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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학생이 인지한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향과 기본심

리 욕구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장기 

추  조사 데이터 901명의 설문 자료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r=-.22, p<.001), 유능성(r=-.13, p<.001)과 부모의 정  양육 태도(r=-.21,  p<.001)에서 부(-)  

상 을 보 으며, 부정  양육 태도(r=.15, p<.001)에서는 정(+)  상 을 보 다. 둘째,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친다. 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

존을 낮춰주고, 부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한 사회  심 제고를 한 국가  정책 방향과 

함께 자녀의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기본심리 욕구 충족을 한 부모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방할 수 있는 개입 방안과 후속 연구를 한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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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ropo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how 

parenting attitude affect middle school students with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This 

study utilized 2017 survey research b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namely a 

long-term follow-up study of 901 people with over-dependence on internet and smart phone. 

This study showed two findings. First,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had correlations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r=-.22, p<.001) and competence(r=-.13, p<.001); with 

parenting attitude- positive parenting(r=-.21, p<.001) and negative parenting(r=.15, p<.001). 

Second, both parenting attitude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a causal relationship with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These results can provide a basis to reconsider social 

awareness on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proposed few research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to prevent over-dependence on smart phone 

and to educat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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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생의 34.3%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이고 이  

고 험군이 3.9%, 잠재  험군이 30.4%로 보고되고 

있다[1].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2014년 33.0%, 

2015년 36.3%, 2016년 34.7%, 2017년 34.3%로 16년 이

후 소폭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 히 학생이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래와의 강한 유 감을 해 스마트

폰을 통한 래 계의 친 성을 형성하고자 함으로 

래 집단에서의 사회  계망을 연결해 주는 고리의 역

할을 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

성이 크다[2]. 

한국 사회에서 학교 2학년은 2병이라는 신조어

까지 탄생시켰다. 2병은 래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 인 혼란으로, 감정 기복

이 심하고 일탈 행 의 험성도 커지면서 자신만의 세

계에 빠져들기 쉬운데, 인터넷의 발달은 2병을 심화

시키고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3]. 

스마트폰은 2009년 이후 속도로 보 률이 높아지

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한 의존도 한 높 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함

으로 손목 통증, 시력 하, 안구건조증 등의 신체  문

제와 우울, 집착, 공격 등의 정서 문제, 래 갈등, 사이

버 왕따, 상  박탈감 같은 계문제, 보행 때 스마트

폰 사용의 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래한다. 이에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한 효과

인 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련된 기본심리 욕구와 부모 양육 태도가 스마

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정부 정책을 

한 기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의 책으로 2016년 5월

에 ‘3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바른 사용 지원 종합

계획(2016-2018)’을 발표하 다. 환경변화  기술의 발

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임으로 방향을 환해 기

존의 ‘ 험회피’에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기회 활용’ 

심으로 략을 수립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달라

진 생활방식과 소통방식 때문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해 자율조  능력을 강화하는 

방 교육으로 개편하여 교육 층을 유아부터 성인 고령층

까지 확 하 다. 

자율조  능력은 행동을 계획하고 부 한 행동을 

억제 는 유보해 만족을 지연시키며 자기 리 하는 능

력으로[4],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조 하고 자신

의 우선순 를 결정하기 원하는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

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기본심리 욕구란 자기 결

정성 이론에서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요인과 련이 깊다[5]. 

자기 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이나 자기 행동에 

한 조   개인의 내  동기의 요성을 강조한 이론

으로 내재  동기의 충족 조건은 자율성, 유능성, 계

성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행동은 청소년의 내  동기를 

따라 자발 으로 행동하므로 기본심리 욕구는 스마트

폰 과의존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데, 기본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의 험을 낮춘다고 보고

하고 있다[6].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하는 환경  맥락의 부모 양

육 태도는 자녀의 심리에 직  향을 주며 조 능력을 

배워 문제를 해결하며 내면화시키는 과정에 개입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과 함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치며[7],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 , 합리

으로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감소하

며[8], 부모의 부정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9]. 

스마트폰 과의존과 련하여 부모 변인 연구는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심리 욕구에 한 연구는 소

수이며 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매개 변인인 

기본심리 욕구로 인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치

는지에 한 인과 계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부모 양육 태도와 스

마트폰 과의존 간의 계에서 기본심리 욕구가 매개역

할을 하는지 악하고자 하 다. 한, 스마트폰 과의존

을 낮추기 해 기본심리 욕구 충족을 한 부모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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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국가의 환경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생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생의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

존, 기본심리 욕구 간의 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생

의 부모 양육 태도가 기본심리 욕구와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넷째, 학생의 기본심리 

욕구는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에 매개 

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 양육 태도

부모 양육 태도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발달에 

큰 향을 미친다. Fishbein(1975)은 부모의 양육 태도

란 양육자의 문화양식으로 행동에 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이라고 정의하 다[10].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하지 못한 부모의 양

육 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치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Young(1998)은 부모로

부터 이해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에 독 가능성이 크고, 독이 높은 청소년은 부모와

의 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보고했다[11]. 부모의 양육 

태도가 과보호 이면 독립성을 침해하고, 방임 이면 

외로움을 느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없애려는 경향

이 스마트폰 독을 높인다고 보고했다[12]. 반면 애정

, 자율 , 합리  양육방식의 정  양육 태도는 스

마트폰 과의존 감소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9]. 

이상의 결과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모의 양육 태

도가 큰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며 부모의 정  

양육 태도의 요성을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 이해해 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 방을 

해 부모가 어떻게 개입하고 도와줘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는 꾸 히 진행되고 있지만, 스

마트폰 과의존에 한 명확한 정의와 독 정보 분류의 

기 은 없는 실정이며[13], 학자마다 스마트폰 과의존

에 한 정의와 개념은 다양하다. Young(1996)은 인터

넷 독을 의존, 내성, 단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일상생활  사회 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래하는 것

으로 정의하 고[14],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은 스마

트폰 독 자가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독의 

하 요인을 단, 내성, 가상세계 지향성, 일상생활 장

애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스마트폰 독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여 단, 내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장애

가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2016년부터는 국가통계

명칭 변경으로 바른 ICT 이용문화조성으로 건강하고 

생산 인 정보 활용을 진하는 정책 인 임의 변

화를 반 해서 스마트폰 독이라는 용어 신에 스마

트폰 과의존이란 용어로 체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

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과도한 스

마트폰 이용으로 성이 증가하고 이용조 력이 감

소하여 문제가 있는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그에 맞는 척도를 개편했다[15].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과도한 스

마트폰의 이용으로 생리  변화( 단, 내성)가 아닌 

ICT 생태환경에 한 응  측면에 을 둔 환경 , 

발달  요인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

폰의 과다한 사용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

감과 사회성 형성에 오히려 부정 인 향[16]을 미쳐 

가족 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지속

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기본심리 욕구

기본심리 욕구는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핵심개념이다. 

자기 결정성은 개인의 행동이 자기 결정  기능에 따라 

조 되는데 행동의 선택이 자기 결정 일수록 내재동

기가 유발된다. 기본심리 욕구의 필수조건은 자율성과 

유능성, 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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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자신의 행동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행동에 한 주체이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욕구이다. 자녀가 스마트폰 

을 사용계획을 세워 조 하며 사용할 때 자율성이 충족

된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제 상황에서 불안감은 

높아지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낮아져 정서  부

응이 나타난다[17].

유능성에 한 욕구는 자신의 능력, 기술, 재능을 사

용할 기회들을 경험하며 효과 으로 과제수행 할 능력

이 있고, 개인이 사회환경과 지속해서 상호작용하며 충

족된다고 본다. 유능성은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능감

을 느낀다[18]. 자신이 사회 으로 유능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을 조 하고, 유능성 욕구

충족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춘다[19]. 

계성의 욕구는 타인과 안 한 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욕구로 심을 주고받음으로 돌보고 돌  받는다

는 느낌과 함께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한,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

과 안정 이고 만족스러운 계를 형성하고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며 이에 한 인식을 통해서 내

재  동기를 높이는 요한 역할을 한다[20]. 부모와 자

녀의 계가 안 좋을 때 스마트폰 독이 높아짐으로 

계성 욕구 충족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방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21].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충족은 스마트폰의 사용을 조

할 수 있는 내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을 이는데 향을 미치리라 측된다.  

4.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

구의 관계

4.1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

스마트폰 과의존에 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끼치

는 표요인으로 나타났다[22][23]. 스마트폰 과의존 고

험군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제로 인식

할 때 갈등이 더 많다고 하 다. 과보호 인 부모의 양

육 태도가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다고 

했으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향을 

미친다고 했다[24]. 김보민(2015)은 부모가 지나치게 지

시, 간섭하며 통제하는 양육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가

상세계에 속하여 회피하고 싶어 하고, 스마트폰을 사

용하지 못하면 단증상을 보인다고 했다[25]. 문두식

(2015)은 애정이 부족하고 강제 이고 성취압력이 높다

고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진다고 했다

[26]. 부모의 무 심과 방임  양육 태도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는 사랑과 인정, 계 욕구를 갈 하게 하

고 심리  불안정한 상태를 회피 수단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몰입할 수 있다[27].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낮은 만큼 휴 폰을 통해 신뢰할 만한 애착 상을 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

의 원인으로 부모 자녀 간 계 결여를 들 수 있다[28].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

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치 집단과 

비교하면 불일치 집단에서 부정  양육 태도가 더 높고 

스마트폰 과의존 한 불일치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

다[29]. 

4.2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와의 관계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에 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아동을 상으로 부모 양육 태도가 행복

감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본심리 욕구가 매개하

는지 살펴보는 연구에서 부모의 온정  양육 태도는 아

동의 기본심리 욕구를 높인다고 보고했다[30]. 기본심

리 욕구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와 학교가 요한 환

경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부모는 양육 태도를 통해 자

녀가 내재  동기를 향상하도록 진할 수 있고, 학

생을 상으로 기본심리 욕구가 부모와의 계에서 부

모 자녀 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자

율성이 높으면 계성과 유능성 한 높아져 학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했다[31]. 청소년은 부모나 

래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을 때, 자율성과 함께 

유능성, 계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32]. 학

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는 학교생활 응에 기본심

리 욕구가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했고[33], 부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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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자율  지지와 기본심리 욕구, 심리  안녕감 

간의 계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심리  안녕

감과 기본심리 욕구에 향을 미쳤다[34]. 

4.3 기본심리 욕구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

기본심리 욕구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계를 살펴

본 연구로 소수가 있다. 유지연(2017)은 기본심리 욕구

가 낮은 청소년들이 래 사이에서 압력을 많이 느낄 

때,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진다고 보고하 다[35]. 장선

희(2015)는 기본심리 욕구가 낮은 학생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험이 커져 기본심리 욕구를 높이기 한 노

력을 제시했다[36]. 김효정 등(2015)의 연구에서는 학

생을 상으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 오락성에 근거

하여 몰입(flow)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계를 탐색한 

결과 자율성은 몰입 (flow)에 부  향을 미치며 유능

감, 계성, 오락성은 몰입(flow)에 정  향을 미치고 

몰입(flow)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37]. 신보라 등(2013)의 연구에서 휴 폰 사용

을 통제하기에 앞서 기본심리 욕구를 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38]. 김은 (2012)은 자율성이 높을수록 인터

넷 과의존의 험이 다고 보고했다[39]. 권두순 등

(2011)은 기본심리 욕구가 스마트폰의 몰입과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40].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터넷, 스마트

폰 과의존 원인분석을 한 장기추 조사’를 하여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집한 자료이다. 

이 자료수집방법은 문조사원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에 거주하는 학교 2학년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

로 1:1 면 면 을 통해, 직  설문내용을 조사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데이터를 받아 연구 목 에 맞게 구성하여 

분석하 다. 총 979개의 자료를 받았으며, 불성실 응답

을 제외한 901개(남 =490, 여=411)를 최종 으로 분석

하 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  특성으로 인구 사회학  6문항, 주 

이용 콘텐츠 10문항, 부모 양육 태도 15문항,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10문항, 기본심리 욕구 9문항으로 하 다.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모든 도구의 문항들

을 포함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하 고, 그 결과 요인

분석 모형의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KMO=.88, Bartlett=12878.64, p<.001). 요인 재값 .50 

이상을 기 으로 총 8개 요인이 분류되었고,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 요인은 모두 

분리되었다. 요인의 분산 설명력은 62.82%로 나타나 8

개 요인으로 잘 설명됨을 확인하여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2.1 부모 양육 태도 

부모 양육 태도 측정 도구는 허묘연(2004)이 개발한 

부모 양육 태도 척도를 사용하 다[41]. 부모 양육 태도 

척도는 자녀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한 것으로 정  양육 태도 3 요인(감독, 애정, 합리  

설명)과 부정  양육 태도 5 요인(비일 성, 과잉기 , 

과잉간섭, 방치, 학 ) 등 8 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집한 데이터

를 활용하 는데 부모 양육 태도의 하 요인은 애정, 

합리  설명, 과잉기 , 과잉간섭, 방치 5개 요인으로만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정, 합리  설명, 과잉

기 , 과잉간섭, 방치의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측정 도구

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부와 모 각각의 질문을 부모

로 수정한 후 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 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5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해당 하 요인의 양육 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애정 .82, 합리  설명 .79, 과잉기  .82, 과잉

간섭 .83, 방치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애정 .76, 합리  설명 .72, 과잉기

 .77, 과잉간섭 .87, 방치 .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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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6

년도에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

하 다. 이 척도는 조 실패 3문항, 성 3문항, 문제

 결과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까지

의 4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폰의 과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원 도구

의 Cronbach's α 계수는 체 .84, 하 요인별로는 조

실패 .63, 성 .60, 문제  결과 .75 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체 .86, 하 요인별로는 조 실

패 .85, 성 .77, 문제 결과 .78로 나타났다. 

2.3 기본심리 욕구

기본심리 욕구 측정 도구는 이명희와 김아 (2008)이 

제작한 한국형 기본심리 욕구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의 각 하 요소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이 있으며 

각 6문항씩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 

욕구 충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체 .87, 하 요인별로는 자율성 .70, 유능성 

.75, 계성 .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4, 하 요인별로는 자율성 .73, 

유능성 .68, 계성 .7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로그램을 활용해서 통계처리를 

하 다. 자료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  조사

상자의 인구 사회학  특성으로 기술통계 결과를 산출

하 다. 둘째, 각 변수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기 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 다. 셋째, 성

별과 스마트폰 과의존 수 에 따른 시간과 콘텐츠이용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하

다. 넷째,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

리 욕구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를 분석하

여 연 성과 다 공선성을 확인하 다. 다섯째, 부모 양

육 태도,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하 고, 부모 양육 태

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에서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해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

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 고, 추가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 2학년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490명

(54.4%), 여자가 411명(45.6%)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164명(18.2%), 인천 149명(16.5%), 경기 읍

면지역 290명(32.2%), 경기 소도시 298명(33.1%)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양부모가정 861명(95.6%), 편모

가정 28명(3.1%), 편부가정 11명(1.2%), 조손가정 1명

(0.1%)으로 나타났다. 주 돌  자는 1순 로 어머니 858

명(95.2%), 아버지 28명(3.1%)으로, 부분 어머니나 아

버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월평균 소득으로는 월 

200만 원 미만 11명(1.2%), 월 200~400만 원 미만 339명

(37.6%), 월 400~600만 원 미만 475명(52.7%), 월 600만 

원 이상 76명(8.4%)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01) 

변수 구분 N %

성별
남자 490 54.4

여자 411 45.6

거주지역

대도시_서울 164 18.2

대도시_인천 149 16.5

읍면지역_경기 290 32.2

중소도시_경기 298 33.1

가족형태

양부모 861 95.6

한부모(모) 28 3.1

한부모(부) 11 1.2

조손 1 0.1

주돌봄자
(1순위)

어머니 858 95.3

아버지 28 3.1

조부모 12 1.3

기타 3 0.3

가계 월 
평균소득

월 200만 미만 11 1.2

월 200만~400만 미만 339 37.7

월 400만~600만 미만 475 52.7

월 600만원 이상 7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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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를 

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 편차

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균 확인 결과 독립변

수와 매개변수는 5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독립변수인 

정  양육 태도는 3.68, 부정  양육 태도는 2.89, 매

개변수인 자율성은 3.42, 유능성은 3.34, 계성은 3.41,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4  척도로 측정되었는

데 평균 2.22로 나타났다.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각 변인에서 왜도

가 값 2 미만, 첨도의 값이 7 미만으로 정규성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901) 

변수 가능범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1-5 3.68 0.59 -0.08  0.09

  부정적 양육태도 1-5 2.89 0.70 -0.57  0.18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1-5 3.42 0.74  0.31 -0.28

  유능성 1-5 3.34 0.62 -0.14  0.67

  관계성 1-5 3.46 0.66 -0.09  0.21

스마트폰 과의존 1-4 2.22 0.58   0.22 -0.3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3.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부모 양육 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

심리 욕구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 양육 태도의 정  양육 태도(t=-2.87, p<.01)

와 부정  양육 태도(t=2.34, p<.05) 모두 남녀 간 유의

한 차이를 보 는데, 정  양육 태도는 남자(M=3.63)

보다 여자(M=3.74)가 높게 나타났고, 부정  양육 태도

는 남자(M=2.94)가 여자(M=2.83)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심리 욕구에서는 계성이 남녀 간 유의한 차이

를 보 는데(t=-2.06, p<.05), 남자(M=3.42)보다 여자

(M=3.51)가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도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t=5.35, p<.001), 남자(M=2.31)

가 여자(M=2.10)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수 이 높은 것

으로 검증되었다.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                         (N=901)

변수
남자 여자

t값 P값
M SD M SD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3.63 0.57 3.74 0.62 -2.87  .004

  부정적 양육태도 2.94 0.65 2.83 0.76   2.34  .019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3.44 0.74 3.40 0.76  0.70  .483

  유능성 3.32 0.61 3.37 0.63 -1.26  .210

  관계성 3.42 0.62 3.51 0.71 -2.06  .040

스마트폰 과의존 2.31 0.60 2.10 0.54   5.35 <.001

3.2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에 따른 차이

스마트폰 과의존 수 에 따라 부모 양육 태도, 스마

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 양육 태도의 정  양육 태도(t=5.33, p<.001)

와 부정  양육 태도(t=-4.96, p<.001)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정  양육 태도는 일반군(M=3.79)

이 험군(M=3.58)보다 높고, 부정  양육 태도는 일반

군(M=2.78)보다 험군(M=3.01)이 높게 나타났다.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t=6.15, p<.001)과 유능성

(t=4.09, p<.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자율성은 

일반군(M=3.57)이 험군(M=3.27)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능성도 일반군(M=3.42)이 험군(M=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계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t=-41.29, p<.001), 일반군(M=1.75)보다 험군

(M=2.69)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과의존 수준에 따른 차이                  (N=901)

변수
일반군 험군

t값 p값
M SD M SD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3.79 0.58 3.58 0.59   5.33 <.001

  부정적 양육태도 2.78 0.75 3.01 0.64 -4.96 <.001

기본심리욕구

  자율성 3.57 0.78 3.27 0.67   6.15 <.001

  유능성 3.42 0.63 3.26 0.60   4.09 <.001

  관계성 3.50 0.68 3.42 0.64   1.93  .054

스마트폰 과의존 1.75 0.31 2.69 0.37 -41.2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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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과

의존 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과의존, 정  양육 태도, 부정  양육 태

도, 기본심리 욕구 간의 연 성을 검증하기 해 상

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r=.25, p<.001), 유능성

(r=.38, p<.001), 계성(r=.35, p<.001)과 모두 정(+)  

상 계, 부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r=-.44, p<.001), 

유능성(r=-.17, p<.001), 계성(r=-.24, p<.001)과 모두 

부(-)  상 계를 보 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  양육 태도와 부(-)  상

계(r=-.21, p<.001), 부정  양육 태도와 정(+)  상

계를 보 고(r=.15, p<.001), 자율성(r=-.22, p<.001), 

유능성(r=-.13, p<.001)과 부(-)  상 계를 보 다. 

반면에 계성과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한, 

모든 요인의 상 계수가 0.8 미만으로 다 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변인 1 2 3 4 5 6

1.긍정적 양육태도 1

2.부정적 양육태도
-.27

(<.001)
1

3.자율성
 .25

(<.001)
-.44
(<.001)

1

4.유능성
 .38

(<.001)
-.17

(<.001)
 .16

(<.001)
1

5.관계성
 .35

(<.001)
-.24
(<.001)

 .19
(<.001)

 .51
(<.001)

1

6.스마트폰 과의존
-.21

(<.001)
 .15

(<.001)
-.22
(<.001)

-.13
(<.001)

-.06
(.052)

1

5. 부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과

의존 간 영향

부모 양육 태도는 독립변수로, 스마트폰 과의존은 종

속변수로 투입하여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변수로 하여 

변수 간 향 계를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하 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 이용 콘텐츠와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은 더미 변

환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

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β=.140, p<.001), 유능성

(β=.354, p<.001), 계성(β=.306, p<.001)에 모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  양

육 태도는 자율성(β=-.398, p<.001), 유능성(β=-.108, 

p<.01), 계성(β=-.155, p<.001)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성(β=-.155, 

p<.001)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 양육 태도, 기본심리 욕구, 스마트폰 과의존 간 

영향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값 p값

자율성

(상수) 12.583 0.640 　

긍정적 양육태도  0.088 0.019  .140  4.54 <.001

부정적 양육태도 -0.141 0.011 -.398 -12.70 <.001

F=21.423 (p<.001), R2=.253, adj R2=.241

유능성

(상수)  6.914 0.560 　

긍정적 양육태도  0.185 0.017  .354 10.91 <.001

부정적 양육태도 -0.032 0.010 -.108 -3.26 .001

F=12.959 (p<.001), R2=.170, adj R2=.157

관계성

(상수)  7.751 0.602 　

긍정적 양육태도  0.170 0.018  .306  9.34 <.001

부정적 양육태도 -0.049 0.010 -.155 -4.66 <.001

F=11.840 (p<.001), R2=.158, adj R2=.144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값 p값

스마트폰 
과의존

(상수) 22.804 2.155 　

긍정적 양육태도 -0.158 0.055 -.097 -2.86 .004

부정적 양육태도  0.073 0.032  .079  2.28 .023

자율성 -0.402 0.089 -.155 -4.54 <.001

유능성 -0.139 0.112 -.044 -1.24 .216

관계성  0.169 0.104  .058  1.63 .104

F=16.331 (p<.001), R2=.239, adj R2=.225
 

 * 주이용 콘텐츠, 성별,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음

6.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관계에서 기

본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앞서 도출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 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고 추가로 Sobel test한 결

과는 [표 7]과 같다. 

정  양육 태도가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

의존에 미치는 간 효과 크기가 0보다 작고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부(-)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B=-.0374, p<.05). 그리고 부정  양육 태도는 자

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간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1270

크기는 0보다 크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정

(+)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603, p<.05). 즉 

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로 스마트폰 과의존

을 낮춰주고, 부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로 스

마트폰 과의존을 높여주는 것으로 단되었다. 

표 7.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에서 기본심리 

욕구 매개효과 유의성 

경로
간 효과 
크기

표
오차

95% 신뢰구간 Sobel 
p값하한값 상한값

긍정적 양육행동 → 자율성 
→ 스마트폰 과의존

-.0374 .0118 -.0639 -.0175 .001

긍정적 양육행동 → 유능성 
→ 스마트폰 과의존

-.0222 .0251 -.0709 .0282 .218

긍정적 양육행동 → 관계성 
→ 스마트폰 과의존

 .0295 .0199 -.0087 .0696 .109

부정적 양육행동 → 자율성 
→ 스마트폰 과의존

 .0603 .0149 .0327 .0906 <.001

부정적 양육행동 → 유능성 
→ 스마트폰 과의존

 .0037 .0045 -.0050 .0133 .247

부정적 양육행동 → 관계성 
→ 스마트폰 과의존

-.0083 .0057 -.0202 .0025 .123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스마트

폰 과의존에 미치는 향과 기본심리 욕구가 매개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주

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특성에 따른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

폰 과의존과 기본심리 욕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 

양육 태도에서 애정은 여자가, 방치는 남자가 높게 지

각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남자가 여

자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김도연, 양혜정(2014)의 연구

와 일치하며[42], 남자보다 여자가 높다는 고재수(2014)

의 연구와 반 의 결과이다[43]. 이런 다른 결과는 본 

연구의 부모 양육 태도에서 남자가 방치의 경험이 높은 

것과 련이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과도하

게 사용하는 요인으로 래를 통한 모델링과 친구 계

의 기 , 압력 때문이라는 Bread(2008)의 연구[44]에서 

부모가 방치하고 있는 동안 인터넷을 과하게 사용할 것

을 추측할 수 있다. 기본심리 욕구는 계성에서 여자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우리 등(2014)의 연구와 일치

하며[45], 자율성이 여자가 높게 나온 조윤희(2016)의 

연구[46]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계성이 높

게 나온 것은 여자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의 애정이 

높게 나온 것과 련이 있을 것으로 측한다. 학교 

시기는 자율성과 친 감을 획득하는 것이 발달과업으

로[47] 친구 계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

에 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심리 으로 안정감과 소속

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것과 련[48]이 깊다

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 이 심각함을 사회 으로 인식하

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

폰 과의존의 방과 치료에 극 으로 개입되어야 함

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 유

능성과 부모의 정  양육 태도에서 부 (-) 상 을 

보 으며, 부정  양육 태도에서는 정 (+) 상 을 보

다. 이는 임정아 등(2016)의 연구가 지지하며[49], 부

모의 양육 태도가 정 일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이 낮

아지고, 부정 일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짐을 의

미한다. 기본심리 욕구는 정  양육 태도에서는 정

(+) 상 을, 부정  양육 태도에서는 부 (-) 상 을 보

다. 이는 이선 (2013)의 연구가 지지하며[35],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춰주

고 기본심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스마트폰 과의

존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  부

모 양육 태도와 기본심리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의 보

호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부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교육

의 기회를 확산하고 가족 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이 개발되고 용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와 성별, 인터넷 사용시간

을 통제변수로 하 을 때, 정  양육 태도는 기본심

리 욕구에 정 (+) 향을, 부정  양육 태도는 기본심

리 욕구에 부 (-)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는 윤인숙(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50],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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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  양육 태도가 기본심리 욕구를 충족시켜 스

마트폰 과의존을 낮출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기본심리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정  양육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의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매개 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춰주

고 부정  양육 태도는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

의존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재가 자율성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소 (2018)의 연구[51]가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기본심리 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계성 세 요소  자율성만 매개하는 것으로 나왔는

데, Ryan(1982)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유능성과 계

성도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율성을 세 요소  

가장 핵심요인으로 보았다[52]. 자율성의 충족은 사회

 발달, 스마트폰 과의존, 인 계 등에 정 인 

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

정이나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 

주기 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지역사

회 문기 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제언 및 제한점 

이상의 연구결과에 한 논의를 심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방하기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를 한 제언으로, 정 인 양육 태도로 

스마트폰 사용에 해 지도할 때 학생의 자기조 능

력 향상을 해서 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친 한 

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 스마트폰 사용에 한 시간을 정하

고 규칙을 통해 자녀에게 반복하게 함으로 스마트폰을 

정 으로 활용하는 자신감을 심어 다. 자율성 욕구

를 충족시키기 해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에 한 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며 자신에게 우선으로 

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되 외부  향이 

있음에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조 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모가 청소년 세

의 특성을 토 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이해할 수 있

도록 돕기 해 변해가는 소통문화와 생활방식에 해 

배움을 한 부모 양육 로그램에 극 으로 참여하

는 것이 요하다. 

둘째, 국가의 개입을 한 제언이다. 청소년의 스마트

폰 과의존에 한 국가 정책  측면에서의 노력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바른 사용 환경조성 

 치유 심의 상담과 더불어 ICT 역량 강화 상담 도입

으로 서비스를 다원화하고 건강하고 바른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스마트쉼문화운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재 국가의 스마트폰 과의존 방정책으

로 유・아동, 청소년, 공공기 종사자는 1년에 1회(청

소년은 연 2회) 의무 으로 방 교육을 받도록 법 으

로 규정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방 교육을 한 콘

텐츠를 연령별로 제작 보 하고 있으며 교육을 요청하

는 기 에 강사를 견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교육 내용으로는 자녀세 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문

화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부모 자신과 자녀의 사용 검 

기회를 마련하여 사용습  변화를 한 부모 역할 동기

를 강화하며, 자녀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한 자

기 조 력과 통제력을 키울 수 있는 부모 역할 방법과 

건강한 사용을 돕는 지도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로그램의 내용이 자율성에 을 두고 있다면 계

성과 유능성 충족을 한 내용을 보완하고 정  양육 

태도를 함양하는 구체 인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심의 지능정보기술이 퍼지

고 있는 시 인 만큼 부모 자녀 간의 세  간 지능정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가족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향

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입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증가로 사회  

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인 부모 양육 태

도와 기본심리 욕구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방하는 보

호 요인임을 밝히고 기본심리 욕구 충족을 한 스마트

폰 지도 방법을 제언하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폰 과의존 방정책을 소개하고 보완해야 할 것을 제언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가지는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과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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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 비율이 지역의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지역을 국 17개 시도에서 서울, 

인천, 경기로 축소하고 도시 규모별로 표본 할당하 고 

조사 상을 학교 2학년으로 한정했다. 학교 2학년

을 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

에서는 학령별로 확장하여 상자별 차이 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의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하 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다 객 으로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 기본심리 욕구의 계를 다룬 연구가 

어 활발한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상 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변

수 간의 1차원  인과 계를 살펴본바, 추후 연구에서

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  상

계를 알아보고 각 변수의 직‧간 효과를 측정하여 

좀 더 정확한 인과 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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