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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후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Objectives: The study's aim wa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smartphone dependency and to find 
the associated factors predicting smartphone dependency.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fourth (2013) to the seventh (2016)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tudies (N = 1,248). The trajectory of smartphone dependency was analysed 
using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 with  SPSS 21.0 and AMOS 20.0.
Results and Conclusions: Over the four-year period, smartphone dependency  showed a linear increase 
along with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cept and slope. For girls, the trajectory of smartphone 
dependency, higher depression,  increased computer and game time, parental abuse, affectionate and 
inconsistent parenting, and lower academic attitude had significant effects and showed a higher degree of 
intercept. Escalating trajectory patterns were associated with identification of predictors and early 
development of smartphone dependency. The  factors identified may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for smartphone dependenc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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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주

Introduction
 

현대사회의 인류는 호모 스마트쿠스(homosmartcus)로 명명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사용이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십대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률은 학령후기부터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난다(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2019). 스마트폰이 필수적인 매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스

마트폰에 대한 의존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과의

존 실태조사(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7)에 따르면 학령 후기부터 시작되는 

십대의 스마트폰 의존은 중독과 잠재적 위험을 포함한 위험

군이 조사 대상자의 3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군의 분포

는 전 연령대에 걸쳐 십대에서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 중독을 

나타내는 십대의 아동청소년은 2017년에 14.3%에서 2019년

에 16%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19).

이처럼, 스마트폰 의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기 

이동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의 위험성을 분별함과 동시에 자

발적으로 사용 욕구를 조절하기에는 사회 인지적으로 미성숙

한 시기에 놓여 있다(Tarullo, Obradovic, & Gunnar, 2009).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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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의존은 다른 일에 방해가 될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하

고 집착하여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Han & Hur, 2004; 

Na, 200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을 느끼며, 스마트폰에 대한 강한 심리적 의존을 나타내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의존은 발달에 심각한 폐해를 야

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장기 아동의 시각, 청각의 손상, 신

체 골격의 불균형 및 비만 초래 등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Maisch, 2003), 언어 및 의사소통에 결핍을 초래하며 인지 능

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Beland & Murphy, 2014). 스마트

폰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주의력 결핍과 대인관계 문제가 

초래되고(Bianchi & Phillips, 2005),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

동을 이끌어 일탈과 같은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Radesky, 

Schumacher, & Zuckerman, 2015).

Ball-Rokeach와 DeFleur (1976)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의존은 개인과 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환경 체계들 간

의 상호 의존적인 영향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된다. 현대사회

의 대표적인 미디어로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과 그로 인한 

발달적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에 가장 

밀접한 체계 요인으로서 개인, 부모, 그리고 학교 요인의 영향

을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개인 요인 중에서 성별은 스마트

폰 의존과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

들이 여성의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Bae, 2015; Walsh, White, Cox, & Young, 2011), 여성이 남성보

다 사회적 관계에 접촉하거나 몰두하는 성향이 크고 의사소

통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uki & 

Suki, 2013) 이러한 관계 지향적 성향이 스마트폰의 사용 목적

에 반영되어 의존이 높게 나타난다고 본다. 남성은 컴퓨터나 

게임기 등 기존의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오락이나 게임을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da, Nishio, & Takeshita, 2015). 하지만, 스마트폰이 게임 등 

오락추구 이외에 다기능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남성의 의존이 높았던 기존 매체

들과는 다른 성차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스마트폰 의존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들도 제시

되고 있는데, Choi와 Kim (2013)의 연구에서 유아의 성별과 스

마트폰 의존 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Chun (2013)의 연구에서도 성별 요인

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은 스마트폰 의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들 중 하나이다. 우울은 근심, 불안, 무력감 등을 수반하는 부

정적인 내재적 요인으로 자기통제와 조절을 저하시키고, 충

동, 공격성, 사회적 기피와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시키며 매

체에 대한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ung 

& Rogers, 1998).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 모두 스

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Toda et al., 2015),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Yoo, & Cho, 

2012).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우울이 증가할수록 중독적

인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 R. Lee & Lee, 

2012). 우울은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추구하기보다 회

피적인 대처로서 매체에 집착하고 몰입하게 함으로써(Young 

& Rogers, 1998) 스마트폰 의존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는 

컴퓨터 및 게임기 사용을 들 수 있다(Carbonell, Oberst, & 

Beranuy, 2013). 컴퓨터로 오락을 즐기거나 온라인 게임을 많

이 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사용에서도 높은 의존이 나타났다(Lin & Chiang, 2017). 스마

트폰이 오락을 위한 컴퓨터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게임기로 대체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컴퓨터 및 게임 사용이 

많을수록 매체를 통한 오락 추구에 강한 동기와 욕구를 가지

게 되므로 컴퓨터 및 게임기 사용은 스마트폰에 대한 과몰입

과 의존을 예측한다.

부모 요인은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

체계로 주목되고 있다. 매체 의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스

마트폰 의존에서 부모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양육 방식은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Ching & Tak, 

2017). 부모의 학대나 방임은 아동으로 하여금 매체에 대한 집

착과 몰입을 증가시켰는데(Kwak, Kim, & Yoon, 2018),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우울 및 공격성을 증

가시켜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청소년기

에 경험한 부모의 방임은 이후 대학생 시기의 스마트폰 의존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Choi & Kim, 2013) 부정

적인 양육의 지속적인 효과를 시사하였다. 비일관적이고 허용

적인 양육은 아동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잉 의존 및 중독을 이

끌었고(C. Park & Park, 2014), 애정만을 강조하여 자유방임적

인 양육이 이루어지면 아동은 충동적이고 다루기 힘들며 히

스테릭하여 매체에 대한 높은 중독을 나타내었다(Wenar & 

Kerig, 2006).

부모의 애정적 양육은 지지적이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를 형성하여 스마트폰 의존이 심화되지 않도록 보호적인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ae, 2015), 수용적이고 자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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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긍정적인 양육이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부모의 과잉간섭 및 과

잉기대 같은 부정적인 양육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및 중독

을 증가시켰다. J. A. Lim과 Kim (2018)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에서 부모가 거부적, 과보호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이 과도해지고 몰입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이 스마트폰 의존에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지만, 자녀가 청소년기로 발달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진다고 보고되기도 한다(H. Kim & Seo, 

2012). 이러한 결과가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른 특정 양육방식

의 효과 인지, 또는 양육 효과의 변화가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

적 변화에 반영된 결과 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근거

가 확보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 

체계로 학교 요인을 들 수 있다. 학령 후기 아동은 청소년기로 

전이하면서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새로운 사회체계에 대한 적

응을 경험하며 발달한다. 게다가 전이기를 거치면서 학습활동 

수행과 학교환경 적응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가 점차 커지게 

된다. 스마트폰 의존은 학습활동 수행 및 적응과 부적인 관련

성이 보고되었는데(Samaha & Hawi, 2016), 학업적 수행과 태

도가 낮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Meena, Mittal, & Solanki, 2012). 또한, 학교환경에서 규칙에 

대한 준수가 잘 이루어질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Judd, 2014), 학교환경에서 요구되는 규제

를 준수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에 취약하지 않다는 점이 제시되

었다.

또래 요인 역시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는데

(Bae, 2015; J. Park, Kim, & Hong, 2012), 또래로부터 압력이나 

영향은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내

었고, 매체 의존 및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Suki & Suki, 2013). 

또래동조 역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변 

또래들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분리될 수 없는 환경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는 것은 또래문화에 대한 동조가 커지면서 스마트폰 

의존을 부추기게 된다(H. Kim & Seo, 2012). 또래애착은 스마

트폰 의존에 위험요소 또는 보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이 또래와의 상

호교류 및 소속감을 결집시키는 매체로 기능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 Park, Kim, & Hong, 

2012) 이와는 달리, 또래애착이 친구 간의 의사소통 및 신뢰를 

향상시켜 휴대전화 같은 매체에 대한 의존을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Cha & Kim, 2015). 교사 

요인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교사와의 

지지적인 관계나 교사의 통제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반영해 줌으로써 휴대전화 의존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학교 내 교실환경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규

제되고 있는 만큼, 교사요인이 스마트폰 의존에 의미 있는 영

향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H. Kim & Seo, 2012)도 제시되

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마트폰 의존에 관한 연구들은 변인 관

계적인 맥락에서 스마트폰 의존을 파악하거나, 스마트폰 의존

의 변화 추이를 특정 변인들과의 영향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횡단적인 접근을 통한 변인 관계적 연구들은 스마트

폰 의존의 변화에 대한 시간 차원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

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 종단적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마트폰 의존이 급증하는 학령 후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체계 요인들을 통합하

여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문 실정으로, 변화를 유발하

는 요인들을 체계화하기에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학령기 스마트폰 의존의 발달적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다양한 체계 요인들의 영

향을 파악함으로써 변화의 요인과 특성을 구체화하고 개입과 

예방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

적인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를 예측하는 개인적 요인(성별, 우울, 

컴퓨터 및 게임기 사용), 부모 요인(학대, 방임, 비일관적, 애

정적 양육) 그리고 학교 요인(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의 변인들은 무엇인가?

Methods

연구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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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KYCPS])에서 층화다단계집락 표집방식(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구축한 4차년도(2013

년)부터 7차년도(2016년)까지의 종단 자료(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4차 년도에 휴대전화

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1,686명 중에서 5차 년도부터 7차 년도

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사용했다고 보고한 

1,248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스마트폰 의존

휴대전화로서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아

동들을 대상으로 S. H. Lee 외(2002)가 개발하고 패널 연구진

이 상황에 맞게 재작성한 총 7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내용

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

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

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전

화가 없으면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

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매

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Likert식 4점 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분석에는 역 채점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문항 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
는 .88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
Children’s gender Male 549 44.0

Female 699 56.0
Children’s age  9 (4th) 31 2.3

10 (4th) 1,210 97.4

11 (4th) 6 .3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ed 744 59.6
Unemployed 447 35.8
Missing 57 4.6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513 41.1
College 227 18.2
University 386 30.9
Graduate school 51 4.1
Missing 71 5.7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596 47.8
College 280 22.4
University 294 23.6
Graduate school 20 1.6
Missing 58 4.6

Family monthly income (won) Below 2,000,000 51 4.0
2,000,000-5,000,000 below 614 49.1
5,000,000-7,000,000 below 333 26.7
over 7,000,000 199 16.2
Missing 51 4.0

Note. N =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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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요인

성별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남학생은 1, 여학생은 2로 명목

상 점수를 부과하였다.

우울   간이 정신진단검사(G. I. Kim, Kim, & Won, 1984)의 우

울 척도를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이 사용되었고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불행하다고 생각

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

한다.”, “걱정이 많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

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도록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우울의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

이 하루에 대략 어느 정도 인지를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묻고 

시간 및 분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한 결과를 분 단위로 

전환한 후, 평일과 주말의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요인

부모의 교육수준    부와 모 각각에 대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는 

1, 고등학교 졸업은 2, 전문대학 졸업은 3, 대학교 졸업은 4, 대

학원 졸업은 5점을 부과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부모의 학대    Huh (2000)와 S.-W. Kim (2003)의 아동학대 문

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은 “내가 잘못하

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신 적

인 많다.”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1

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가 심한 것을 나

타내도록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는 .83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    Huh (2000)와 S.-W. Kim (2003)의 아동학대 문

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은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

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

료를 받게 하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부모의 방임이 높은 정

도임을 나타낸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는 .75

로 나타났다.

애정적 양육    Huh (2000)가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에서 

애정적 양육에 관한 4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

님은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나에게 칭찬

을 잘 해 주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
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

은 것을 나타내도록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는 .84 로 나타났다.

비일관적 양육     Huh (2000)가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에

서 비일관적 양육에 관한 3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부모님은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평소

와 다르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1

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

을 나타내도록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

인 Cronbach의 α는 .64 로 나타났다.

학교요인    
                                

학습활동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초등학교 학교생활적응 

척도(Min, 1991)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학습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5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학교 수업 시

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

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본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식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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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나

타내도록 일부 문항은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

도 계수인 Cronbach의 α는 .72로 나타났다.

학교규칙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초등학교 학교생활적응 

척도(Min, 1991)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학교규칙 영역에 

해당하는 5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뛰

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식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매우 그
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의 합이 높을수록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나타내도록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의 

α는 .83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초등학교 학교생활적응 

척도(Min, 1991)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교우관계에 해당

하는 5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의 내용은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 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

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

점식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매우 그렇다(1점)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의 합이 높

을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것을 나타내도록 일부 문항

은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의 α는 .66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IBM Co., Armonk, NY)과 AMOS 

20.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s)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

정된 평균과 분산을 통해 관측되지 않는 잠재적인 요인을 추

정하여 개인의 변화를 설명하고, 시간에 따른 개인 간의 차이

를 설명함으로써 예측변인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Bollen & 

Curran, 2006) 종단연구 분석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

째,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스마트폰 의존에 대

한 개인의 변화와 개인차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여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

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의 개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예측변인

을 탐색하였다. 무조건모형과 조건모형은 Figure 1과 Figure 2

에 제시하였다. 결측치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완전정

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

여 처리하였다(Arbuckle, 1996).

Results

기술통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기술통계치는 Table 2에 제

시하였다. 각 변인들은 왜도와 첨도가 각각 -.89∼1.18, -.51∼

7.11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Kline, 2005), 스마

     

     Figure 1. Unconditional model of smartphone dependency.         Figure 2. Conditional model of smartphon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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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의존은 4차년도에서 7차년도로 진행함에 따라 평균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과 개인 요인, 부모 

요인들 중 일부(학대 및 방임, 비일관적 양육)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고(r = .10∼.52, p < .05), 스마트폰 의존과 학교

체계 요인들 및 부모요인들 중 일부(부모의 학력 및 애정적 양

육) 간에는 부적인 상관(r = -.06∼-.33, p < .05)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의 잠재성장모형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추정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 자

유모수변화 모형 그리고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여 각 모형

의 적합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

화에 따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것이고, 자유모수변화 모형

은 하나의 요인계수는 0, 다른 하나의 요인계수는 1로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요인계수들을 추정하도록 한 모형이다(Bollen 

& Curran, 2006). 선형변화 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다.

Table 3
Comparisons of Latent Growth Model Fit of Smartphone 
Dependency (Unconditional Model)

Model   χ2 df TLI CFI RMSEA
Non-change model 600.10 8 .450 .589 .244
Free estimate model 37.20 3 .968 .936 .096
Linear-change model 37.90 5 .969 .964 .065

각 모형을 비교한 결과, 무변화 모형은 다른 모형들에 비해서 
χ2값이 매우 컸고 CFI, TLI, RMSEA 값의 적합도가 좋지 않았

다. 자유모수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적

합도가 개선되었고 χ2값이 줄어들어 각각 유의한 차이(∆χ2 = 

562.901, ∆df = 5), (∆χ2 = 562.2, ∆df = 3)가 나타났지만 적합도 

지수에서 선형변화 모형이 자유모수변화 모형에 비해 TLI에

서 .001, CFI에서 .028, RMSEA에서 .031 만큼 좋아져 보다 양

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므로 무조건 모형으로 가장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최종모형으로 선정한 선형모형에 기초하여 스마트폰 의존

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제시하면 Table 4와 같다. 아동의 스마

트폰 의존은 초기치 평균과 변량이 모두 유의하였고, 변화율

의 평균과 변량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의존의 발

달적 변화에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

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스마트폰 의존은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정도에서 의미 있는 개인차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가 부

적상관(r = -.35, p < .001)을 나타내어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 값

이 높을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가 완만하게 진행되었

고,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 값이 낮을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증가의 폭이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의 변

화 추이를 평균값으로 제시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3.  Trajectory of smartphone dependency.
 
Table 4
Latent Growth Model Estimates of Smartphone Dependency

Parameter M (SE ) Variance (SE )

Smartphone 
dependency

Intercept 12.04 (.12)*** 10.50 (.83)***

Slope 1.11 (.05)*** 1.10 (.17)***

Covariance 
(Intersept ↔ Slop)

-1.18***
(-.35)***

**p < .01. ***p < .001. 
 

스마트폰 의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무조건 모형에서 변화에 따른 유의한 

개인차가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

색하기 위해서 개인 요인, 부모요인 그리고 학교요인의 변인

들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조건모형은 Table 5에 

제시한 바와 적합도가 χ2 = 88.505 (df = 25), TLI = .953, CFI = 

.989, RMSEA = .033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

존의 초기치는 성별, 우울,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 부의 학력, 

부모 학대, 애정적 양육, 비일관적 양육, 학습활동, 학교규칙과 

관련이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우울성향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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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이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

험할수록, 애정적 양육 및 비일관적 양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 값이 높았다. 하지만, 부의 학력, 학습활

동, 학교규칙과는 부적 관계가 나타나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할수록 그리고 학교규칙을 준수할수록 스마트

폰 의존의 초기 값이 낮게 나타났다.

초기치와 변화율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러

한 점은 스마트폰 의존의 증가 양상이 초기치가 높을수록 완

만하게 증가하고 초기치가 낮을수록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

을 말해 준다. 하지만, 큰 폭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가 초기치가 

높았던 경우보다 증가 자체가 더 높았음을 나타내지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율에는 성별, 우울,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 부모의 학대, 애정적 양육, 비일관적 양육, 그리고 학습

활동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습할동은 스마

트폰 의존의 변화율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이들 변

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율에서 부

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학습활동을 잘 할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이 많을수록, 부

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애정적 양육과 비일관적 양

육을 많이 경험할수록 시간이 경과하면서 스마트폰 의존의 증

가는 완만하게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학령 후기부터 청소년 초기에 이르는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종단적 변화 양상

스마트폰 의존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양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6차 년도부터 

7차 년도까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

이하는 시기는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학교환경 체계의 뚜렷한 

변화에 직면하고, 중학생으로 사회적 지위가 변하는 동시에 

Table 5 
Predictive Effects of Latent Growth Model

Intercept of smartphone dependency Slope of smartphone dependency
β (SE ) β (SE ) 

Indivisual factors
Gender  .09**   (.20)  .20*** (.10)
Depression  .39*** (.26)  -.15** (.01)
Computer and game time for fun  .15*** (.01)  -.12** (.00)
Parental factors
Father education  -.06  (.13)  -.01  (.06)
Mother education  .02  (.14)  .03  (.07)
Parental abuse   .09** (.05)  -.13** (.02)
Parental neglect   .05  (.06)  -.06  (.03)
Affectionate parenting   .13** (.06)  -.13* (.03)
Inconsistent parenting  .17*** (.05)  -.10* (.02)
School setting factors
Academic attitude  -.15** (.06)  .20** (.03)
Rule observance  -.14** (.06)  -.03  (.03)
Peer relationship  -.02  (.06)  -.01  (.03)
Note. χ2 = 101.916, df = 29, TLI = .940, CFI = .987, RMSEA = .044, β = Standards efficient.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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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대와 요구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

면서 학령 후기 아동은 일련의 변화와 발달적 이행에 대한 부

담과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는데(Fenzel, 2000), 실제로 전이기

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아동의 스트레스가 뚜렷이 

증가하였고(Roeser, Eccles, & Sameroff, 2000) 학업 스트레스 및 

학교 부적응이 증가하였다(Mullins & Irvin, 2000). 이처럼 변

화와 적응에 따른 불안과 부담이 커지면서 아동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의존이 증가하기 쉽다. 스마트폰이 휴대용 컴퓨터로 기능하면

서 각종 정보의 전달, 사회 관계망 접촉, 오락과 게임, 다양한 

미디어 채널 접촉 등 전 방위적 영역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

능한 만큼, 학령 후기 아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

으로 가장 편리하게 접촉할 수 있는 매체로서 스마트폰에 대

한 의존이 증가하기 쉽다. 실제로 학령 후기 아동이 스트레스

의 증가에 따른 정서적 표출로써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과 중

독은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Jung & Ha, 2013).

다음으로, 학령 후기 아동이 발달적 전환기를 거치는 동안 

자극에 대한 추구가 강렬해지면서(Steinberg et al., 2008) 흥미

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로서 스마트폰에 대한 과잉 

사용과 의존이 심화될 수 있어 보인다. 학령 후기는 사춘기에 

근접한 시기로 급격한 생물학적 성장과 사회정서적인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호기심이 커지면서 성적 호

기심, 대중문화, 게임, 오락 등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폭하게 

된다. 십대의 스마트폰 사용이 동영상이나 게임 등에서 큰 비

중을 나타내고, 스마트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동시에 기능

한다는 점에서(Suki & Suki, 2013), 스마트폰이 이 시기 아동의 

사회문화적 욕구 및 자극 추구를 충족시키는 매개물로 기능하

면서 의존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령 후기 아동은 사회적 영향에 민감해지는 

시기로 사회적 동조로서 스마트폰 사용이 강화되면서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전 연령대에 걸쳐 학령 후기

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KISDI, 2019), 스마트폰에 대한 

학령기 아동의 강력한 사용 욕구를 반영해 준다. 이 시기에 아

동은 사회적 영향에 민감해지면서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해지고 또래문화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동조적인 스마

트폰 사용 또한 강해진다(Suki & Suki, 2013). 스마트폰의 사회

적 영향과 노출이 증대됨에 따라, 동조적 성향이 강해지는 발

달적 특성이 반영되어 학령 후기 아동이 스마트폰에 몰입하거

나 의존하도록 이끌 수 있다.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스

마트폰 의존의 초기치에는 성별, 우울, 컴퓨터 및 게임기 이

용, 부모의 학대, 애정적 양육, 비일관적 양육, 학습활동 그리

고 학교규칙이 영향을 미쳤다. 아동이 학습수행을 잘 할수록, 

학교규칙을 준수할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낮았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 우울이 심화될수록, 컴퓨터나 게임기 이용

이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수록, 그리고 애정적, 비

일관적인 양육을 경험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 값이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및 우울이 스마트폰 의존과 밀접하

게 관련된다는 결과를(Toda et al., 2015) 지지하며, 컴퓨터와 

온라인 게임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다는 결과

(Kawabe, Horiuchi, Ochi, Oka, & Ueno, 2016)와 일치한다. 또

한,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이 있다는 연

구와 일맥상통하며(Kwak et al., 2018), 학업수행 및 규칙준수

가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Judd, 2014; Smaha & 

Hawi, 2016)을 지지한다.

스마트폰 의존의 종단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로는 성

별, 우울,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 정도, 부모의 학대, 애정적 양

육, 비일관적 양육, 그리고 학습활동이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

다. 여학생의 경우에, 학습활동을 잘 수행할수록 스마트폰 의

존의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우울이 심할수록, 오락을 

위한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이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애정적, 비일관적 양육을 경험할수록 완만

한 증가가 지속되었다.

변화율에 미치는 예측변인의 영향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요인으로서 성별은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 값이 높았고, 동시에 변

화율에서도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에 

여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결과(Toda et al., 

2015)와 일치하고, 학령후기부터 청소년기 진입기 동안 여학

생의 스마트폰 의존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스마트폰 의존에서 이러한 성차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단정 짓

기보다 스마트폰의 사용용도 및 목적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여성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스마트폰에 접촉하는 등 관계 지향을 위한 매

체로 스마트폰에 의지하면서 의존이 강화된다(Lin & Chiang, 

2017). 이러한 관계 지향적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스

마트폰을 사용하게 하고,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과 두려움

을 느끼는 ‘노모포비아’가 강하게 나타나게 한다(SecurEnv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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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적 교류가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듯이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성향이 스마트폰 사용에 반

영되어(Bianchi & Phillips, 2005) 여학생의 경우에 스마트폰 의

존이 강하게 나타나고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발달적 시기에 따른 매체 의존의 취약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먼저 사춘기에 진

입하게 되면서, 여학생은 학령 후기부터 전이기 동안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고 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하게 된다(Matud, 2004). 이러한 발달적 고민과 불안의 심

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학생이 스마트폰에 보다 몰입하고 높

은 의존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우울과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 값이 높았고, 증가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던 결

과(Demirci, Akgönül, & Akpınar, 2015)와 일치하고, 컴퓨터 및 

게임기 이용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및 과의존을 이끈다

는 결과들(Kawabe et al., 2016)을 지지한다. 우울은 저조한 기

분, 통제력의 저하, 그리고 충동성 및 불안감을 증가시키는데, 

보상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탈피하려는 보상

적 목적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을 이끈다(Kardefelt-Winther, 

2014). 마찬가지로, 오락을 위한 컴퓨터 및 게임기 사용도 일상

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보상적인 매체이용이 스마트폰으로 전이되고 확대되

면서 몰입을 이끌게 된다(Elhai, Dvorak, Levine, & Hall, 2017). 

즉, 우울이 높고 컴퓨터 및 게임기 사용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이 아동의 부정적 산물을 완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보상적 방편

으로 사용되어 의존이 증가할 수 있다. 보상적 매체로서 스마

트폰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상

적인 활동들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구축되어야 하겠다. 학령기 

아동이 스마트폰이 아닌, 다양한 체험과 활동에 접촉하여 부정

적인 정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셋째, 부모요인에서 부모의 학대, 애정적 양육 및 비일관적 

양육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부터 변화의 양상에 지속

으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교육수준보다 양육 방식 같은 관

계적 측면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보다 의미 있는 요소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대다수 아동이 이미 스마트폰을 소지

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때, 부모의 경제적 여력

이나 교육 수준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

고 상호작용하는 질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일관적이

지 못한 양육을 하는 것은 아동에게 분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인 정서를 유발하고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아

동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스마트폰에 집중하기 쉽

다(Kwak et al., 2018).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은 학령 후기동안 

지속적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된다.

또한, 부정적인 양육과 마찬가지로, 애정적인 양육이 이루

어질수록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초기치가 높았고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인 양육

이 스마트폰 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과 상치되

지만, Y. M. Lim (2014)의 연구와는 일맥상통한다. Y. M. Lim 

(2014)의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이 학령기 자녀의 다양한 스마

트폰 사용 목적을 수용함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이 심하지 않

은 중간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스마트폰 의존에 정적인 영향

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의존이 중간 수준의 범

주에 속하였던 만큼(M = 15.42, 7th wave), 자녀에 대한 지지와 

소통, 그리고 조절적인 수용을 내포하는 애정적 양육의 수용 

효과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정적인 양육이 이

루어질수록 아동은 스마트폰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쉬

운 반면에,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이 심하지 않은 경우

를 위험으로 인식하거나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가 쉽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정적 양육의 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이 중간 정도의 범주에 속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용 효과의 반영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스마

트폰 의존이 매우 심각하거나 낮은 수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요인에서는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을 잘 수

행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의 초기치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이 적절한 자기규제를 발휘하여 학교환경에 적응하고 과업

을 수행할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낮았던 결과(Samaha & Hawi, 

2016)와 일맥상통한다. 그중 학습활동에 대한 태도는 스마트

폰 의존의 초기부터 변화의 양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폭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가 학습활동이 낮았던 경우보다 스마트폰 의존이 더 증가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큰 폭으로 이

루어진 것은 초기 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학습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은 학습적 태도

가 좋고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과도하게 시

간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스마트폰 의존의 초

기 값도 낮게 나타났다. 즉, 학습활동을 잘 할수록 이미 스마트

폰 의존이 초기에 충분히 낮은 상태였으므로, 학습활동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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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종단 분석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

이기도 하다(Bray, Adams, Getz, & McQueen, 2003). 학습활동

에 따른 태도와 수행은 학령기뿐 아니라 대학생 시기에 이르기

까지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 되는 만큼

(Samaha & Hawi, 2016), 학령기 아동의 학업적 수행이 잘 이루

어지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의 위험성이 커지는 학령 후기에 

초점을 맞추어 대단위 자료를 사용하여 종단적인 분석 방식으

로 스마트폰 의존의 변화양상과 예측 요인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향후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대단위 자료로부터 다

수의 대상자를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학령 후기 아동의 스마

트폰 의존에 대한 보편적인 경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척

도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었다. 사용된 척도가 대부분 현 상항

에 맞게 패널 연구진들에 의해 재작성 되었음에도, 오래된 원

척도가 기반이 되면서 비일관적 양육의 Cronbach의 α가 .64 , 

교우관계가 .66으로 다소 낮은 신뢰도가 나타났다. 또한, 스마

트폰 의존의 측정을 위해서 휴대전화로서 스마트폰을 지속적

으로 사용한 대상자들을 한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지만, 스마

트폰 의존에 대한 평가가 휴대전화 의존 척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밝혀

진 예측변인들이 스마트폰 의존의 특성에 따른 잠재적 계층에 

어떠한 구조적인 관계성을 형성하는 지를 검증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해 본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관계가 성별

에 따른 차이와 변화가 있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스마트폰 의

존을 중재하고 예방하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가 확장되고 실제

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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