 보고한 5편 중 4편에서 나이가 

많아지거나[9], 40세 이상인 경우[27,28,31]에 유아의 스마트폰 사

용수준이 증가하여 위험변수로 분류하였다. 가구 총 수입은 이를 조

사한 2편[27,29]의 연구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양

육 스트레스의 측정은 3편 중 2편에서 Korean-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사용하였다(Table 1). 

6. 부모변수의 효과크기 

메타분석이 가능한 27편의 연구에서 추출한 74개 변수 중 사례수

가 1개인 11종류의 변수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2종류의 변수를 제

외하고, 사례수가 2개 이상으로 메타분석이 가능한 변수는 14종류

였으며, 구체적인 효과크기는 다음과 같다(Table 3).

1) 보호변수의 가중평균 상관계수 효과크기 

임의효과모형으로 측정한 보호변수의 전체 가중평균 상관계수 효

과크기는 -.26 (95% confidence interval [CI]=-.29~-.22)이었다. 

이를 하위변수 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ES=-.35, 95% 

CI=-.43~-.25)이 보호변수 중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모아 

Table 4. Effect Size of the Smartphone Addiction in Mothers according to Categories  (N=12)

Variables Categories Sub-variables k -95% CI ESr† +95% CI SE Q B (p) Q w (p)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f mothers

Year 2014~2016 6 .31 .35 .40 <.01 12.12 (.001) 4.06 (.541)

2017~2019 6 .42 .46 .49 <.01 3.31 (.652)

Measurements K-Index-C 5 .33 .39 .45 .01 2.91 (.405) 12.39 (.015)

SDIEC 2 .34 .44 .53 .01 0.58 (.447)

S-Index-A 4 .32 .39 .46 <.01 1.02 (.797)

Participants 151~250 6 .32 .38 .44 <.01 1.79 (.423) 5.10 (.404)

251< 5 .37 .43 .48 .01 11.22 (.024)

Age range of preschooler 3~6 8 .36 .41 .47 <.01 0.39 (.825) 11.85 (.105)

1~5 3 .33 .41 .49 <.01 6.50 (.039)

CI=Confidence interval; ESr=Correlational effect size; k=objects numbers; SE=Standard Error; K-Index-C=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hild; SDIEC=Smart Devices Inventory for Early Childhood; S-Index-A=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olescent; Q=Observed weighted 

sum of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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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ES=-.28, 95% CI=-.38~-.17),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ES=-.28, 95% CI=-.33~-.22),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ES=-.25, 95% CI=-.34~-.15) 순으로 모두 유의미한 중간 수준

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ES=-.15, 95% CI= 

-.23~-.07)로 유의미한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Table 3). 

2) 위험변수의 가중평균 상관계수 효과크기 

임의효과모형으로 측정한 위험변수의 전체 가중평균 상관계수 효

과크기는 .27 (95% CI=.24~.30)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

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ES=.41, 95% CI=.36~.46)이 가장 큰 효

과크기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ES=.40, 95% 

CI=.30~.49) 역시 유의미한 중간 이상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효과크기는 .35 (95% CI=.26~.43)이었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14 (95% CI=.02~.25)로 유의미한 상

관을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시간

(ES=.26, 95% CI=.15~.37), 취업여부(ES=.18, 95% CI=.10~.26), 
나이(ES=.12, 95% CI=.02~.22) 순으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외에 교육 수준(ES=.00, 95% CI=-.11~.12)에 대한 효

과크기가 산출되었으나 신뢰구간이 0을 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가구 총 수입(ES=.03, 95% CI=-.10~.15)의 경우 효과

크기는 작은 수준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3). 

7. 조절변수 분석 

보호변수는 모아애착 변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질하였으나, 위
험변수는 다수에서 이질성이 파악되었다. 변수 별로 수집된 문헌의 

수가 적어 자유도(df)가 1인 연구를 제외하자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

독경향성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만이 가능하였다. 이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변수인 연구수행 연도, 측정도구, 참여자 

수, 유아 연령의 범위에 대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집단

내에서는 동질성을 보이면서 집단간에는 이질성을 보여 조절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변수는 연구수행 연도임을 확인하였다. 즉, 2016

년 이후 시행된 연구에서 그 이전에 시행된 연구에 비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보호변수와 위험변수로 구분하여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감소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체계적 고찰 결과, 최근 5년 동안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

련한 부모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급증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현상이 전문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해준다고 본다. 

대표적인 보호변수로 확인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긍정적 양육행

동, 긍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어머니

의 양육역량의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정된 모든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 척도는 PSES로, 이 도구는 의

사소통 능력, 전반적 양육효능감, 교육 및 통제의 하위변수로 구성되

어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PBS도구를 사

용하였는데, 이 도구의 하위변수 중 보호변수로는 온정·격려 이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행동을 제한하는 한계설정이 포함된다. 한편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MBRI의 하위변수 중에서 보호변수는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해당된다. 이 세가지 변수의 하위변수는 

모두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부적상관을 보였기에, 이들 하위

변수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양육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보호변수에 초점을 두

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보호변수에 속하는 구체적인 양육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 온정·

격려 및 애정적 양육태도가 파악되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을 통해 유아의 욕구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온정적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처하기 힘든 자녀의 행동에 대

해 관심을 전환시키기 손쉬운 방법인 스마트폰 제공으로 대처하기 

쉽다는 보고들[27,32]과, 온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방식이 유아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의 감소에 기여한다고 본 주장[33]을 통해서 

지지되는 결과이다. 

더불어 통제와 한계설정이 양육역량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행동의 

한계를 제시하는 양육방식이 양육역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

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감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역량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규칙이 스마트기기 사용 감소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34]과 유아가 스스로 인터넷 게임을 통제할 수 없

다면 부모나 교사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35]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연구

들 중에서 일부는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변수 중 통제를 부정적 양

육방식의 하위변수와 합산하여 효과크기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의 효과크기가 작아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감소를 위한 역할에서 통제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부모교육 중재를 제공할 경우에는 온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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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의사소통 훈련

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모아 애착이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안정 애

착을 형성하지 못한 유아의 경우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증가함을 반

영하는 결과이다. 양육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 양육자가 유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복해서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경우, 만성

적으로 억제된 욕구로 인하여 유아는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36]. 

만성적 좌절은 타인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불안과 같은 내현화 문

제를 통해 주양육자에 대한 애착손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유아가 

스마트폰에 비정상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과같은 외현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36]는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유아가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

해 유아의 자기 조절력이 향상된다는 주장[35] 역시 본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따라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유아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과 적절한 반응을 통해 애착을 형성할 필

요가 있으며 애착손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애착을 재형성하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모아 애착 증진을 통해 유아의 스마

트폰을 과다사용 수준의 변화를 관찰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모대상 중재를 시행하는 후

속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요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효과크기

만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 요인에 비해 작은 효

과크기를 보였다. 어머니 요인이 아버지에 비해 효과크기가 큰 이유

는 대부분의 경우에 유아를 돌보는 주양육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비해 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경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35]와 유사하며 본 연구의 출판편향 검정결과 역시 

이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크기는 어머니에 

비해 작았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감소시킨

다면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중재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아버지를 통한 놀이 활동이

나 대안활동은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Jago 등[11]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감소

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필요하며, 가족내의 효율적인 역

할 분담은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임

을 주장한 것과 맥을 함께한다. 

위험변수 중,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은 가장 큰 유의미한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인 변수였다. 이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양

육자의 스마트폰 사용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로 발생할 수 있

기에 유아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행

동과 습관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유아의 이용시간에 밀접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Paudel 등[37]의 보고와 연관된다. 

더불어 스마트폰에 중독된 어머니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더욱 

허용적이기 쉬우며[9], 자신의 행동을 모방하는 유아를 적절히 통제

하기 어려운 것도[6], 높은 효과크기가 산출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더불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

을 강조한 Bandura [38]의 사회학습이론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는 이론이라 본다. 이에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게 되는 근원적인 내·

외적 요인을 규명하여 어머니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중재를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변수에 속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중간이상의 효과크기로 산출

되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는 오늘날은 자녀를 적

게 출산하는 시대로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어머니는 양

육 스트레스를 느끼기 쉬우며, 유아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

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기 쉬운 데에 있다[32]. 이처럼 양육 스트레스

는 양육효능감과 같은 양육역량과 맞물려 있어 양육역량이 저하되

면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역

량 향상을 위한 중재와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한 현실적 방안 및 다양한 관점에서의 육아지원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속하는 변수들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

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작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어머니의 스마트

폰 이용시간,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나이는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중 어머니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 있는 결과라고 본다. 더불어 취업여

부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취업한 어머니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관리·감독하기에 어려

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근무중인 어머니는 업무 도중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감독하기 어려우며, 귀가 후에도 가사일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돌봄을 위한 대체품으로 제공하기 쉬워 유아

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한다고 본 결과[2]와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

니가 업무나 집안일로 시간을 보낼 때 유아가 할 수 있는 대안 활동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규직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시간제 어머니에 비해 낮

은 결과는 정규직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을 명확히 파

악하기 어렵기에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축소 보고되었을 수 

있다는 견해가 해석의 근거[34,37]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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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아의 연령도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라는 견해[9]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가구 총 소득에서는 유의미

한 상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0에서 8세 아동의 스마트폰 사

용 시간과 부모원인의 관계를 밝힌 Paudel 등[37]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조절변수 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2016년 

이후의 연구에서부터 그 이전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최근 들어 2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잠재적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1]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수준의 증가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를 통해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부모요

인은 양육역량과 더불어 스마트폰-특이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의 양육효능감, 긍정적인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가 보호변수임에 반하여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

성, 양육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는 위험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질 평가 결과, 선정된 모든 문헌이 질평가에서 5점 이상이었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도구의 

사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당수의 연구가 긍정적인 점수

를 받았다. 단, 표본 수 산정 근거의 명확한 제시 항목에서는 2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조사연구에서 도출한 결

과에 대한 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 

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출판편향 검정에서는 funnel plot 확인 결과 보호변수의 우측에서 

결측이 확인되었다. 보호변수 중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

는 영향력이 작은 연구가 게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

나[24], 검정을 통해 변수 간의 이질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부모요인을 종합적

으로 규명하였으며 국내외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스마

트폰 과다사용은 인터넷 게임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관문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순기능과 역기

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한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결과 확인된 보호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효과적인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유아의 환경적 특성상 어머니의 

역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어머니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시행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관련 변수의 다수가 위험변수로 분류될 수밖

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 더불어 선정된 문헌의 수가 적어 위험변수의 

조절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0세에서 2세에 해당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수가 적어 연령에 따른 관련 변수의 차

이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유아를 양육

하는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및 다양한 전문가에게 유아의 스

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지식을 포함하

고 있다. 아직까지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어머

니 대상의 중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는 유아의 스마

트폰 과다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부모 대상의 중재를 기획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한 부모요인을 체계

적으로 고찰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관련변수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

다. 분석결과 부모요인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모아 애착, 긍정적 

양육행동, 긍정적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줄이는 보호변수였으며, 어머니 요인 중 스마트폰 중독경향

성, 양육 스트레스, 부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스

마트폰 과다사용을 증가시키는 위험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아

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모요인을 사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부모관련 보호요인을 강화하거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예

방 중재의 개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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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earching Expression

Pubmed 

(((((((((parents[MeSH Terms]) OR Caregivers[MeSH Terms]) OR mothers[MeSH Terms]) OR fathers[MeSH Terms]) OR parent*) OR 

Caregiver*) OR Carer*) OR “Care Giver*”) OR Father*) OR Mother* Filters: Publication date from 2009/01/01 to 2019/06/30

AND

((((((Child, Preschool[MeSH Terms]) OR Infant[MeSH Terms]) OR Preschool Child*[Title/Abstract]) OR Preschooler*[Title/Abstract]) 

OR toddler*[Title/Abstract]) OR young child*[Title/Abstract]) OR infant*[Title/Abstract] Filters: Publication date from 2009/01/01 to 

2019/06/30]

AND

((((((((((((((Smartphone[MeSH Terms]) OR Computers, Handheld[MeSH Terms]) OR cell phone[MeSH Terms]) OR Smart Phone*[Title/

Abstract]) OR Handheld Computer*[Title/Abstract]) OR Tablet Computer*[Title/Abstract]) OR tablet PC*[Title/Abstract]) OR smart 

device*[Title/Abstract]) OR Cellular Phone*[Title/Abstract]) OR Cellular Telephone*[Title/Abstract]) OR Portable Cellular Phone*[Title/

Abstract]) OR Transportable Cellular Phone*[Title/Abstract]) OR Mobile Phone*[Title/Abstract]) OR Mobile Telephone*[Title/Abstract]) 

OR mobile device*[Title/Abstract] Filters: Publication date from 2009/01/01 to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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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itations for Studies Includ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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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im IS, Kim DY.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n smartphone overindulgence and externalizing problem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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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2017;18(2):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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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Quality Assessment of Selected Studies  (N=30)

Author (yr) 1. 1 1.2 1.3 1.4 1.5 1.6 1.7 Total

Kum et al. (2019) 1 1 1 1 0 1 1 6

Gown & Chyung (2018) 1 1 1 1 0 1 1 6

Bae & Lee (2017) 1 1 1 1 0 1 1 6

Moon & Lee (2016) 1 1 1 1 0 1 1 6

Kim & Moon (2015) 1 1 1 1 0 1 1 6

Kim (2015) 1 1 1 1 0 1 1 6

Nam (2018) 1 1 1 1 0 1 1 6

Kim & Kim (2017) 1 1 unclear 1 0 1 1 5

Cho & Lee (2016) 1 1 1 1 0 1 1 6

Gil & Lee (2016) 1 1 1 1 0 1 1 6

Kim (2016) 1 1 1 1 0 1 1 6

Kim & Choi (2015) 1 1 1 1 0 1 1 6

Lee & Chae (2015) 1 1 1 1 1 1 1 7

Jang & Jeong (2015) 1 1 1 1 1 1 1 7

Kim & Lee (2015) 1 1 1 1 0 0 1 5

Na (2013) 1 1 1 1 0 1 1 6

Lee et al. (2014) 1 1 1 1 0 1 1 6

Cha & Kwak (2018) 1 1 1 1 0 1 1 6

Lee & Park (2018) 1 1 1 1 0 1 1 6

Park & Park (2018) 1 1 1 1 0 1 1 6

Kwon et al. (2016) 1 1 1 1 0 1 1 6

Oh et al. (2016) 1 1 1 1 0 1 1 6

Choi et al. (2016) 1 1 1 1 0 1 1 6

Hwang & Jang (2019) 1 1 1 1 0 1 1 6

Jang & Kim (2018) 1 1 1 1 0 1 1 6

Park & Hyun (2018) 1 1 0 1 0 1 1 5

Hong et al. (2017) 1 1 1 1 0 1 0 5

Kim & Kim (2016) 1 1 1 1 0 1 1 6

Kim et al. (2014) 1 1 1 0 0 1 1 5

Lim & Kim (2014) 1 1 1 1 0 1 1 6

n (%) 30 (100.0) 30 (100.0) 28 (93.3) 29 (96.7) 2 (6.7) 29 (96.7) 29 (96.7)

N=Number. 

1.1=Research question clearly stated; 1.2=Study population clearly defined; 1.3=Response rate >50%; 1.4=All the subjects recruited from the 

similar population; 1.5=Appropriate/justified sample size; 1.6=Were the exposure measures clearly defined; 1.7=Were the outcome measures clearly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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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Funnel plot of select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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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Fisher's Z4D. Funnel plot of risk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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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Fisher's Z4B. Funnel plot of variables in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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