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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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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26 mothers with 3-to 5-year-old children, residing in Incheon.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version 21.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PROCESS MACRO for 
the separate and dual mediating effect.          
Results: The major finding of the study wa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Specifically, both the simple and the dual mediation 
effects of the mediator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basis for specific interventions for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finds influence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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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아의 문제행동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유아기 행동 범위에

서 벗어나 유아 자신 및 타인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방해

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Kaiser & Rasminsky, 2012). 문제행동

은 나타나는 갈등 양상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

제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Achenbach & Edelbrock, 1983). 내

재화 문제행동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고 적절하

게 표현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동으로 우울, 위축, 불안 등 정서

적인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Achenbach & Rescorla, 2000). 내재

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미성숙한 사고를 야기하는 동시에 사

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유아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S.-

H. Lee, Koh, & Kim, 2009). 외현화 문제행동이란 자신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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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표출하는 행

동으로, 공격적인 행동,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등을 포함한다

(Achenbach & Rescorla, 2000; Campbell, 2006).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교육기관 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교실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학습 방해로 인

한 인지발달의 문제, 자아존중감의 하락 등 다양한 영역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lotsky-Shearer, Bell, Romero, 

& Carter, 2012; Bulotsky-Shearer & Fantuzzo, 2011; Chi & Kim, 

2014; H. J. Lee, Yi, & Shin, 2013). 

유아기 문제행동은 추후 발달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제행동

을 보였던 유아의 약 60%가 성인기에도 문제행동의 지속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St James-Roberts, 1998; 

McGee, Partridge, Williams, & Silva, 1991).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유아기에 발현된 내재화 문제행동은 높은 안정성을 보

이며 추후 내재화 질병의 진단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Basten et al., 2016; Mesman & Koot, 

2001). 또한 3세에서 5세 사이에 주의력 문제 및 과잉행동 문

제를 보인 유아는 이후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폭력성이 지

속되거나 범죄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Loeber & Farrington, 2000). 이와 같이 문제행동의 발생 초

기인 유아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연령의 

증가와 함께 문제행동의 수준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의 주장이다(Feil, Severson, & Walker, 1998; Patterson, 

Capaldi, Bank, Pepler, & Rubin, 1991). 따라서 문제행동의 발생 

초기인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생 경로를 탐색하여 이를 예방하

는 것은 적응적인 인간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문제행동의 발달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

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유아가 처음 접하는 환경적 요인의 하나인 어

머니의 역할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알려져 있다(Gryczkowski, Jordan, & Mercer, 2010; J. 

Kim & Sung, 2014; Kwon & Chun, 2015). 그중에서도 어머니

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Chae, 2017; K. S. Cho & Kim, 2016; 

Hyun, Park, Cho, & Kim, 2013; Y.-Y. Kim & Choi, 2015). 스마

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스마트

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를 

경험하는 상태를 뜻한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8).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이전까지 사용하던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

에서 오는 거부감과 저항감을 줄이고, 스마트폰 이용을 억제

하기보다 균형적 조절능력을 도와 궁극적으로 의미 있고 생산

적인 디지털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념화한 

용어이다(Aum,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스마트

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을 높이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직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 S. Cho & Kim, 2016; 

Yoo, Kim, & Hwang, 2017). 또한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오랜 

시간 의존하는 것은 자녀와 상호작용할 물리적인 시간을 뺏을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 감소, 정서조절의 어려움 증가, 자녀 학

대 및 방임 가능성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Y. O. Chang, 2015; Hyun et 

al., 2013; NIA, 2012).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유아기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은 어머니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 

집단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체 평균 수치인 18.6%를 

웃도는 19.1%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아동의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군의 증가 폭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크다는 

조사결과가 밝혀지면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MSIT & NIA, 2018).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유아는 공감능력과 주의집중능력이 감소하고 불안과 우울, 충

동성 및 부주의가 증가해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고 알려졌다(J.-J. Cho & Cho, 2015; K. S. Cho & 

Kim, 2016; Choi, 2016; Jo, Choi, & Noh, 2018; C. Park & Park, 

2014; Seo, Park, & Kim, 2014; J. H. Yoo & Moon, 2017). 유아

가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oh, 2014; S. Lee & 

Lee, 2014; W. S. Lee & Sung, 2012; MSIT & NIA, 2018). 어머니

가 유아에게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아

니라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모델이 됨으로써 유아의 스

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Gown & Chyung,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

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매개

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 개인 내

적 변인으로 의도적 통제가 주목받고 있다(E. Cho & Jeong, 

2014; Shin & Chung, 2018). 의도적 통제란 기질의 하위 요소

로서 목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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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또는 하위 반응을 활성화하고 계획하며 자신의 실수를 발

견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행 주의력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Rothbart & Bates, 2006). 즉, 의도적 통제는 자기 조절의 기질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을 포함한 행

위중독에 자기 조절이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Gámez-

Guadix, Calvete, Orue, & Las Hayas, 2015), 이를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족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Van Deursen, Bolle, Hegner, & Kommers, 2015). 

또한 의도적 통제는 유아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

다고 알려져 있다(Eisenberg, Ma et al., 2007; Eisenberg et al., 

2009; Olson, Sameroff, Kerr, Lopez, & Wellman, 2005). 의도적 

통제가 낮은 유아들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으며(Muris, van der Pennen, Sigmond, & Mayer, 

2008)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Muris & Meesters, 2009). 이상의 선행연구

를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스마트폰 과의존과 문제행동 

수준을 낮추는 보호 요인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의도적 통제는 기질적 요소이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다(Spinrad et al., 2007). 다

수의 선행연구는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어머니의 양육

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Gilliom, 2001; H. J. Kim 

& Lee, 2015; Kochanska & Knaack, 2003; Y. J. Lee & Chung, 

2013). 어머니가 보이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독립적인 

양육태도는 의도적 통제의 발달을 촉진시키지만(H. Chang, 

2010; Y. J. Lee & Chung, 2013),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

의 의도적 통제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anska & 

Knaack, 2003). 아직까지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며(Y. M. Cho & Lee, 2016),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과몰입 경향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력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Gil & Lee, 2016). 이러한 선

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

의 의도적 통제 수준을 낮춰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뿐 아니

라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아기 

문제행동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어머

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어떠한 경로로 유아기 문제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기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각각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

증하려 한다. 본 연구는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자

료를 제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밝혀 

향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별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중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 지역 소재 7개 유아 보육·교육기관에 속해 있

는 만 3-5세 유아와 어머니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회

수된 421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와 유아가 스

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질문지 95부를 제외하고 

총 326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인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17명(5.2%),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244명(74.9%),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64명

(19.6%), 51세 이상이 1명(.3%)이었다. 어머니의 근무 형태는 

전업주부가 156명(47.9%), 시간제 근무가 47명(14.4%), 전일

제 근무가 99명(30.4%), 기타 형태가 24명(7.4%)로 나타났다. 

기타 근무형태에는 프리랜서, 3교대 근무 등이 해당하였다. 어

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52명(16.0%), 전문대 졸업이 122

명(37.4%), 4년제 대졸이 123명(37.7%), 대학원 재학 이상이 

29명(8.9%)이었고, 가구의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

답자가 7명(2.1%),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

가 121명(37.1%),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

가 127명(39.0%), 6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71명(21.8%)

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152명(46.6%), 여자가 1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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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이었고, 자녀의 연령은 만 5세 128명(39.3%), 만 4세가 

102명(31.3%), 만 3세가 96명(29.4%)이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의도적 통

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

유아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1.5-5세 유

아용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Achenbach & Rescorla, 

2000)를 Y. A. Kim 등(2009)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36문항과 외현화 문제행

동 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정서적 반

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내용이 포함되며 예시 문

항으로는 “잘 안 먹는다.”, “마음이 쉽게 상한다.” 등이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

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싸움을 많이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자주 그렇다(2점)까지 

3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NIA (2011)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일상생

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으로 구성된다. 예시 문항

으로는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

다.”(일상생활장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가상세계지향성), “스마트폰을 사

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금단),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내성)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유아의 의도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기질 평

가지인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CBQ-SF; 

Putnam & Rothbart, 2006)을 한국에서 타당화한 척도(Lim & 

Bae, 2015)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3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주의 집중, 억제 통제, 낮은 자극 선호, 

지각 민감성, 미소와 웃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 문항으로

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때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주의 

집중),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다.”(억제 통제), “말(대화)을 걸어주면 좋아한다.”(낮은 

자극 선호), “집안에 있는 새로운 물건을 빨리 알아차린다.”(지

각 민감성), “혼자 놀면서 가끔 미소 짓거나 킥킥거리며 웃는

다.”(미소와 웃음)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

타났다.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NIA 

(2014)에서 개발하고 스마트 쉼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

고 있는 ‘유아동 스마트 중독 관찰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하위영역은 현저성, 충동·강박적 사용, 

금단, 내성, 문제, 대인간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 문항

으로는 “스마트폰 앱에 빠져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

다.”(현저성), “짜증이 나면 스마트폰부터 찾아서 켜려고 한

다.”(충동·강박적 사용), “스마트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나가면 

심하게 짜증을 낸다.”(금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

점 늘어난다.”(내성), “스마트폰을 쓰느라 잠이 부족하다.”(문

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대인간 갈

등)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

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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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2018년 6월 12일부터 6월 15일 사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수정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6

월 29일부터 8월 31일 사이 인천광역시 7개 유아 교육·보육기

관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550명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기관의 장에게 연구의 목적

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한 후 배부하였고, 기관을 통해 가정

에 안내문을 보내어 동의를 구한 뒤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최종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스

마트폰 과의존 및 유아의 문제행동의 기술적인 분석을 위해 

SPSS 21.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

폰 과의존의 개별 및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 

(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와 model 6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

은 5,000번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지정하였으며, 95% 신뢰구

간(confidential interval)을 적용하였다.

Results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는 Table 1에 제시되

었다. 유아의 문제행동 총점 평균은 14.33 (SD = 12.99), 어머

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총점 평균은 27.67 (SD = 6.79)로 나타났

으며, 유아의 의도적 통제 총점의 평균은 178.43 (SD = 19.30),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총점 평균은 49.94 (SD = 13.97)로 나

타났다. 유아의 성별 및 연령,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등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

제행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별매개효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2

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매개변인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B = -.74,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인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종속

변인인 유아의 문제행동(B = -.23,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개변인을 고려했을 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57, p < 

.001→B = .40, p < .001)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

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

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09∼.26), 95% 신

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

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 S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0 86 14.33 12.99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15 45 27.67 6.79

Children’s effortful control 133 223 178.43 19.30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30 92 49.94 13.97
Note. N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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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
존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

존은 매개변인인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B = .56,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인인 유아의 스마트폰 과

의존은 종속변수인 유아의 문제행동(B = .24, p < .001)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개변인을 고

려했을 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57, p < .001→B = .43, p < .001)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밝

혀졌다.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05∼.25),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중매개효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중매개효

과 검증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스마

Table 2
Regressio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Variables B SE LLCI ULCI R2 (F )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effortful control -.74*** .15 -1.04 -.44 .07 (23.79***)
Children’s effortful control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23*** .03 -.30 -.16 .19 (38.87***)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40*** .10 .20 .59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57*** .10 .37 .77 .09 (31.09***)
Note. N = 326.
***p < .001.

Table 3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Variables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effortful control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17 .04 .09 .26

Note. N = 326.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Variables B SE LLCI ULCI R2 (F )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56*** .11 .35 .78 .08 (26.35***)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24*** .05 .15 .34 .15 (28.77***)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43*** .10 .23 .63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57*** .10 .37 .77 .09 (31.09***)
Note. N = 32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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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과의존은 제1의 매개변인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B = -.74,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제2의 매개변인인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B = .39, p < .001)에는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의 매개변인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제2의 매개변인인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B 

= -.24, p < .001)과 종속변인인 유아의 문제행동(B = -.19, p < 

.001)에 각각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은 매개변인들을 고려했을 때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57, p < .001→B = .34, p < .01) 부분 이중매

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

를 검증한 결과(.01∼.06),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상

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07∼.23)

와 스마트폰 과의존(.01∼.14)의 개별매개효과 역시 각각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Variables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14 .05 .05 .25

Note. N = 326.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Variables B SE LLCI ULCI R2 (F )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effortful control -.74*** .15 -1.04 -.44 .07 (23.79***)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39*** .11 .18 .60 .17 (34.11***) 
Children’s effortful control →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24*** .04 -.31 -.16
Children’s effortful control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19*** .04 -.26 -.12 .22 (29.87***)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16** .05 .06 .26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34** .10 .14 .53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57*** .10 .37 .77 .09 (31.56***)
Note. N = 326.
**p < .01. ***p < .001.

Table 7
Verification of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23 .06 .13 .35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effortful control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14 .04 .07 .23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06 .04 .01 .14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effortful control →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s

.03 .01 .01 .06

Note. N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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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를 

탐색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향성

을 제시하기 위해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의도적 통제,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부분매개효과를 갖

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낮은 의도적 통제 수준을 거쳐 유아의 문제

행동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낮은 정서적 가

용성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H. Lee, 2016; Moon & Lee, 2012; Nam 

& Kim, 2015). 또한 유아의 낮은 의도적 통제가 내재화 및 외

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Derryberry & Reed, 2002; Eisenberg et al., 2009; H. Kim 

& Song, 2017; Kochanska & Knaack, 2003; M. N. Lee, Kim, 

& Kim, 2018; Lengua, 2006; Moon & Lee, 2012; Oldehinkel, 

Hartman, Ferdinand, Verhulst, & Ormel, 2007; Olson et al., 

2005; Silk, Steinberg, & Morris, 2003).

의도적 통제가 높은 유아는 분노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

서를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유연하게 조절하여, 공

격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보다 적응적인 형태로 반응할 수 있다(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또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갈등상황에서 자신

의 정서와 행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잘 발휘

되므로,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자극과 반응을 활성화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을 조절

하게 된다(Eisenberg et al., 2009). 그러므로 문제행동의 발생 초

기인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습관

을 바로잡는 동시에 자녀인 유아에게 주의전환과 행동 조절 

전략의 지원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발달을 도모할 필

요가 있으며,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 예방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분매개효과

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매개하여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

할 경우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밝힌 선행연

구와 일치한다(J.-J. Cho & Cho, 2015; K. S. Cho & Kim, 2016; 

Choi, 2016; Christakis & Zimmerman, 2007; Y. M. Lee, 2014).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유아의 경우 미성숙한 사고와 불안 및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자아중심성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타인 

조망 능력을 학습하지 못하여 반사회적인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J.-J. Cho & Cho, 2015). 또한 뇌 발달의 불균형을 야기

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B. H. Cho et al., 2014). 그러므로 유아의 문제행동

에 개입하는 방안으로써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

리고 예방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유아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

계에서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J. Park과 Hyun (2018)의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아

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보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

제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K. S. Cho와 Kim (201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유아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배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이 

부분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어머니의 스

마트폰 과의존은 유아의 낮은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매개하여 종국에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유아에게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비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우세한 반응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우세하지 않

은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자기조절 능력 발달의 핵심이 

된다(H. J. Kim & Lee, 2015).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

러한 의도적 통제의 발달을 저해하고, 의도적 통제의 수준이 

낮아진 유아는 자신의 주의를 전환하지 못하여 스마트폰을 과

다하게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이는 아동은 공

통적으로 자기조절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Van Deursen et 

al., 2015)와 중독행동은 자기조절의 결핍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Gámez-Guadix, 2014; Spada, 2014)와 맥을 같이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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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습

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Y. Cho & Lee, 2016)에 의해 

지지되는 동시에 이 경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까지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어머니의 유아 자녀의 문제행동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개입할 뿐 아니라 유아의 스마트폰 사

용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조성하여 스마트폰에 과다

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수준을 높이도록 가정과 유아보육·교육기관의 개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현대사회의 특징인 스마트폰과 관련지어 살펴보

았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머니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을 밝혀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에 대한 근거자료

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

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

력 뿐 아니라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노출된 유아의 기질적인 보호요인인 의도적 통제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수준에 

개입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기 위해 어머니 보고형 질문지만을 사

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행동은 

가정과 교실 환경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어머니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

상으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거나 실험과제를 통해 유

아의 의도적 통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스마

트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이외에 태

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존재한다. 그러

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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