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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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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es linking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s and 
early school-age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focusing on the sequential mediational role of 
employed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310 employed mothers in South Korea with children between 1st 

and 3rd grades (boys: 153, girls: 157) at elementary school. Only mothers and their early school-age 
children with their own smartphones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A sequential mediational 
model was analyzed using the PROCESS for macro program.
Results: First,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Second, neither depression nor parenting behavior was a significant single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s and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Third, the indirect path linking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s and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was significant, and the sequential 
mediational model was supported.  
Conclus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that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early school-age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work-family conflicts to highlight how employed mothers’ difficulties with dual responsibilities for 
work and family may be linked to their less optimal emotional and behavioral functioning which may 
lead to smartphone dependency in early school-ag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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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발표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

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7.8%에 달

하여, 2015년 기준 보유율 25.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

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15년 하루 평

균 26분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하루 평균 45분에 달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 Kim, 2019). 또한 ‘2019년 스마트

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및 유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

상 중 22.9%(772천명)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로서, 전연령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MSIT], 2020).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이 중독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조절능력이 저

하되고 일상생활에서 그에 따른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스마트폰 의존(MSIT, 2019)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포함한 다양한 발달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은 시력저하 문제를 야기하며(Muhammad & Tariq, 2013), 전

두엽 영역의 실행기능에 손상을 일으켜 주의력 결핍을 초래할 

수 있고(Cho & Hwang, 2018), 자기조절능력을 약화시켜 충동

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H.-J. Kim, Han, Jang, & Cho, 

2013). 또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생활장애를 경험하는 것

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N. Kim, 2013), 

이용 시작 시기가 이를수록 친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이러한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

속되는 것으로 보고된다(H.-J. Lee, 2015). 

스마트폰 의존의 원인 또는 결과를 밝히려는 노력은 주로 

청소년 및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Cho & 

Hwang, 2018; J.-E. Lee, 2014; Nho & Kim, 2016),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연구 역

시 활발히 이루어져온 바 있다(Y. S. Lee, Kim, Kim, & Choi, 

2014; C.-W. Lim & Jeong, 2016).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이용

도가 급증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

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하교 후 부모와의 연락을 위해 처

음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는데, 이 때 학령 후기 아동이나 청

소년에 비해서 자기통제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학령 

초기 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 위험성이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H.-S. Kim, Yu, & Nam, 2015). 특히 스마트폰은 통화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게임

이나 동영상 시청 등 재미위주의 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

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활동임( J.-E. Lee, 2014)을 염

두에 두고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소

지율 및 사용 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학령 초기 아동을 대

상으로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은 어머니 관

련 스트레스(S.-K. Kang & Cha, 2019), 어머니의 양육행동(H. 

Park & Kim, 2016), 어머니의 정서(Ha, 2019) 등 주양육자인 어

머니의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

서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변인들과 관

련하여, 아직 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기조절행동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Jang & Park, 

2011)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맞

벌이 가정 유 · 아동들이 외벌이 가정의 유 · 아동들에 비해 스마

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5.3% 가량 더 높다는 최근의 

보고에 근거하여(MSIT, 2020), 부모의 직업으로 인한 영향력

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

청의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

구 고용 현황’에 의하면 2013년 맞벌이 가구가 42.9%로 나타

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6.3%로, 5년 사이에 3.4% 정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9a). 여성의 경제활

동이 증가됨에 따라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녀의 평등한 기

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여

성근로자들의 다양한 역할수행 및 역할과중의 어려움을 완화

시키고자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

모들의 평균 육아시간은 남편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H. Yoo, 

2015),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육아휴직제도나 근로시간 단

축제도의 시행률 역시 사업체의 도입률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

나, 취업모들은 여전히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일-가정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Y. Kim, 2015).

일-가정갈등이란 개인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일 영역 및 

가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

생하게 되는 역할 간 갈등을 의미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한계 이상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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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긴장을 유발하며(Goode, 1960),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 

갈등이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Cooklin 

et al., 2014)은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가족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국

내 . 외 연구들은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다양한 내재화 및 외

현화 문제들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W. 

K. Lee, Kim, & Yun, 2018; McLoyd, Toyokawa, & Kaplan, 2008; 

Vieira, Matias, Ferreira, Lopez, & Matos, 2016). 또한 어머니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의존을 야기하

고(Hyun, 2016) 이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초래한다는 

연구(N. Kang, 2019)가 보고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정도와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간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Matias et al., 2017)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긴장

을 초래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진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양자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한편, 부모 관련 변인 중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은 자

녀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M.-S. 

Shin, Oh, & Hong, 1992).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생활만족감

이나 활력을 감소시켜 자녀와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방해

할 뿐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부모로서 효과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ummings, Davies, & Campbell, 2002; Dix, 1991). 어머니의 

우울과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어머니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역시 우울 수

준이 높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에 더 몰

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a, 2019), 우울한 어머니는 불행

한 감정이나 자극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더 의

존하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미디어 중독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otts & Sanchez, 1994).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낮은 민감

성 및 정서적 반응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하고 이

는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J. A. 

Lim & Kim, 2018). 한편 어머니의 우울과 미디어 과사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우울하

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TV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자

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S. Park  et al.,  2018). 이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스

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핀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어

머니의 양육행동, 자녀의 우울 등 매개변인의 역할을 밝히며 

양자 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손꼽힌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

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

으로서, 아직 또래보다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더 많은 상호작

용을 하는 시기인 학령 초기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

정적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적응을 유

발할 수도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G. Lee & Chung, 

2006). 무엇보다 자녀의 높은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

는 일차적 환경요소가 가족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Oh & 

Kim, 2014), 부모의 양육행동에 주목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한 선행연

구들은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

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대적이

고 비성취적인 부정적 양육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J. Lee, 2019). 이러한 결과는 유아 및 청소

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어머니

의 온정성과 격려 수준이 높고 과보호, 허용 및 한계설정 수준

이 낮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 수준은 높았으며(Gown & 

Chung, 2018),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할수록 청소년 및 

대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낮아지고, 엄격하거나 

통제가 심할수록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았다

(Nho & Kim, 2016; T. J. Yoo & Kim, 2015).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두 변인 간 관계가 다양한 발달단

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됨으로써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마트폰

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정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스마트폰 의존 위험에 있어 주목받고 있는 대상인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양자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우울, 양육행동은 각각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의 선행 변

인들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선행 변

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가정갈등과 우

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어, 일-가정갈등을 높게 

경험하는 어머니는 우울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eto, Morimoto, & Maruyama, 2004), 특히 남편과 가사분담과 

관련된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취업모는 더 우울함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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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S. K. Kim, Park, & Rhee, 2017). 또한 취업모의 일-가정갈

등과 우울 간의 종단적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시간적 흐름

에 따라 일-가정갈등이 높아지면 어머니의 우울감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Sung & Kim, 2019). 또한 취업모의 일-가

정갈등은 우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취업모의 높은 일-가정갈등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 K. Lee et al., 2018), 일과 가

정 영역에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역할수행의 어려움은 통제

적, 거부적 양육행동을 유발하였다(B. S. Park & Um, 2016).

따라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 우

울 또는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우울,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련성은 취업모가 일-가정갈등

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Sung & Kim, 2019), 어머

니의 우울은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 

Park et al., 2018)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양육행동 및 아동의 스마트폰 간의 관련성은 취

업모가 일-가정갈등이 높을수록 거부 및 통제적 양육을 하며

(B. S. Park & Um, 2016)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게 나타나고(W. 

K. Lee et al., 2018),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도를 높인다는 연구(H.-J. Lee, 2019)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한편,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의 결과 변인으로 예측되는 우

울과 양육행동 또한 서로 관련되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

을수록 자녀에 대한 친밀한 태도 및 적극적 반응 수준이 낮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거나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J. Lee & Jang, 2009).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강압

적이거나 비일관적인 비효율적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따라서 

앞서 제시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 및 양육

행동과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취업모의 일-가

정갈등이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아동의 스마

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

나 기존 선행연구들 중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및 양육행

동,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

한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의 선행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학령 후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

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변인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령 초기 아동을 둔 취

업모들을 대상으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우울과 양육행동

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

동 및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등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근거하

여,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양육행동 및 우울이 아동의 스마

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학

령 초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비롯하여, 취업모의 일-가정갈

등이 우울 또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

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1-1.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1-2.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우울 또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

의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1-3.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

를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취업모 310명과 그들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맞게 취업모와 자

녀 모두 스마트폰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 보고 자

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취업모의 경우 평균연령은 38.3세(SD = 3.7)였고, 30대가 

202명(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104명, 

33.5%), 20대(4명, 1.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63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84명(27.1%),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37명

(11.9%), 대학원 졸업 26명(8.4%) 순이었다. 직업은 일반사무

직이 180명(5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로는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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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5.5%(265명)로 반일제 14.5%(45명)보다 월등히 높은 비

율을 보였다.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7.81시간(SD = 1.5)이었으

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99.0%(307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350만원 이상인 경우가 

85.7%에 달하였으며 평균 551만원(SD = 216.1)인 것으로 나타

났다. 거주지역은 서울시 93명(30.0%),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포함 광역시 80명(25.8%), 경기도 69명(22.3%), 기

타 도 지역 68명(21.9%) 순으로 전국에 분포하였다. 자녀의 경

우, 초등학교 1학년 95명(30.6%), 2학년 106명(34.2%), 3학년 

109명(35.2%)의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은 남아 153명(49.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 n %
Age  20s 4 1.3

30s 202 65.2
40s 104 33.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dropout or graduate 37 11.9
College graduate or university dropout 84 27.1
University graduate 163 52.6
Graduate school graduate 26  8.4

Employment type Full-time job  265 85.5
Part-time job 45 14.5

Occupation Corporate executive, High-ranking official, etc. 3 1.0 
Housewife, Unemployed 45 14.5
Service worker 6 1.9
Office worker, Police officer, etc. 180 58.1
Owner-operator, Sales worker, etc, 7 2.3
Professional 30 9.7
Manual worker 1 .3
Office clerk, Bank teller, etc. 34 11.0
Etc. 4 1.3

Working hours
(per day)

Less than 5 hours  16 5.0
5 - 6 hours  25 8.0
7 - 8 hours 205 66.1
9 - 10 hours  59 19.0
More than 10 hours   5 1.6

Monthly income
(10,000 KRW)

Less than 150 4 1.2
150 - less than 250 17 5.4
250 - less than 350 24 7.7
350 - less than 450 42 13.5
450 - less than 550 76 24.3
550 - less than 650 59 18.9
650 - less than 750 38 12.3
More than 750 50 16.7

Children’s grade 1st grade 95 30.6
2nd grade 106 28.7
3rd grade 109 31.6

Children’s gender Boy 153 49.4
Girl 157 50.6

Note. N = 310.
The study participants who indicated themselves as housewives or unemployed (n = 45) had part-tim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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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157명(50.6%)으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연구도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에서 개발한 ‘스마트

폰 과의존 척도 유아동 관찰자용(만 3-9세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스마트폰 의존의 핵심적 심리행동 메

커니즘을 반영하는 ‘조절실패’ 하위요인 총 3문항, 스마트폰 

사용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현저성’ 하위요인 총 3문항, 문제

적 스마트폰 사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문제적 결과’ 총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절실패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역채

점을 하였고 문항의 예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

를 잘 따른다.”이다. 현저성의 경우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한다.”, 문제적 결과의 경우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

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를 문항의 예로 들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문항 중에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

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Marshall과 Barnett (1993)이 개발한 ‘일-가정갈등 및 이점’ 척도

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 J. R. Lee et al., 2015)

이다.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진 일-가정갈등 및 이점 척도 중, 

본 연구에서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일-가정갈등 하위요인

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

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의 점

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 등(2002)이 개발한 K6척도를 한국아동

패널연구진이 번역한 척도(N. Shin, Ahn, Lee, Song, & Kim, 2008)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지난 30일 동안 자신이 경험

한 우울 증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

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안 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Rhee와 

Doh (201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령 초기 자녀의 부모용 양

육행동 척도’이다. 이 척도는 ‘온정(9문항)’, ‘논리적 설명(10문

항)’, ‘개입(9문항)’, ‘강압(7문항)’, ‘방임(10문항)’의 다섯 개 하

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과 논리적 설명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양

육행동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입, 강압, 방임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온

정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거나 사랑받을 만한 존

재임을 이야기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아이에

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가 있다. 이 중 “내 

자신의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못

한다.” 문항만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논리적 설명은 자녀의 잘

못 및 해야하는 일을 분명히 설명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아

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를 

문항의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 개입은 자녀의 행동을 지시, 간

섭하며 야단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나의 

바람과 반대로 행동할 때 꾸짖거나 나무란다.”가 있다. 강압

은 자녀가 잘못할 때 신체적 처벌 및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벌을 준다.”와 같은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방임은 자녀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

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내버려둔다.”가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

임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주저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를 통해 연구계획심의를 신청하여 연구계획서의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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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집방법,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았

으며, 이후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30만명 이상의 국내 패널을 보유

한 해당 온라인 리서치 업체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패널

을 대상으로 연구주제를 공지하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패널은 ‘조사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후 자녀의 학년과 

본인 및 자녀의 스마트폰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두었으며 본인과 자녀 모두 

각자 스마트폰을 보유하였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에게 본 연구

의 목적과 절차, 연구의 위험 및 이익, 보상,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참여 설명문을 제시하였

다. 어머니들은 설명문을 읽은 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였으

며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경우 ‘동의함’ 버튼을 누르

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9년 10월에 초

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총 49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

하였으며,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어머니가 전일제 또는 반일제

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 총 310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IBM Co., Armonk, 

NY) 및 PROCESS macro version 3.4 (Model 6; Hayes, 2017)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취

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동 및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

존 간 관계에서 우울과 양육행동이 순차적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를 사용하여 순차

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결과 어머니

의 일-가정갈등 및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변인인 어머니의 취업형태(예: 전일제, 반일제) 

및 아동의 성별(Byron, 2005; No, 2019; J. Park & Hyun, 2018)

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 기능(95% CI k = 5,000)을 사용하

였으며, 특히 간접효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PROCESS에서 표

준화된 회귀계수(β)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Hayes, 2017)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직접 및 간접효

과를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를 사용하여 보고하였다.

Results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변인

들의 왜도는 .001∼.360, 첨도는 -.418∼.362로 왜도의 절대

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라는 정규성 가정 기준

(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동 및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모의 일-가정갈

등은 우울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1 2 3 4
1. Work-family conflict ―

2. Depression .596** ―

3. Parenting behaviors -.206** -.278** ―

4. Smartphone dependency .313** .239** -.252** ―

Range 1.000∼5.000 1.000∼5.000 2.266∼3.913 1.111∼3.889

M 2.763 2.488 3.056 2.573

SD .802 .850 .338 .450

Skewness .039 .360 .051 .001

Kurtosis -.205 -.049 -.418 .362
Note. N = 31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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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스마트폰 의존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취업

모의 일-가정갈등 수준이 높은 것은 우울 수준이 높은 것, 긍

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은 것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아

동의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은 것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우울은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어머니의 양육행

Table 3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l pathway B SE t 

95% CI

Lower Upper

Depression Work-family conflict a1 .631 .049 12.956*** .535 .727

F(3, 306) = 56.120, p < .001, R2 = .355

Parenting 
behaviors 

Work-family conflict a2 -.024 .028 -.849 -.081 .032

Depression a3 -.095 .027 -3.533*** -.149 -.042

F(4, 305) = 8.009, p < .001, R2 =  .095

Smartphone Work-family conflict c’ .141 .037 3.830*** .069 .214

dependency Depression b1 .020 .036 .569 -.050 .090

Parenting behaviors b2 -.232 .074 -3.152** -.377 -.087

F(5, 304) = 11.056, p < .001, R2 = .154

Smartphone 
dependency

Work-family conflict c .174 .030 5.776*** .115 .233

F(3, 306) = 14.186, p < .001, R2 = .122
Note. N = 310.
Results for covariates are not presented in the table.
**p < .01. ***p < .001.

Figure 1. A sequential mediation model linking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to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Note. Covariates are not presented in the figure.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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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

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고 긍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수준은 높았으며, 어머니의 우울 수준

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

존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

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의 Model 6을 사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모의 일-

가정갈등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을 종속변인

으로 설정하였으며, 우울을 제 1 매개변인으로, 양육행동을 제 

2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어머니의 취업형태 및 아동의 성

별은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각각의 경로에 대한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3 및 Figure 1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우울(B = .631, p < .001), 우울과 양육행동(B = 

-.095, p < .001),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B = -.232, 

p < .01),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B = 

.141, p < .001) 간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취업모의 일-가

정갈등과 양육행동(B = -.024, ns), 우울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

존(B = .020, ns) 간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문제 1과 관련하여,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아동의 스마트

폰 의존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B = .174, p < .001), 우울과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투입

한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 = .141, p < .001).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취업모의 일-가정갈

등이 우울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13, 95% CI [-.030, 

.058]),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스마

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B = 

.006, 95% CI [-.007, .023]).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

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B = .014, 95% CI [.003, .023]).즉,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았으며, 우울 수준이 높을수

록 긍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았고, 이는 아동의 높은 스마트

폰 의존 수준으로 연결되었다. 단,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비

록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우울과 양육행동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 = .174, p 

< .001 → B = .141, p < .001),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 310명을 대상으로 취

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동 및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경로를 탐색하였다. 즉,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취업모의 일-가정갈

등이 우울 및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

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

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우울, 양육행동 및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을 포함한 경로모형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 중, 이들 변인 간의 직접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취

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아동의 다양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W. K. Lee et al., 2018; 

McLoyd et al., 2008)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

한,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없다

Table 4
Bootstrapping Estimat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for the Indirect Effects

Model pathway B SE

95% CI

Lower Upper

Work-family conflict → Depression → Smartphone dependency (a1b1) .013 .023 -.030 .058

Work-family conflict → Parenting behaviors → Smartphone dependency (a2b2) .006 .007 -.007 .023

Work-family conflict → Depression → Parenting behaviors → Smartphone dependency (a1a3b2) .014 .007 .003 .023
Note. N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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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J. Park & Hyun, 2018)와도 유사한 측면의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고

려한 이후에도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

존 간 직접 경로가 여전히 유의하여 부분적 매개모델이 지지

되었는데, 이는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

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부모의 일-가정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정갈등으로 인해 가족

이 일생생활에 있어 규칙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McLoyed et 

al., 2008)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설명

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나아가 스마트폰 사용 조절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우울 및 양육행동을 통

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크게 세 가

지 경로로 살펴볼 수 있다.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우울 또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

지 경로와 우울 및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아동의 스

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경로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취업모의 일-가

정갈등은 우울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경로에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우울

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나, 우울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수준

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나,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하여 

아동의 높은 스마트폰 의존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

다. 먼저,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는 기혼여성 

노동자의 일-가정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 A. 

Choi, 2018)와 일치한다. 특히 기혼 여성이 가사노동자 및 자

녀양육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시간갈등

을 크게 경험하는 것이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되

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영향으로 취업모가 다

중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한다는 부담이 높아지면서 스

트레스가 가중되며, 스트레스는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Joo, 2019)가 보고된다. 즉,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높아질수록 높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등으로 인해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연령

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절반을 넘어 54.2%에 해

당하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이 11.9%, 남성이 1.2%였

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또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9b). 

이는 취업모가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

다는 것이며, 이를 통한 심리 . 정서적 소진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따

라 균형있는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

하고, 예비 부부교육을 통해 일-가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효

율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으로는 직접

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어머니가 우울이 높은 경우 자녀 

역시 우울이 높고 스마트폰 게임 및 인터넷 사용에 몰두한다

는 연구결과(Ha, 2019) 및 우울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의존도

가 높고 그 자녀 역시 미디어 중독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Potts & Sachez, 1994)와는 불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의 예비분

석 결과 취업모의 우울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과, 이후 서술할 우울과 양육행

동의 유의한 순차적 매개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모의 우

울과 같은 정서적 특성보다는 양육행동과 같은 행동적 특성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상대적으로 보다 큰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다.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스

마트폰 의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먼저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

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는 여성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도 어려

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K. Kim, 2018) 및 학령 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가정갈등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유의

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결과(W. K.  Lee et al., 

2018)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특히 본 연구의 예비분석 결과 취

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양육행동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후 언급할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가 

유의하였음을 고려할 때,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양육행동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어 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

고 수용적일 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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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고(A.-R. Lee & Lee, 2012)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이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방임

을 경험하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

구들(S. Choi & Kim, 2015; Oh & Kim, 2014)과 그 맥을 같이한

다. 즉,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주로 보고해온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스마

트폰 의존 간의 유의한 관계가 학령 초기 아동에게도 동일하

게 적용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령 초기는 유아기

에 비해 스마트폰 소지 비율이 높고, 더 넓은 또래집단을 경험

하게 되기에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

으로, 부모가 수용적이되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한을 제

공하는 민주적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학교 등을 통

한 부모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동 및 아

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경로에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

존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앞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에서 취업모의 우울 또는 양육

행동 가운데 한 변인만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두 변인의 순차적 매개를 고려한 경로에

서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네 변인 간의 경로

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연구와의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부 경로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들은 본 연구결과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우선 취업모의 일-가

정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나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마트

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에 더하여, 취업모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다수

의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된다. 우울한 어머니가 아동에게 정

서적 반응을 적게 하는 반면, 비판적, 통제적 양육을 많이 나타

내며(Cummings et al., 2002), 취업모의 우울감이 적극적 양육 

참여와 자율성 격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발달적 지원을 

저해한다는 연구(I. K. Lee, 2014)와도 그 맥을 함께 한다. 즉, 

취업모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역할

보다는 통제적인 역할을 많이 하며, 자녀의 발달을 위한 지원

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우울한 어머니의 경우 무기력하거나 자신의 심리

적 문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의 발달을 위한 상호작

용 시간이 적고(Bianchi, 2000),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가 어렵다(Turney, 2011). 특히,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은 상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이기에(A. Y. Kim, 2018), 취

업모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우울과 양육행동은 아동의 건

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중재하기 위한 선행요소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우울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양

육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부모교육과 같은 지

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행동과 관

련한 변인을 중심으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취업모의 특성과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간의 관계에 

주목한 소수의 경험적 연구 중 하나로서, 직장의 조직적 특성,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및 아동의 기질을 비롯하여 취

업모의 특성 및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기타변인들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들을 취업모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

하였는데, 배우자나 아동이 생각하는 일-가정갈등, 우울,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은 각기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

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다자보고를 통한 연구를 고려해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특성이 아동의 스마

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으나, 아버지의 특성 역

시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정환경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 관련 변인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경로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 각

각 스마트폰을 소지한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록 학

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본 연구

의 결과는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아동을 포함한 대상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은 아동의 스

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우울과 양육

행동을 순차적으로 거쳐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간접적 영향

을 미쳤다. 우울 또는 양육행동의 단일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를 

통한 간접경로는 유의하였다. 특히 자녀의 학교생활 조력자로

서의 부모역할이 강조되는 학령 초기에 취업모가 경험할 수 있

는 일-가정갈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J. H. Lee 

& Kim, 2018),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또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

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아동의 스마

트폰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순차적 매개변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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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및 양육행동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였다. 비록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취업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취업모의 건강한 

정서와 양육행동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

며, 이는 나아가 스마트폰 의존을 비롯한 아동의 발달적 결과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취업모가 경

험하는 일-가정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및 조직의 

분위기, 배우자와의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을 증

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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