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ffects of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on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Seri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Child’s Depression and Aggression

Korean J Child Stud 2021;42(6):707-720 
https://doi.org/10.5723/kjcs.2021.42.6.707 
pISSN: 1226-1688  eISSN: 2234-408X

Research Article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Sehee Hong,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al 
Measurement and Statistics,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
gu, Seoul, Korea      
E-mail: seheehong@korea.ac.kr

Ph.D.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al Measurement and Statistic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1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al Measurement and Statistic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2

Sojin Yoon1, Myeongseong Lee1, Joonwoo Lee1, Sehee Hong2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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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two-way effect of a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on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focusing on th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negative parenting, and 
child’s depression/aggression. 
Methods: The sample comprised 2,290 fif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father 
or mother).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were calculated using SPSS 25 and 
the mediation model was analyzed using AMOS 25.0. The comparison among the serial mediation 
models was analyzed using AMOS 25.0 syntax.
Results: A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both positive/negative parenting and child’s depression/
a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were significant, 
supporting the serial mediation model. As a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increased, negative 
parenting increased while the positive parenting decreased. As negative parenting increased, a child’s 
depression and aggression did as well, finally leading to higher levels of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child. In contrast, as positive parenting increased, the child’s depression and aggression decreased  
leading to lower levels of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child. The path from parent’s to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negative parenting and aggression had the highest mediation effect.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is affected by not only by child-
related factors (depression and aggression) but also parent-related factors (smartphone dependency 
and parenting). Additionally, comparing mediational effects, interventions focusing on negative 
parenting and child’s aggression might be more effective to reduce levels of child smartphone 
dependency. 

Keywords: smartphone dependency, parenting, depression, aggression, Korean Children-Yout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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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스마트폰은 학업, 업무, 여가 등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주

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

에 달한다(Taylor & Silver, 2019).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

급률 또한 높은데, 2018년 기준 초등 고학년생의 스마트폰 보

급률은 81.2%로(Taylor & Silver, 2019)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

폰이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생활에 많

은 편리성을 가져다주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점차 대두되

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가정에서 학습하

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

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

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

요한 활동이 되며,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

험하는 상태를 말한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과의

존의 개념은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체 개념으

로 정신병리적 접근에서 시작하였며, 스마트폰 이용을 억제하

기보다 균형적인 조절능력을 도와 궁극적으로 의미있고 생산

적인 디지털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념화한 

것이다(Aum, 2018).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에 따르

면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18년 20.7%, 2019년 

22.9%, 2020년 27.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그 증가폭이 4.4%로 심각한 수준

이다. 특히, 2018년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초등학교 

저학년 37.2%, 초등학교 고학년 74.2%, 중학생 92.0%, 고등학

생 93.5%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 H. Kim, 2019).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동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시각과 청각의 

장애, 비만, 신체불균형, 두뇌발달에 영향을 미치며(C. Park & 

Park, 2014), 좋지 않은 수면습관, 불안, 두통, 기억력 감소의 원

인이 된다(Anwar et al., 2021). 또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적응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일례로, 스

마트폰 과의존은 부모-자식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H. S. Choi, Lee, & Ha, 2012), 학교생활 적응 및 대

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Y. M. Kim & Kim, 

2016). 학업수행에 있어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은 책을 읽는 집

중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부적영향

을 미친다(Bukhori et al., 2019).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

적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스마트폰 과

의존으로 인한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부모 요

인은 매우 유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Nho & Kim, 2016).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Shyan & Arshat, 2019),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o & Park, 2018). 또한,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그 자체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Y. Cho & Lee, 2016; Ha, 2020; 

Jeong & Lee, 2020; N. R. Kim, Kim, & Jeon, 2019; J. Park & 

Hyun, 2018; H. G. Son, Cho, & Jeong, 2021), 양육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다(Chang, 2015b; D. H. Choi, 2019; J. Y. Lee 

& Jang, 2014). 스마트폰 과의존인 부모들은 SNS와 채팅 앱 이

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아동의 양육에 집중하지 못하므

로(J. H. Kim & Ahn, 2013),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모

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ang, 2015b; D. H. 

Choi, 2019).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가정의 소득, 어머니

의 연령,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하고도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ang, 2015b), 구체적으로 어머니

의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온정, 격려 등 긍

정적 양육행동이 높았으며,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과보호, 허용, 거부, 방임 등 부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았다(J. 

Y. Lee & Jang, 2014).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받음

과 동시에,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수용·애정적 양육태도와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D. S. Moon & Choi, 2015; Nho & Kim, 2016),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 Choi & Kwon, 2016; Ha, 2020; J. Y. 

Jeong & Lee, 2020; Nho & Kim, 2016).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

모의 양육 태도가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아동의 스마트폰 

사이의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이나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울은 슬픔, 외로움, 무관심과 같

은 기분의 변화, 자기반복과 자기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 도망가거나 숨거나 죽고 싶은 욕망, 거식증과 불면증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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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체적 변화, 지체하거나 동요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상태

를 의미한다(Beck & Alford, 2009).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낮추

고, 자살을 더 생각하도록 하며(D. Y. Lee, Jung, & Seo, 2017), 

흡연, 사이버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 H. 

Kim, 2013; H. Park, Jang, Yoo, & Koo,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부모의 높은 감독, 사회적지지, 애정, 수용과 같은 긍

정적 양육태도는 우울을 감소시키며, 부모의 높은 학대, 심리

적 통제, 성취압력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우울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15a; S. H. Cho & Cho, 2021; 

I. Choi, 2012; Ku, 2013; Yim, Kim, & Chung, 2014). 특히,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비일관적 태도과 과잉간섭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T. S. Choi & Kim, 2015),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긍정적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Dallaire et al., 2006). 또한, 우

울은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S. Y. Kim & Hong, 2014; Nho & Kim, 2016; You, 2014). 아동

의 우울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데(Chang 

et al., 2019; Joo, 2013), 아동이 우울 정도가 높은 경우 스마트

폰과 같은 매체에 집착하고 몰입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울과 함께 공격성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을 설명하는 주

요 변인으로 고려된다.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의도

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해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Crick & 

Grotpeter, 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양육태도의 유형인 애착 양육태

도, 감독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 반대

로 부정적 양육태도인 무관심한 양육태도와 심리통제적 양

육태도는 공격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E. M. Park & Park, 

2014; S. Y. Kim, Kim, & Lee, 2004). 특히, 선행 연구에서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태도와 어머니

의 허용 · 방임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주도적인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Oh & Kong, 2007), 긍정적인 양육태도

보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과 더 많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 Raine, 2018). 또한, 다수의 연구

에서 아동의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J. K. Kim & Lee, 2018; H. J. Moon & Shin, 

2020; K. H. Park & Park, 2020). 아동의 공격성은 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아동은 스마트폰 사용에 

더 몰두할 수 있다(Ryu & Hong, 2014).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나 아동의 우울, 공격성의 관계를 밝

히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다

수의 연구에서 변인들끼리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경로에 대

해 다루었을 뿐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스마트폰 과

의존,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구

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

와 유사하게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

도와 자녀 우울을 거쳐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

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존재하나(S. H. Cho & 

Cho, 2021),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증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

존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우울,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양육태도 및 아동의 우울과 공격

성에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체계적으

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의 긍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

계는 어떠한가?

1-1.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1-2.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되는가?

1-3.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

동의 우울 및 공격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중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경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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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

였다. 패널은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형제자매의 설

문조사 총 3개의 개별 응답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KCYPS, 

2018).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데이터를 아동의 

ID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KCYPS는 아동 1명 당 

보호자 1명의 데이터가 짝지어져 있으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해 개별 대

면 면접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표본 중 부모가 아닌 사람이 보호자로 응답

한 경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과 부모

의 케이스는 제외하여, 총 2,290명의 아동과 이들의 보호자(부 

또는 모) 2,290명을 조사에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

은 남자 1,134명, 여자 1,156명이었고, 어머니는 2,102명, 아버

지는 188명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6.5%, 

2-3년제 대학 졸업이 30.7%, 4년제 대학 졸업이 33.1% 대학

원 졸업이 6.5%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3.4%, 2-3년제 대학 졸업이 23.0%, 4년제 대학 졸업이 37.8% 

대학원 졸업이 10%이었다. 전체 응답 아동 중 2,236명(95.9%)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모 중 2,423명(99.5%)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동의 평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0분∼2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52.5%), 30분 미만

이 19.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11.1%로 뒤를 이었다. 

주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역시 30분∼2시간 미만이 가장 많

았고(40.2%), 30분 미만이 18.1%,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13.2%로 뒤를 이었다.

연구도구

부모 및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Kim 등 (2012)이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각 아동 당 1명의 보호자(아

버지 또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

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5문항 중 3문항(“스마트폰 

사용이 지금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스마

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

을 보내지 않는다.”)은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와 아동의 스

마트폰 과의존은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61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항에 대한 신

뢰도(Cronbach’s α)는 .875로 나타났다.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K. I. Kim & Lee, 2017). 부모양육태도척

도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애정, 자율성지

지, 구조제공)와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일관성)를 측

정한다. 문항은 긍정적 양육태도 12개, 부정적 양육태도 12개

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

을수록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긍정적 양육태도 문항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는 것을 표현하신다.” 등이 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 문항은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등이 있

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09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8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

아동의 우울은 간이 정신진단검사(K. I. Kim, Kim, & Won, 

1984)를 KYCPS 2018에서 선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개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외롭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아동이 직접 자신의 우

울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04이었다.

아동의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의 정서 ·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Jo & Im, 2003)를 KCYPS에서 일부를 제외 및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6개로,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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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아동이 직접 자신의 공격성을 평가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

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34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

울,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

하였다. 이 때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및 심리적 특성

이 다르며(Kang, & Shin, 2014; H. N. Lee & Yang, 2018), 양육

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H. 

N. Lee & Yang, 2018)를 참고하여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각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항목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이용하여 지표변수(indicator)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

해 자료의 비정규성을 줄이고, 간명성을 높여 모형의 적합도

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Bandalos, 2002;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본 연구는 각 지표변수에 잠재변수의 특성

이 골고루 반영되어 지표변수 간 특성이 유사하도록 항목묶

음을 구성하였다. 검사 중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문항의 경우, 

각 지표변수가 개념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요인에 속하는 문

항을 골고루 선택하여 합산하는 방식인 개념영역 대표성 방법

(domain representative approach)을 사용하였다(Hong & Jung, 

2014;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그 결과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긍정적 양육 및 부정적 양육

의 지표변수는 각 4개로 구성되었다. 단일차원인 경우 각 문

항합산 결과의 요인계수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하는 균형할당

방법(balancing assignment) 방법을 사용하였다(Hong & Jung, 

2014; Little et al., 2002). 그 결과 아동의 우울은 4개, 공격성은 

3개의 지표변수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같

은 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변수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를 측정동일성 모형 검

증을 통해 확인하였다(Collier, 2020). 또한 부모와 아동의 스마

트폰 과의존이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지표변

수에서 잠재변수로 설명되고 남은 오차들 역시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같은 문항으로 측정된 부

모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지표변수의 각 오차 쌍은 서

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체계적인 분산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각 지표변수의 

측정오차에 공분산을 설정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Cook & Kenny, 2005; Kenny, Kashy, & Cook, 2006). 모형의 적

합도는 χ²(df  ), TLI, CFI, 및 RMSEA값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PSD1!

PSD2!

PSD4!

PSD3!

Positive  
Parenting!

PP1! PP2! PP3!

Negative 
Parenting!

Child’s 
Depression!

Dep1! Dep2! Dep3! Dep4!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CSD1!

CSD2!

CSD4!

CSD3!

Child’s 
Aggression!

Agg1! Agg2! Agg3!

PP4!

NP1! NP2! NP3! NP4!

Control Variable: Sex!

Figure 1. Th e hypothes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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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FI와 TLI는 .90이상인 경우 좋은 적합도, RMSEA는 .05 이

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

다(Hong, 2000).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Shrout & Bolger, 2002)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유한한 표

본으로 인한 bias를 교정한 결과인 bias-corrected 95% CI를 통

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

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SPSS 25.0 (IBM Co., Armonk, NY) 

을 사용하였고, 측정 동일성 검정, 매개효과 분석은 AMOS 22 

(IBM Co., Armonk, NY)를, 매개효과 비교 분석은 AMOS syntax

를 사용하였다. 최종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Results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의 긍정

적, 부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아동의 스마트

폰 과의존, 통제변수인 성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의 왜도는 -0.66–

0.92 사이, 첨도는 -0.39–0.81 사이로, 자료는 정상성 가정에 크

게 위배되지 않았다(Curran, West, & Finch, 1996). 부모의 스마

트폰 과의존과 부정적 양육태도(r =  .27, p < .01), 아동의 우울

(r = .23, p < .01), 아동의 공격성(r = .25, p < .01), 아동의 스마트

폰 과의존(r = .30, p < .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긍

정적 양육태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2, p < .01).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울(r = -.44, p < .01), 공격성(r = -.36, p < 

.01),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r = -.34, p < .01)과 모두 유의미

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8~.50, p < .01). 아동의 우울과 공

격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65, p < .01), 아동의 성별

은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r = .07, p < .01)과 아동의 우울(r = 

.08, p < .01)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부모 및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측정동일성 검증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같은 문

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두 집단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

변수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측정모형의 전체적 형태가 집단별로 동일한지 살펴보

는 기저모형(형태동일성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집단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잠

재변수의 의미가 두 집단에서 동일한지 확인하는 측정동일성

을 검증을 실시하였다(Collier, 2020). 각 절차 간 모형의 비교

는 내재된 모형이므로 카이제곱 차이검증이 가능하나, 카이제

곱 검증은 표본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을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어 TLI, CFI, RMSEA 지수를 비교하였다. 기저모형 검증 결

과 χ²(4) = 148.253, TLI = .957, CFI = .986, RMSEA = .089으로 

나타났다. RMSEA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반적으로 RMSEA

는 .08-1일 때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2).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기

저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Table 2). 다음으로 

완전 측정동일성을 전제로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

이를 검증한 결과 χ²(3) = 9.749, p = .021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TLI와 RMSEA의 경우 완전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였고(△TLI = .017, △RMSEA = .02), 

△CFI는 .001 이내로 그 차이가 유의하게 크지 않았다(Chen, 

2007; Hong, Malik, & Lee, 2003). 따라서 부모의 스마트폰 과

의존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완전 측정동일성이 성립

한다고 보았다. 또한 두 집단에서 측정된 스마트폰 과의존 잠

재변수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하였을 때, 잠재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표변수의 측정오차 역시 독립적이지 않으

며 체계적인 분산이 존재하므로 부모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존의 각 지표변수 쌍의 오차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Cook & 

Kenny, 2005; Kenny, Kashy, & Cook, 2006).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양육태도 및 아동의 
부적정서를 매개로 아동의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모델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χ²(235) = 2067.063, TLI = .939, CFI = .948, RMSEA = .058). 아

동의 성별을 통제한 연구모형의 변수 간 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긍정적 양육태도

에는 부적인 영향을(β = -.259, p < .01), 부정적 양육태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35, p 

< .01). 또한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존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88, 

p < .01). 즉,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

태도는 낮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높으며, 아동의 스마트폰 과

의존도 높았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울(β = -.297, p < 

.01), 공격성(β = -.202, p < .01)에 부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β = -.123, p < .01)에도 직접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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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Parent’s smartphone dependancy ―

2. Positive parenting -.22** ―

3. Negative parenting .27** -.46** ―

4. Depression .23** -.44** .50** ―

5. Aggression .25** -.36** .48** .65** ―

6. Child’s smartphone dependancy .30** -.34** .38** .38** .43** ―

7. Sex of child .07** .01 -.02 .08** -.01 -.04 ―

M 1.89 3.32 1.99 1.65 1.83 1.97 1.50

SD .44 .47 .51 .55 .58 .50 .50

Skewness .27 -.66 .43 .92 .47 .18 ―

Kurtosis -.31 .81 .12 .62 -.22 -.39 ―

Note. N = 2,290.
**p < .01.

Table 2 
Result of Metric Invariance Test

Model χ²(df ) △χ² TLI CFI RMSEA
Baseline (configural invariance model) 148.253 (4) .957 .986 .089

Full metric invariance model 158.002 (7) 9.749 (3) .974 .985 .069

Note. N = 2,290.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 of Each Path

Path B SE β t
PSD → Positive parenting -.234 .021 -.259** -11.347

PSD → Negative parenting  .346 .024  .335** 14.248

PSD → CSD  .204 .025 .188** 8.180

Positive parenting → Depression -.372 .026 -.297** -14.396

Positive parenting → Aggression -.251 .026 -.202** -9.524

Positive parenting → CSD -.148 .028 -.123** -5.285

Negative parenting → Depression  .509 .025  .464** 20.057

Negative parenting → Aggression  .552 .027  .505** 20.296

Negative parenting → CSD  .136 .032  .129** 4.280

Depression → CSD  .080 .025  .084** 3.201

Aggression → CSD  .244 .026  .252** 9.261

Note. N = 2,290. PSD =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CSD =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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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긍정적 양육을 

행할수록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은 낮아지며, 아동의 스마트

폰 과의존도 낮아진다. 부정적 양육태도 역시 아동의 우울(β = 

.464, p < .01) 및 공격성(β = .505, p < .01)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면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β = .129, p < .01)에 직접

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부정적 

양육을 행할수록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이 높아지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도 높아진다. 아동의 우울과(β = .084, p < .01) 

공격성(β = .252, p < .01)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하

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다음으로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존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

울, 공격성의 순차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와 아동의 우울의 순차 매개효과(B = .007, 95% CI[.002, .013]),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의 순차 매개효과(B = .014, 

95% CI[.003, .026])가 유의하였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폰 과

의존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의 순차 매개효과(B = .014, 95% CI[.009, .022]),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의 순차 매개효과(B = .046, 

95% CI[.032, .063)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스

마트폰 과의존이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다(Table 4). 

Figure 2. Serial mediation eff ects of parenting and negative aff ect. 
**p < .01.

Table 4
Results of Serial Mediating Eff ects Using Bias-corrected Bootstrapping

Path Estimate SE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PSD → Positive parenting → Depression → CSD .007** .003 .002 .013

PSD → Negative parenting → Depression → CSD .014* .006 .003 .026

PSD → Positive parenting → Aggression → CSD .014** .003 .009 .022

PSD → Negative parenting → Aggression → CSD .046** .008 .032 .063
Note. N = 2,290. PSD =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CSD =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p < .05.**p < .01.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Positive  
Parenting

Negative 
Parenting

Child’s 
Depression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Child’s 
Aggression

Control Variable: Sex

-.259** 

-.202** 

.188** 

.335** 
.464** 

.505** 

-.297** 

-.123** 

.129** 

.084**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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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순차매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매개효과

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앞서 각 순차

매개 경로의 긍정적 양육 경로에서 아동의 우울보다 공격성

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였으나, 매개효과 차이검증 결과 통

계적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07, 95% CI[-.018, 

.001]). 반면 부정적 양육 경로에서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차

이는 유의하였는데(B = -.032, 95% CI[-.055, -.012]), 이는 부정

적 양육을 통해 우울 또는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아

동의 우울보다 공격성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부모의 양육, 아동의 우울을 거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에서 긍정적 양육과 부

정적 양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양육과 부정

적 양육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 = -.007, 95% CI[-

.016, -.002]. 즉, 아동의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긍정적 양육보

다 부정적 양육의 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아동의 공격성을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긍적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차이가 유

의하였다(B = -.032, 95% CI[-.048, -.020]). 이는 아동의 공격성

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긍정적 양육보다 부정적 양육의 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침을 보여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존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Ha, 2020; 

Jeong & Lee, 2020; N. R. Kim, Kim, & Jeon, 201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나 정서적 교감을 많

이 할 때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일 경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부모와의 대

화를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결손을 스마트폰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이는 경우 부모는 아동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자신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불어 아동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가족 공동

체로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존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

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긍정적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을 주며, 부정적 양육태도에는 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스마트폰에 의존하

게 되면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양육의 질이 

감소된다는 선행 연구(J. Park & Hyun, 2018)와 부합한다. 이

는 부모가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중독되면 아동에게 쏟을 수 

있는 에너지와 관심을 빼앗겨 양육에 온전히 힘을 기울이지 

못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양육태도에서 우울, 공격성

으로의 경로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울, 공

격성에 부적 영향을 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울, 공

격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를 밝혔던 선행연구들

(Kawabata et al., 2011; Ku, 2013; Lim, 2017)에 의해서도 지지

된다. 부모의 온정적이고 격려하는 양육태도는 아동이 부정적 

Table 5
Comparing Serial Mediation Effects

Path Estimate SE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PSD → Positive parenting → Depression → CSD vs PSD → Positive parenting → Aggression → CSD -.007 .005 -.018 .001

PSD → Negative parenting → Depression → CSD vs PSD → Negative parenting → Aggression → CSD -.032** .011 -.055 -.012

PSD → Positive parenting → Depression → CSD vs PSD → Negative parenting → Depression → CSD -.007** .004 -.016 -.002

PSD → Positive parenting → Aggression → CSD vs PSD → Negative parenting → Aggression → CSD -.032** .007 -.048 -.020

Note. N = 2,290. PSD = Parent’s Smartphone Dependency, CSD = Child’s Smartphone Dependency.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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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더라도 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되어 

우울,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압적이고 

비판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을 심리적으로 고립하게 하여 우울, 

공격성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우울, 공격성은 스

마트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측 변인이라는 연구들(S. Y. 

Kim & Hong, 2014; Nho &  Kim, 2016; You, 2014)과 공격성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밝힌 여러 연구들(J. K. Kim & Lee, 

2018; H. J. Moon & Shin, 2020; K. H. Park & Park, 2020)에 의

해서도 지지된다. 아동은 불안하고 결핍된 감정을 중독 대상

을 통해 보상 받으려는 경향이 있는데(Flores, 2004), 손쉽게 접

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스마트폰에 의존함으로써 

우울과 공격성을 보상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순차 매개효과를 종합하면, 부모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을 때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고, 애정적, 지지적

인 양육을 받은 아동은 정서가 안정되어 스마트폰 사용 동기

가 낮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으면 결국 온전히 양육에 힘을 기울이지 못

하며, 이는 아동에게 고립감을 일으켜 우울, 공격성 등의 정서·

행동 문제를 일으키고, 아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

듯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

에 양육태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고 

있다는 점은 부모의 요소(스마트폰 과의존, 양육태도)와 아동

의 요소(우울 및 공격성) 모두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의 스

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사점도 주고 있다.

셋째, 매개 효과의 경로를 비교 검증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

도가 포함된 경로의 매개효과가 긍정적 양육태도가 포함된 것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아동

의 정서·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아동에

게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가 행동을 

개선할 때 긍정적 양육태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

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

격성이 포함된 경로의 매개효과가 우울이 포함된 경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의 균형적인 사

용 조절능력의 부족 상태를 의미하는데(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아동은 내재적 문제인 우울보다는 외현적 문제인 

공격성으로 인해 조절력이 감소하여 스마트폰에 더욱 의존하

게 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울, 

공격성이 모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나, 아동의 우울보다 공격성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더 높

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를 

위해서는 아동의 우울 뿐만 아니라 공격성 감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 아

동의 공격성을 타겟으로 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스

마트폰 과의존이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을 거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중요 요인

들 간의 자세한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변인의 단편적 영향

을 분석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나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이라

는 변인이 포함된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연구가 대부

분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존에는 여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밝히려는 시도가 부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일으

키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요인들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모 요인이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가 통제적인 양육태

도를 보일 때보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아동을 지지하고 격

려하는 가정 풍토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를 위해 부모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학교나 상담 기

관 등에서 부모에 대해 개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이 나타나

는 경우 부모에게 양육 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양육태

도를 성찰하게 하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부모에 대해 상

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긍

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라도  자녀가 스마트폰에 과의존하

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신에게 스마트폰을 의존하는 모습이 있

는지 성찰하고, 아동과 함께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관심 및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은 우울과 공격성을 느낄 때 이를 스

마트폰 의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의 심

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는 경우는 미비하다. 게다가 아동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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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겉으로는 알아 차리기가 힘들다

(Rubin, Coplan, & Bowker, 2009).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파악된 아동들에게 심리 검사를 통해 우울, 공격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을 실시한다면 아동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매개효과 비교 검증에서 공격성을 통한 경로가 우울보다 영향

이 큰 만큼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에 대해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특성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은 부와 모 중 응

답 가능한 보호자 1명이 응답한 자료이다. 즉, 부 또는 모의 특

성을 부모의 특성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으로는 부와 모 중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대부분 어

머니가 응답하였으므로, 부와 모 전체 특성을 대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

답을 모두 수집하여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변인

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아동의 성장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요인에 초점을 두어 가정 외의 사회

적 관계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또래 관계 등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다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에 대한 확장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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