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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와 사회자본 및 우울의 종단적 구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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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determine the longitudinal pathways between the trajectory of mobile phone dependency,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nd to 5th wave of the 2,378 4th graders panel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2010).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s, Latent Growth Modeling (LG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using SPSS 
20.0 and AMOS 20.0.
Results: First, from the fifth to eighth grade, the trajectory of mobile phone dependency of early 
adolescents increased over time, but the trend has gradually decreased. Second, in the fifth grade, the 
mor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ne experienced from parents, peers, and teachers, the lower 
the intercept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the slower the trend of change in growth over time. Third, 
the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fth gra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in the eighth grade. 
Lastly, while social capital in early adolescence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on, it 
had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the intercept of mobile phone dependenc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can be an important 
protective factor against mobile phone dependency and the emotional health of early adolescents. 
For prospective intervention in mobile phone dependency, it would be necessary to help early 
adolescents develop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have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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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디어 사용의 증가는 10대 초에 정점을 이룬다(Rideout, 

Foehr, & Roberts,  2010). 특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Cha & Seo, 2018),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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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결과 중학생은 97.8%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초

등학교 고학년 10명 중 9명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Y. Kim,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Y. Kim, 

2019)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소유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서 

81.2%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소유하

는 비율의 증가가 초기 청소년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

등학교 고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45분

으로, 이는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73% 증가한 수준이다(Y. 

Kim, 2019). 오늘날 우리나라의 10대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초기 청소

년이 휴대전화를 더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초기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만 10세부터 14세에 해당하는 청

소년을 의미한다(UNICEF, 2011). 이 시기에 청소년은 신체, 인

지, 정서를 포괄하는 모든 측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며, 중등교

육으로 넘어가는 과도기(transition)를 경험한다. 초기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이차성징, 인지 발달의 불균형 등으로 인

하여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기 쉽고, 또래관계와 학업 부담 등으

로 불안정한 정서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학업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M. Kim, 2015) 반면, 놀이와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

(M.-H. Cho, 2004).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많은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및 오락, SNS와 메신저 등을 하며 스

트레스를 해소한다(Cha & Seo, 2018; Yang & Park, 2005).

초기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거움을 찾을수록 휴

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이에 의존하기 쉽다(Jun, 2015; 

M. Seo, 2016). 또한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할 때(Oulasvirta, Rattenbury, Ma, & Raita, 2012) 휴대전

화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S. Kim, 2016; 

S. Kim & Han, 2015; Y.-S. Kim, 2019). 휴대전화의존은 청소

년이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통제력을 상실하여, 이

를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이나 초조함 등을 느끼는 상태를 의

미한다(Jun, 2015; S. H. Lee et al.,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STAT 

Report (Y. Kim, 2019)는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이 초등

학교 저학년에 비교하였을 때 2.5배가량 증가하였고, 이와 더

불어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면서

(Cha & Seo, 2018) 휴대전화의존에 따른 발달 문제가 학령기

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Jun, 2015). 휴대전화를 과도하

게 사용하는 청소년은 두통, 피로감과 같은 신체 증상뿐만 아

니라 즉각적인 만족 추구 및 충동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알려

져 있다(S. Kim, 2016). 또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였을 때 우

울, 불안, 만성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정서 문제를 더 많

이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Elhai, Dvorak, Levine, & Hall, 2017; 

J. M. Kim & Song, 2015; S. Kim, 2016).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개인의 

정서 문제 중에서도 우울은 휴대전화의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hai et al., 2017; Jun, 2015; A.-R. Lee & 

Lee, 2012). 우울은 청소년이 스스로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정적 정서이며,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장애를 의미한다(Baek & Chung, 2015). 우울은 휴대전화 과다

사용 및 의존과 연결되는 심리적 특성으로 주목받고 활발히 연

구되었다(Elhai et al., 2017).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울은 휴대전

화의존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으나, 두 변인 간 인

과적 방향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

다(Bae, 2014; Baek & Chung, 2015; Jun, 2015; S. Kim, 2016). 

청소년의 우울은 휴대전화의존을 설명하는 주요한 심리적 

특성이다(Ehai et al., 2018; Jin & Shin, 2016; Mo, 2018; Yang & 

Park, 2005). 그러나 횡단적 수준에서 두 변인의 인과관계를 밝

히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Bae, 2014; Ha, 2014). 최근 종단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 문제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aek 

& Chung, 2015; Jun, 2015; S. Kim, 2016). S. Kim (2016)은 중학

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종단 자료를 분석하여 청

소년이 전년도에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의존할수록 다음 

연도의 우울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Beak과 Chung (2015)

의 연구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2에서 고1 사이 휴대전

화의존도가 청소년의 우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

났다. Jun (2014)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걸쳐 전년도 휴대전화

의존이 다음 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휴대전화의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

다. 또한, Lapierre, Zhao와 Custer (2019)의 단기 종단연구에서

도 스마트폰 의존은 3개월 후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

다. 이처럼 최근 몇몇 종단연구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에 선행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종

단분석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

등학교 고학년 휴대전화의존이 이후 중학생 시기의 우울을 예

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은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가까운 관계와 결

속하고 지지받는 정도에 따라 주관적 안정감을 다르게 느낀

다(Coleman, 1990; Putnam, 1993). 청소년이 가까운 관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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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받는 사회적 유대, 상호 간의 호혜(reciprocity)와 지지는 광

의적 개념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회

자본에는 신뢰, 관계망, 규범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Bae, 2018; 

Coleman, 1990; J. A. Seo, 2013; Wu et al., 2010). 청소년의 사회

자본은 일상에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관계의 질을 의미하며

(Coleman, 1990), 이는 청소년기의 심리·정서 문제에 매우 강

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ae, 2018; Heo, 2015; Mo, 

2018; Parcel & Dufur, 2001; Wu et al., 2010; Yang & Park, 2005).

청소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자본의 형태는 가족이다

(Putnam, 1995). 가족 내 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를 의미하며 부모의 관심, 감독, 의사소통 방식 등

을 내포한다(Coleman, 1990; Parcel & Dufur, 2001). 부모가 자

녀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이며 소통하고 감독하는 데에 시간

과 주의를 기울일 때, 자녀의 문제 행동은 감소하고 안녕감

(well-being)은 높아지며 전반적 발달이 증진된다고 밝혀졌다

(Coleman, 1990; Otto & Atkinson, 1997; Wu et al., 2010). 이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

고 방임하거나 부정적 양육 태도를 보일 때 청소년은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Wu 등 (2010)은 사회

자본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은 가족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중추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가정과 더불어 학교는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소이다. 초기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를 비롯한 학교 내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 청소년은 사회적 유

능감을 느낀다(Laible, 2007).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우

울을 낮추는 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며(Mo, 2018) 초기 청

소년에게 중요한 심리 사회적 자원을 제공한다(Dika & Singh, 

2002)고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또래 및 교

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때 학교생활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

아지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우울한 정서가 낮아진다고 나타

났다(Heo, 2015; Mo, 2018). 종합해보면 초기 청소년이 또래 및 

교사와 유대감을 갖고 지지받는다고 느낄수록 이후 심리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Yang & Park, 2005).

Putnam (1995)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가까운 가족

이나 친구를 결속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사회자

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

하고 촉진한다(J. A. Seo, 2013). 부모의 관심과 적절한 통제는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녀의 행동 양식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o, 2015; Mo, 2018). 부모는 청

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Heo, 2015; Y.-S. Kim, 2019; Mo, 2018).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에 적절한 관심과 감독

을 받을 때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

다(Chang, Song, & Cho, 2012). 반면 부모와 의사소통에 문제

가 있거나(A.-R. Lee & Lee, 2012) 충분한 보살핌과 애정을 받

지 못하는 청소년은 휴대전화에 더욱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Bae, 2014; W. K. Lee, Rhee, Kim, & Kim, 2020; Woo, 2013).

또래와 교사는 초기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사회자본이다(Chang et al., 2012; Y.-S. Kim, 2019; 

Woo, 2013). 일반적으로 교사와 관계가 좋고 학교생활에 적

응을 잘하는 청소년은 휴대전화의존이 낮다는 결과가 일관되

게 나타나고 있다(Chang et al., 2012). 한편 또래변인은 청소년

의 휴대전화의존 연구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국내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몇몇 실증적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휴대전화의존이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J.-H. 

Kim, 201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유

지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

었다(Sung, 2008). 그러나 한편으로 휴대전화를 과다하게 사용

하는 청소년은 또래관계의 질이 좋지 않다(J.-S. Lee & Myung, 

2007)고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또래관계가 휴대전

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론을 바탕으로 또래 및 교

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청소년은 심리적 안녕감을 

갖고 이는 이후 휴대전화의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Hwang, Cho, & Hyun, 2016)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자본 내의 하위 변인

은 복합적인 관계 안에서 종단적 시점에 따라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

지 다수의 연구는 청소년의 미시체계 내의 사회자본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지 못하였고, 주로 단일 시점에서 횡단 분석

을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Heo,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초기 청소년의 부모 · 또래 · 교사관계를 하위요인으로 구성

하여 사회자본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사회자본 하

위요인의 측정오차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회

자본이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구조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

화의존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종

단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Hwang 등(2016)은 KCYPS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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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널을 이용하여 초5부터 중1까지 휴대전화의존을 선형변

화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J. Y. Lee와 Chung (2018)의 연

구에서도 휴대전화의존이 초6에서 중3까지 지속해서 증가한

다고 보고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Y. Cho (2019)의 연구 또한 

초4부터 중1까지 휴대전화의존의 추이를 선형변화 모형으로 

추정하여 살펴보았다. 반면 초4에서 고1까지 휴대전화의존의 

변화궤적을 분석한 K. Kim, Jo와 Song (2018)은 초4부터 중1까

지 휴대전화의존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

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동일한 KCYPS 자료를 이

용하였으나 연구자가 선택한 변화궤적 모형에 따라 초기 청소

년의 휴대전화의존 변화 양상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다. 이

러한 상이한 연구결과와 해석은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때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변화를 

경쟁모형 비교를 통하여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사회자본과 휴대전화의존이 청소년의 우울

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자

본과 휴대전화의존의 변화 양상이 이후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밝혀낸다면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기(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휴대전화의

존도의 변화 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자본(부모, 또래, 교사관계), 휴대전화의

존도의 변화 궤적 및 우울 간의 종단적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KCYPS, 2010)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378명

의 2-5차 연도(초5∼중2)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2010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다단계층화집락표집(multi-

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 1차 연

도에 포함된 패널 아동은 총 2,378명이었으며, 이후 조사대상

자 수가 점차 감소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2, 3, 4, 5차 연도에 

포함된 최종 표본 수는 각각 2,264명(95.2%), 2,219명(93.3%), 

2,092(88.0%), 2,070명(87.0%)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라 휴대전화의존도는 2, 3, 4, 5차 연도 사회자본(부모, 또래, 

교사관계)은 2차 연도, 우울은 5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차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아 

52.3%(1,183명), 여아 47.7%(1,081명)이었다.

연구도구

휴대전화의존도

휴대전화의존도는 S. H. Lee 등(2002)이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

여 구성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

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것

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

편해서 살 수 없다.”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점

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역 채점

하였다. 2, 3, 4, 5차 연도의 휴대전화의존도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8, .89, .90, .88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우울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K. I. Kim, Kim, & Won, 1984) 10문

항으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에서 측정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

하였다. 우울 척도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

해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
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이며,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

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더 자주 느낀다고 해석

하기 위해서 전체 문항을 역 채점하였다. 5차 연도 우울 척도

의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개인 수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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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회적 관계(Poortinga, 2006)를 통해 받는 사회적 유

대, 상호 간의 호혜(reciprocity),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Bae, 2018; Coleman, 1990; Putnam, 1993). 본 연구에서

는 청소년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를 청

소년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 · 또래 · 교사관계를 하위요인으로 하는 사회자본을 

잠재변수로 구성함으로써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

적 관계를 폭넓게 포함하였다. 사회자본을 잠재변수로 구성하

면 측정오차를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변인 간의 구조관계

를 더욱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관계는 Huh (2000)의 양육방식 척도 하위요소 중 방임

에 해당하는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

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이며, 자

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부모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가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며, 자녀는 부모로부

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역 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2차 연도의 부모관계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는 학교생활 적응 척도(Min, 1991)에서 

또래관계와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이다. 학교생활 적

응 척도에서 또래관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현저하게 낮은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1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4문항으로 또래

관계 변수를 구성하였다. 예시 문항으로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놀이나 모둠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

라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1

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이며,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

다. 각 문항을 역 채점하였고, 따라서 또래관계 점수가 높을수

록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결속감과 지지를 받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차 연도의 

또래관계 4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총 5문항으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

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

항은 4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

점])이며,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역채점하

였으며, 따라서 교사관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맥락에서 

교사와 사회·정서적 유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차 연도

의 교사관계 문항 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으로 양호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 모형은 Figure 1과 같

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청

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의 양상과 개인차를 알아보

Figure 1. Th e hypothesized model.

SC = social capital; MPD = mobile phone dependency; ICEPT = intercept; SLOPE = linear slope; QUAD = quadratic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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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궤적,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청소년 개인이 가진 사회자본,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시기 

우울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자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조모

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20.0 (IBM Co., Armonk, NY)과 AMOS 20.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연구대상의 특성 및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

여 χ²과 함께 CFI, TLI, RMSEA 값을 함께 고려하였다. χ²값

은 영가설이 너무 쉽게 기각되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유의

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Kline, 2005), 본 연구에서는 표

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지수인 CFI, TLI, 

RMSEA 값을 함께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CFI, TLI는 .95 이

상, RMSEA는 .05 이하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의미하

며, CFI, TLI는 .90 이상, RMSEA는 .07 이하일 경우 모형의 적

합도가 양호하다고 본다(Hong, 2000).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결측값이 존재하므로, 결측값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찰된 변인

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Results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의 기본 가정으로 

정규분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자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왜도, 첨도 값이 모두 ±1 

미만으로 일반적 기준인 왜도 ±2 미만, 첨도 ±7에 충분히 부합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 SD Skewness Kurtosis
Mobile Phone Dependency (MPD)

MPD of 5th grade (w2) 1892 1.79 .65  .95   .74
MPD of 6th grade (w3) 1995 2.05 .71  .50 -.17
MPD of 7th grade (w4) 1972 2.24 .71  .34 -.22
MPD of 8th grade (w5) 1969 2.23 .67  .31   .04

Social Capital (SC) of 5th grade (w2)
Parent relationship 2264 3.44 .55 -.84   .66
Peer relationship 2264 3.10 .54 -.41   .26
Teacher relationship 2264 3.12 .66 -.51 -.02

Depression of 8th grade (w5) 2070 1.78 .58   .47   -.13
Note. The number of cases differs because missing values are excluded for each variable; Social capital is a latent variable composed of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Table 2 
Correlations of Analyzed Variables

1 2 3 4 5 6 7 8
1. MPD of 5th grade (w2) ―

2. MPD of 6th grade (w3) .43** ―

3. MPD of 7th grade (w4) .26** .40** ―

4. MPD of 8th grade (w5) .25** .36** .46** ―

5. Parent relationship (w2) -.11** -.07** -.02* -.06** ―

6. Peer relationship (w2) -.04* -.00* .00* -.06** .38** ―

7. Teacher relationship (w2) -.08** -.05* -.02* -.06** .32** .44** ―

8. Depression of 8th grade (w5) .11** .15**   .20** .33** -.17** -.15** -.08**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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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주요 측정변수의 기술통

계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평균은 초등학교 5학년인 2

차 연도에 1.79로 시작하여 3차 연도 2.05, 4차 연도 2.24로 점

차 증가하다 중학교 2학년인 5차 연도에 2.23으로 미약하지

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으로 구성한 사회자본

의 평균은 초등학교 5학년인 2차 연도에 부모관계 3.44, 또래

관계 3.10, 교사관계 3.12로 나타났다.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변수임을 고려하면, 연구대상 초기 청소년의 사회자본 

평균은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시

기 우울의 평균은 1.78이었다.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휴대전화의존도 2-5차 연도 값은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으

며, 시간상 밀접한 연도일수록 휴대전화의존도 간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p < .01). 사회자본의 하위 측정변수인 부모관

계 2차 연도 평균은 휴대전화의존도 2, 3, 4, 5차 연도 평균과 

각각 낮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2차: r = -.11 ; 3차: r = -.07; 

4차: r = -.02 ; 5차: r = -.06,  ps < .05), 5차 연도 우울과도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17, p < .01). 부모관계 2차 연

도 평균은 같은 연도의 또래관계(r = .38, p < .01), 교사관계(r 

= .32, p < .01)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관계는 

3, 4차 연도 휴대전화의존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

었으나, 2차 연도의 휴대전화의존도(r = -.04, p < .05) 그리고 5

차 연도의 휴대전화의존도(r = -.06, p < .01)와 매우 낮은 수준

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교사관계 역시 휴대전화의존도 및 우

울과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2차: r = -.08 ; 3차: 

r = -.05 ; 4차: r = -.02 ; 5차: r = -.06 ; p < .05, p < .01). 5차 연도 

우울 평균은 휴대전화의존도 2−5차 연도와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고(2차: r = .11 ; 3차: r = .15 ; 4차: r = .20 ; 5차: r = .33,  ps 

< .01), 5차 연도 우울 평균은 2차 연도 사회자본의 하위변수인 

부모관계(r = -.17, p < .01), 또래관계(r = -.15, p < .01), 교사관

계(r = -.08, p < .01)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의존도가 변

화하는 형태를 추정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모

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 적합도의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무

변화모형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

하며, 선형모형은 휴대전화의존도가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

아질 것을 가정한다. 비선형모형의 경우 휴대전화의존도의 변

화가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의존도 변화량이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차곡선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의 잠재

성장모형 적합도는 χ² 값과 TLI, CFI, RMSEA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모형별 변화요인의 예측평균을 살펴보았다. 각 모형

에서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을 잠재요인으로 하나씩 추가하

여 설정하였다. 초기치에서 2-5차 연도의 휴대전화의존도로 

가는 경로는 모두 1로, 변화율의 경로는 각각 0, 1, 2, 3으로, 이

차항의 경로는 변화율의 제곱으로 각각 0, 1, 4, 9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는 모형을 선

택하기 위하여 적합도와 변화요인의 예측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비선형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

대전화의존도의 변화궤적은 비선형모형인 이차함수모형에

서 TLI = .949, CFI = .995, RMSEA = .051로 매우 좋은 적합도

로 나타났다(Hong, 2000; Steiger, 1990). 또한 초기치(1.78, p < 

.001)와 변화율(.36, p < .001), 이차항(-.07, p < .001)의 예측평

균이 모두 유의하였다. 최적 모형으로 나타난 비선형모형의 

Table 3
Model Fit and Estimated Means of Growth Factors

Model Growth factor χ² df p TLI CFI
RMSEA

(90% CI)
Non-change model Intercept  = 2.09*** 915.99 8 .000 .063 .251 .219

(.207, .231)
Linear model Intercept = 1.84***

Slope     =  .15***
171.87 5 .000 .725 .862 .118

(.104, .134)
Quadratic model Intercept = 1.78***

Slope = .36***
Quadratic = -.07***

7.18 1 .007 .949 .995 .051
(.021, .089)

***p < .001.



Kim, Park and Park  38

모수추정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의 초기치 예측평균은 1.78이고,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36이며, 이차항은 -.07로 통계적으로 모

두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1.78에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매년 .36씩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되, 증가율은 

.07씩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도의 초

기치와 변화율, 이차항의 분산 또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휴

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의 출발점이나 증가율, 증가율의 변화 

모두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공분산을 살

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 시기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휴

대전화의존도의 증가는 천천히 일어났으며(초기치 ↔ 변화율 

; r = -.60, p < .001), 변화율이 높아질수록 증가 추세는 더 느리

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변화율 ↔ 이차항 ; r = -.94, p < 

.001).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 우울 및 사회자본의 
구조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 청

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 우울 및 사회자본 간 구조

관계를 Figur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² = 120.893 (df = 16, p < .001), TLI = .903, CFI = .957, RMSEA 

= .053 (90% CI [.044∼.061])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 사회자본 및 우

Table 4
Estimates of MPD Latent Growth Model: Quadratic Model

Intercept Slope Quadratic slope
Intercept 1.780***  .358***  -.068***
Variance  .339***  .255***   .014***
Covariance Icept ↔ Slope =  -.177 (-.603)***

Icept ↔ Quad =  .033 (  .474)**
Slope ↔ Quad = -.057 (-.943)***

Note. Standardized correlation coefficient in parentheses.
**p < .01. ***p < .001.

 Figure 2.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PD trajectory,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Model fit: χ² = 120.893 (df = 16, p < .001); TLI = .903; CFI = .957; RMSEA = .053 (90% CI [.044-.061]); The path coefficients shown in 
the model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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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간 영향력은 Table 5와 같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사회자본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초

등학교 5학년 시기에 부모, 또래, 교사로부터 심리·정서적 지

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치는 

더 낮았으며(β = -.170, p < .001), 증가율은 더욱 높았으나(β = 

.531, p < .05)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율의 변화추세는 더 느리

게 나타났다(β = -.528, p < .05).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궤적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의 초기치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05, p < .001).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사회

자본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치를 통하여 간

접적으로 우울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를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휴대전화의존도 초

기치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85, p < .001).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사회자본과 중학교 2학년 시

기의 우울이 포함된 구조모형에서,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

의 초기치(1.78, p < .001), 변화율(.36, p < .001), 이차항(-.07, p 
< .001)의 평균은 모두 유의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율이 점

차 감소하는 이차함수 곡선의 형태를 보였다. 성장요인 중 초

기치의 분산(.14, p < .001)만 유의하게 나타나, 초기치에서만 

여전히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휴대전화 보유율과 이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에 주목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

교 2학년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궤적,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의 사회자본(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중학교 2

학년 시기 우울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논의를 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초

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 양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지만, 증가 추세는 점차 감소하는 이차함수의 형태로 나

타났다. 또한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의 분산이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기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궤적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또래보다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았던 아동은 중학교 2

학년 때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점차 증가

하지만 휴대전화의존도가 낮았던 아동에 비해 비교적 천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또래보

다 휴대전화의존도가 낮았던 아동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

년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비교적 빠른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휴대전화의존

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초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일정 수

준의 휴대전화의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이르기

까지 휴대전화의존도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한 것과

Table 5
Estimates of Path Coefficient and Parameters for Structural Model

Path B SE β
SC (w2) → MPD intercept -.166   .045 -.170***

SC (w2) → MPD slope  .151   .061  .531*

SC (w2) → MPD quadratic slope -.047   .019 -.528*

MPD intercept  → Depression (w5)  .308   .057  .205*** 

MPD slope → Depression (w5)  .328  1.233  .064

MPD quadratic slope → Depression (w5)  9.082 10.052  .555

SC (w2) → Depression (w5)  .120   .595  .082

Parameter Intercept Slope Quadratic slope
Intercept 1.777*** .361*** -.069***
Variance .144*** .009  .001
Note. SC = social capital; MPD = mobile phone dependency.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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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지만, 지속해서 선형 증가를 한다는 연구(Hwang et 

al., 2016; J. Y. Lee & Chung, 2018)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

르기까지 휴대전화의존도의 평균은 1.79∼2.24의 범위에 해

당하여 4점 척도에서 중간 정도의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초기 청소년기 휴대전화의존

도의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

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K. Kim et al., 2018)에서는 휴대전화의존도의 평

균이 1.79∼2.25로 중학교 1학년 이후 휴대전화의존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고

학년 시기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를 살펴

본 연구(Nam & Ha, 2019)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평균은 1.94∼2.09로 중간 정도 수준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휴대전화의존

도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 시기의 휴대전화의존도

가 특별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균 점

수보다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개인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사회적 관계, 즉 부모와의 관

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궤적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 

또래, 교사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

낄수록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치는 더 낮았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율의 변화추세는 더 느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

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가 지지적이라고 느끼는 경우, 초등학

교 5학년 시기의 휴대전화의존도뿐만 아니라 이후 중학교 2학

년 때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또래관계가 휴대전화의존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결과

는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더 

낮았다는 결과(Hwang et al., 2016; J.-S. Lee & Myung, 2007)를 

지지하였으며, 또래관계를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

계에서 편안함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휴대전화의존도의 변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초기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 중 초기치

만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었

다. 즉,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을 예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궤적을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휴대전화

의존도가 보다 높았던 경우 휴대전화의존도가 낮았던 경우에 

비해 시간에 따른 증가율은 낮았으나, 초기 청소년기 동안 지속

해서 휴대전화의존도가 또래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

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에서는 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결과

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이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이 우울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형(Elhai et al., 2017; Lapierre et al., 

2019)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 급

격히 증가하는 휴대전화 보유율과 이용 시간은 휴대전화의존

의 위험을 높이고, 초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치만

이 이후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변화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우울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초기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의존도의 초기치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휴대전화의존도의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즉, 초기 청소년의 긍정적 사회자본이 우울에 대하

여 직접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 휴

대전화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후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 간접

적인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

우에도, 미래의 우울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사회자본

과 휴대전화의존도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과 관련된 중

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

강에 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도 변

화궤적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평가한 부모, 또

래, 교사와의 관계의 질이 같은 시기의 휴대전화의존도를 매

개로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

혔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았던 경우, 초기 청소년기 동안 휴대전화의존도가 

또래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가 이후 중학교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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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기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휴대전화의존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보유율과 이용 시간이 증

가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M. Seo, 2016)에 조기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휴대전

화 이용 시간 및 이용 유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이용이 일상 

및 학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 또래,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휴대

전화의존도의 초기치가 더 낮게 나타나, 초기 청소년이 경험

하는 사회적 관계가 휴대전화의존도에 대한 중요한 보호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 증

진을 통해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고, 지지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

다. 모든 관계는 양방향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는 

결국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사회

자본이 같은 시기 휴대전화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 수준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

회자본이 측정된 시점과 우울이 측정된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하

여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 사건이 미칠 수 있는 영

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우울의 변화궤적을 함께 확인한다면 사회자본이 우울에 미

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더욱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더 

어린 연령의 아동에서도 일상생활과 학업에서 휴대전화를 사

용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령초기 아동을 포함

한 종단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또

래, 교사와의 관계를 사회자본이라는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

성하여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영

향력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과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각각의 관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후속 연구

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관계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함

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예방적 개입 방안

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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