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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구실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은 “초4 코호트” 2,607명 중 불성실한 응답표본 208명을 제외한 2,399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 지지와 강요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부(-)영향을 미치지만, 거부와 비일관성은 공격성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일관성과 거부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강요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위축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지지, 거부, 강요 그리고 비일관성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
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사하는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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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parent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on smartphone dependence. In addition, it is to verify whether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dependence 
on smartphon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KCYPS 2018)” were used for analysis. The sample group is 2,399 “elementary school students 4 
cohort”.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utonomy support 
and coercion had a negative effect on aggression of children, but rejection and inconsist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aggres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inconsistency and reje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social atrophy, but coercion had a negative effect. Third, it was found that 
aggres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dependence on smartphones, but social withdrawal had 
no significant effect. Fourth, it was found that autonomy support, rejection, coercion, and inconsistency 
indirectly affect children's dependence on smartphones through aggression. In this study's conclusion, 
practical implications for lowering children's dependence on smartphon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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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의 보급 및 확산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장소
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정보검색부터 시작하여 전자책ㆍ
웹툰ㆍ웹 소설, 게임, 교육, 라디오와 팟캐스트, SNS 등
을 통하여 타인 또는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리서치(Pew 
Research)의 2018년 조사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는 약 50억 대로 추정되며, 이 중 약 절
반 정도는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7개 국
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꼭 필요한 도구이지
만,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은 순기능적인 측면만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다[1][2].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
하지 못하는, 즉 익숙한 습관이 꼭 해야만 하는 행동으
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독이 일어난다는 의미이
기 때문이다[3].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은 스
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역기능적 현상으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
험군으로 분류되어지며 전년대비 0.9% 증가하여 2012
년 이후 평균 1.27%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하였
다[4].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유ㆍ아동(만3~9세)의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가장 큰 폭
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0.9%, 성인과 60대가 0.7% 
증가하였다. 유ㆍ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은 부모가 일반군일 경우(26.3%)보다 과의존 위험군일 
경우(36.9%)보다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맞벌이 가정인 
경우(26.1%) 외벌이일 경우(20.8%)보다 과의존 위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
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언행을 일컫는 개념
으로,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

고 있다. 김진숙 등(2014)은 부모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격성을 매
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5]. 노
충래ㆍ김소연(2016)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
존도에 부(-)의 영향을,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
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6]. 
또한, 이들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
성을 감소시키고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는 반면, 부정
적 양육태도는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스
마트폰 의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
태산ㆍ김자경(2016)도 부모의 과잉간섭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위축은 우울
과 함께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7]. 임정아ㆍ김명식
(2018)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공격성과 충
동성이 완전히 매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8].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격성은 의도를 가지고 타인
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어진다
[9][10]. 그리고 이러한 공격성에 따라, 아동은 자신이 
생각한 호의적인 태도가 타인으로부터 부정되거나 도
전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 그 대상에 대하여 공격성을 
드러내게 된다[1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적인 자녀를 만드는 반면
[12][13],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공격성을 낮
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4]. 국내 선행연구들에
서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을 높
이고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과 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5][16]. 차은진ㆍ김경호(2016)
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낮추며 스
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는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공격
성을 높이며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17].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스마트폰 
의존도가 또래 관계를 악화시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
성을 증가시킨다는 즉, 스마트폰 의존이 공격성을 강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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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상대적으
로 낮거나 또래 수용도가 낮은 것을 말한다[20].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처해 상호작용 전 
긴장감과 두려움을 느껴, 사회적 관계 형성을 회피 또
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립시키려는 경향이다[21].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과 달리 타
인의 관심을 끌만 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겉으로 잘 드
러나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쉽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사회적 위축을 사회 부적응 행동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녀의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방임
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위축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
춤으로써 사회적 위축을 낮춘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
다[22].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들과 같이, 부모의 양
육태도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
련한 연구들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를 포함시켜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
으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자녀의 공격성과 사회
적 위축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
구들과 함께, 스마트폰 의존도가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들이 혼
재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
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
할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며, 스마
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부모들의 양육태도와 관련
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확인하는 
것이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
성,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도를 파악한다.

 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Ⅱ. 연구 방법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수행 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었던 가장 
최근 자료인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99)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2018(KCYPS 2018)’의 
조사대상은 2018년에 표집 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
교 1학년의 2개 코호트 총 5,197명과 보호자를 대상으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93 49.7
여 1,206 50.3

출생연도
2007 12 0.5
2008 2,377 99.1
2009 10 0.4

학교지역

서울 369 15.4
부산 136 5.7
대구 106 4.4
인천 145 6.0
광주 77 3.2
대전 58 2.4
울산 55 2.3
세종 27 1.1
경기 614 25.6
강원 97 4.0
충북 91 3.8
충남 133 5.5
전북 94 3.9
전남 80 3.3
경북 132 5.5
경남 158 6.6
제주 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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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중 “초4 코호트” 자료
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 “초4 코호트” 자료의 원패널은 초등학
교 4학년 2,607명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2020).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4 코호트” 
2,607명 중 불성실한 응답표본 208명을 제외한 2,399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193명(49.7%), 
여학생이 1,206명(50.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출생연도는 2008년 출생자가 2,377명으로 전체의 
9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지역은 경기
도가 614명(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 
369명(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2.1 부모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에 대한 척도는 김태명ㆍ이은주(2017)의 양육태도 척
도 24개 문항을 사용한 것으로,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
위요인은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의 3개 요인으
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23].

긍정적 양육태도와 관련한 하위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스함과 관련한 문항들은 ‘부모
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
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따스함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인 따스함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지와 관련한 문항들은 ‘부모
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
아주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지지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로 나타
났다. 구조제공과 관련한 문항들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 할 때, 부모
님께서 설명해주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조제공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구
조제공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련한 하위요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부와 관련한 문항들은 ‘부모님
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
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적 양육태도
의 하위요인인 거부와 관련한 첫 번째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 계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거하
였으며, 거부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6
으로 나타났다. 강요와 관련한 문항들은 ‘부모님은 나에
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강요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비일관성과 관련한 
문항들은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등의 4개 문
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일관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일관성
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다.

2.2 공격성
공격성은 조붕환ㆍ임경희(2003)의 공격성과 관련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한 
척도를 사용한 것이다[24].

공격성과 관련한 문항들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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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등의 6문항으로, 이 중 마지막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 계수가 향상되어 5문항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2로 나
타났다.

2.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ㆍ김경연(1998)의 사회적 위축

과 관련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ㆍ보완하
여 활용한 척도를 사용한 것이다[25]. 

사회적 위축과 관련한 문항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으
면 어색하다’, ‘부끄럼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사
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의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위축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4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는 김동일 등(2012)의 스마트폰 중

독 자가진단 척도 12개 문항을 사용한 것으로, 스마트
폰 의존도는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의 3가지 하위변
인으로 구성하였다[26].

일상생활 장애에 관한 문항들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
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
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
은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역문항)’ 
등의 5문항으로, 이 중 마지막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
뢰도 계수가 향상되어 4문항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장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상생활 장애 
정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
났다.

금단에 관한 문항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
절 못하고 초조해 진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의 3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금단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금단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내성에 관한 문항들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
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스마트폰 사
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의 3개 문
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성에 대한 신
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

육태도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하여 스마트
폰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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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
인들에 대한 분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하여 스마
트폰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과 함께 매개효과 검
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사회

적 위축 및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인 따스함의 평균은 3.58(SD=.534), 자율성 지지의 평
균은 3.50(SD=.536), 구조제공의 평균은 
3.30(SD=.520)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
위요인인 거부의 평균은 1.38(S.D=.526), 강요의 평균
은 2.12(S.D=.644), 비일관성의 평균은 1.89(S.D= 
.618)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평균은 1.81(SD=.602), 사
회적 위축의 평균은 2.03(SD=.742), 스마트폰 의존도
의 평균은 1.72(SD=.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
인들에 대한 왜도(skewness) 절댓값이 모두 2보다 적

고, 첨도(kurtosis) 절댓값도 모두 7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변인들에 대한 분포가 정규분포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영향요인
2.1 확인요인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각 측정항목들에 대한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GFI≥0.9, 
AGFI≥0.8, NFI≥0.9, CFI≥0.9, RMSEA≤0.08 등을 
이용하였으며,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척도정제과정을 수행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 값은 512.151(df=273, 
p=.000),  GFI= .991, AGFI= .979, NFI= .981, CFI= 
.991, RMSEA= .019 등으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
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
=1.87, RMSEA= .019, CFI= .991, TLI= .988 등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변인 하위
요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긍정적
양육태도

따스함 3.58 .534 -1.224(.050) 1.293(.100)

자율성 지지 3.50 .536 -1.019(.050) 1.182(.100)

구조제공 3.30 .520 -.604(.050) .838(.100)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1.38 .526 1.481(.050) 2.296(.100)

강요 2.12 .644 .267(.050) -.146(.100)

비일관성 1.89 .618 .384(.050) -.124(.100)

공격성 1.81 .602 .413(.050) -.370(.100)

사회적 위축 2.03 .742 .315(.050) -.635(.100)

스마트폰 의존도 1.72 .535 .691(.050) .253(.100)

적합도  ()  / RMSEA CFI TLI

측정모형 509.859
(.000) 272 1.87 .019 .991 .988

Good fit < 2 < .05 > .95 > .95

Acceptablefit < 3 < .10 > .9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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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 지지는 공격성에 대하
여 경로계수(C.R.)가 -0.448(-1.711)로 유의적인 부(-)
의 영향을 미치지만, 따스함과 구조제공은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경우, 즉 ‘부모님
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부모님은 나의 생
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
에는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4. 분석결과
경로 Estimate S.E. C.R.

긍정적
양육태도

따스함 → 공격성   0.097   0.191  0.510

자율성지지 → 공격성  -0.448   0.262 -1.711*

구조제공 → 공격성   0.340   0.210  1.621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 공격성   0.402   0.183  2.194**

강요 → 공격성  -3.880   1.670 -2.323**

비일관성 → 공격성   3.642   1.427  2.552**

긍정적
양육태도

따스함 → 사회적위축   0.465   0.692  0.672

자율성지지 → 사회적위축  -1.290   0.962 -1.341

구조제공 → 사회적위축   0.955   0.580  1.648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 사회적위축   1.112   0.495  2.244**

강요 → 사회적위축 -14.555   7.947 -1.832*

비일관성 → 사회적위축  12.482   6.843  1.824*

긍정적
양육태도

따스함 →스마트폰의존도  -0.214   0.607 -0.353

자율성지지 →스마트폰의존도   0.305   1.612  0.189

구조제공 →스마트폰의존도  -0.218   1.213 -0.180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스마트폰의존도  -0.419   1.305 -0.321

강요 →스마트폰의존도   3.935  18.063  0.218

비일관성 →스마트폰의존도  -3.187  15.468 -0.206

공격성 →스마트폰의존도   0.403   0.118  3.409***

사회적위축 →스마트폰의존도   0.361   0.920  0.695
*p<0.1, **p<0.05, ***p<0.00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비일관성과 
거부는 공격성에 대하여 경로계수(C.R.)가 각각 3.642 
(2.552), 0.402(2.194)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
치는 반면, 강요의 경우에는 공격성에 대하여 경로계수
(C.R.)가 -3.880(-2.323)으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
실 때도 가끔 있다’,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는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자녀가 
인식하는 경우, 자녀의 공격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
각하신다’,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
러워하지 않으신다’와 같은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자녀가 인식하는 경우, 자녀의 공격성은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따스함, 자율
성지지, 그리고 구조제공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부정
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비일관성과 거부
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 경로계수(C.R.)가 각각 
12.482(1.824), 1.112(2.244)로 유의적인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요는 경로계수
(C.R.)가 -14.555(-1.832)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정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비일관성과 거부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같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높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 부
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와 같은 강
요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낮추는 쪽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격성
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하여 경로계수(C.R.)가 
0.403(3.409)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위축은 경로계수(C.R.)가 0.361(0.695)로 스마
트폰 의존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2.4 매개효과 검증
[표 4]의 분석결과에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매개변수 

중 공격성만 스마트폰 의존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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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
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Holmbeck 
(1997)의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27]. 매개효
과 검증에는 부트스트래핑, Holmbeck 방식 등이 활용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Holmbeck 방식을 적용하
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지지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격성
은 /d.f.의 값이 3.84 이하여서 완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거부가 스마
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격성은 /
d.f.의 값이 3.84 이하여서 완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요와 비일관성도 /d.f.
의 값이 3.84 이하여서 완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자율성지지, 거부, 강요 그
리고 비일관성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도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공격성

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 
지지는 공격성에 대하여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
지만, 따스함과 구조제공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가 자녀
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공격성이 낮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
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
성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으나, 수용자율과 거부통제를 부모의 양육태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다[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비일관성과 
거부는 공격성에 대하여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
는 반면, 강요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ㆍ방임적 양
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28].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아동의 문
제행동의 원인인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환경
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함께 문제행동에 대한 비일관적인 태도
보다는 강요적인 태도 즉,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개
입이 강화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비일
관성과 거부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요는 유의적인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임적 양육태도 즉,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것이다[18]. 따라서 부모들은 강요가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더라도 문제행동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는 양육태도를 가져야 아동들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상처를 받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공격성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하여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위축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

구분  d.f.   d.f.

긍정적
양육태도

자율성
지지 공격성

완전매개 36.431 22 - -

부분매개 36.431 22 - -

부정적
양육태도

거부 공격성
완전매개 39.497 22 - -

부분매개 35.823 21 3.674 1

강요 공격성
완전매개 28.141 22 - -

부분매개 28.141 22 - -

비일관성 공격성
완전매개 40.886 23 - -

부분매개 40.886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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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5]. 이들의 
연구와 같이 공격성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스트레스의 분출통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와 접한 관련성이 있다
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을 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 및 운동프로그램에 자
녀를 참여시켜 스트레스 조절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하여
야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는 연구결과[29]와는 상이하며,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구결과와는 일치하
는 결과이다[30]. 이와 같이 사회적 위축 또는 사회적 
적극성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들
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자율성지지, 거부, 강
요 그리고 비일관성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연
구결과에서 공격성이 부모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의존 
간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5].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는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가정환경 즉, 바람직한 부모
의 양육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과 사회적 위축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한계점은 후속 연구들을 통
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
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아동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척도는 김태명ㆍ이은주[23]의 연구를 
토대로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각각에 관한 3개 요인

을 통하여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
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다양한 분류방법에 따라, 해당 요인들이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규모와 같은 개인특성변인과 관련
한 인식차이 및 영향관계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달리 스마트폰 
의존도가 공격성 또는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도 혼재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의 매개변수인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
존도간의 선후행관계에 대해서 국한하여 추가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1] 이상준,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분석,” 청
소년복지연구, 제20권, 제3호, pp.47-67, 2018.

[2] 심혜선, 전종설, “중학생 스마트폰 중독 개입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학연구, 제26권, 제3호, pp.143-174, 
2019.

[3] S. S. Alavi, M. Ferdosi, F. Jannatifard, M. 
Eslami, H. Alaghemandan, and M. Setare,  
“Behavioral addiction versus substance 
addiction: correspondence of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views,” Int J Prev Med, Vol.3, 
No.4, pp.290-294, 2012.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스마
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19. 

[5] 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
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제27권, pp.1-24, 2014.

[6] 노충래, 김소연,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 pp.87-114, 
2016.

[7] 최태산, 김자경, “부모의 과잉간섭이 초등학생의 휴대
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호, pp.393-4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15

2016.
[8] 임정아, 김명식,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

치는 영향: 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
합연구, 제16권, 제3호, pp.395-405, 2018.

[9] L. Berkowitz,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1993.

[10] M. A. Marsee and P. J. Frick,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5, pp.969-981, 2007.

[11] R. F. Baumeister, L. Smart, and J. M. Boden,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Vol.103, 
pp.5-33, 1996.

[12] L. D. Eron,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y, Vol.37, pp.197-211, 
1982.

[13] D. Olweus,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 
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6, No.1, pp.644-660, 1980.

[14] J. Mize and G. S. Pettit,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Vol.68, 
pp.291-311, 1997.

[15] 공인숙,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제10권, 제1호, pp.64-78, 
1989.

[16] 선우현정,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
의 만족지연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7] 차은진, 김경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
증,” 사회복지정책, 제43권, 제4호, pp.51-78, 2016.

[18] 박영숙, 임안나,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
지연구, 제57호, pp.57-84, 2018.

[19] S. Bayram Ödemir, C. S. Cheah, and R. J. 

Copla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multiple forms of social withdrawal in Turkey,” 
Social Development, Vol.24, No.1, pp.142-165, 
2015.

[20] 김소연, 노충래, 손유경,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또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3호, pp.251-277, 2016.

[21] 신연섭, 이봉건, “대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감각추구
성향, 충동성, 공격성의 관계분석,” 한국청소년문화연
구소, 제45권, pp.61-84, 2016.

[22] 송인한, 권세원, 김성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용
도와 사회적 위축간의 관계에서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지는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8
호, pp.185-211, 2014.

[23] 김태명, 이은주,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
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제
24권, 제3호, pp.313-333, 2017.

[24] 조붕환, 임경희,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4호, pp.729-746, 2003.

[25] 김선희, 김경연,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
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55-166, 1998.

[26] 정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
창민, 남지은,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
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제13권, 제2호, 
pp.629-644, 2012.

[27] G. N. Holmbeck,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5, No.4, pp.599-610, 1997. 

[28] 권연희,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부
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5호, pp.927-940, 
2011.

[29] 윤혜정, 권경인,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들이 특성 및 
중독과정 촉진요인,” 상담학연구, 제12권, 제2호, 
pp.577-598, 2011.

[30] 장신재, 양혜원, “부모의 방임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관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12416

개효과,”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pp.133-156, 
2015.  

저 자 소 개

박 혜 정(Hye-Jung Park)                  정회원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2014년 3월 : 경남도립거창대학 초

빙교수
▪2018년 4월 ~ 현재 : 합천군육아종

합지원센터장

 <관심분야> : 영유아 발달, 교육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