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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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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ternal mediation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It also explored the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mediation and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Methods: A total of 411 first to thi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1.0 and using model 3 in PROCESS macro version 3.4.
Results: First, maternal active mediation only affected girls’ smartphone overdependence, while
maternal restrictive mediation affected both boys’ and girls’ smartphone overdependence. That is, the
more active mediation mothers showed, the less dependent girls were on smartphones. Moreover, the
more restrictive mediation mothers showed, the less dependent both boys and girls were on
smartphones. Second, problematic communication influenced both boys’ and girls’ smartphone
overdependence; that is, the more problematic communication they had with their mothers, the more
they depended on smartphones. Lastly, the effect of maternal active mediation on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open communication and children’s gender.
Specifically, its effect on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greater when they communicated
more openly with their mothers, and this effect was only found in the case of girls.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maternal mediation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 are important
to effectively prevent or intervene in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It also suggests that
prevention or interven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Keywords : maternal mediation, mother-child communication,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children’s gender

Corresponding Author: Nana Sh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Human Ecology
Building 402-1,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nanashin@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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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ark, Shin, Kim, Kim, and Han 332

Introduction

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콘텐츠 등에 대해 규칙을
설정하는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에 초점을 두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를 각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Ministry of Science and ICT

각 설명적 중재와 강압적 중재(Choi et al., 2021), 적극적 중재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20)에 따르면

와 소극적 중재(S. J. Jang & Park, 2016), 긍정적 중재와 부정적

만 3세부터 69세까지의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

중재(Nam, 2018) 등으로 명명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험군의 비율은 2013년에 11.8%로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여 2020년에는 23.3%에 이르렀는데, 2020년에 전년 대비 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제한적 중재는 만 5세

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 3-9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Nam, 2018)이나 스마트미디어 몰입

세 유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가

경향성(C. J. Lee & Lee, 2021)과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국내

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12.4%에서

외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2020년에는 27.3%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다시 만 3-5세 유아

들이 더 많이 보고되는데, 부모의 적극적 및 제한적 중재는 각

와 만 6-9세 아동으로 구분해보면, 2020년의 경우 25.0%의 만

각 만 3-5세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Choi et al., 2021), 초등

3-5세 유아와 28.9%의 만 6-9세 아동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학교 5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Chang et al., 2019), 그리고

군으로 분류되어, 만 6-9세 아동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더 취약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Y.-G. Lee, 2018)과 부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초등학교 1～3학년

관련성이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

에 속하는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학문적

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다소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

관심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고 있다. 부모의 적극적 중재만이 만 3-5세 유아의 스마트기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열의(H. J. Kim & Lim,

과의존(Choi et al., 2021), 초등학교 2～3학년 아동의 스마트미

2021)나 학교생활 적응(B. Kim, Jahng, & Oh, 2019)을 낮추는

디어 중독(S. J. Jang & Park, 2016),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스

반면, 공격성(H. Park & Kim, 2016)을 높이는 등 아동의 적응

마트폰 중독(H. J. Kim & Jeong, 2015)에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에, 본 연구는 아동의 스

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반면, 이와 달리 부모의 제한적 중재만

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

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나타

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

내었다는 연구결과(Chang et al., 2019)도 있다. Chang 등(2019)

이 되는 부모의 양육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

의 결과와 유사하게,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중재의 효과를 메

향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애정, 합리적 설명,

타분석한 연구에서도 적극적 중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

감독, 일관성과 같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마

면, 제한적 중재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특

트폰 과의존과 부적 관련성이, 거부, 과보호, 비일관성과 같은

히 제한적 중재는 미디어 이용시간에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 관

는 것으로 밝혀졌다(Collier et al., 2016). 한편, 몇몇 연구들에

련성이 있음을 밝혔다(H. J. Kim & Lim, 2021; E. J. Lee & Kim,

서는 부모의 중재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

2021; Lim & Kim, 2018; H. Park & Kim, 2016). 본 연구는 주로

는데, 예를 들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

아동을 돌보고 양육하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러

니와 스마트기기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거나 함께 사용할수록

한 일반적인 양육행동에서 나아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과 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가운데 일상생활장애가 증가한 한편

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머니의 중재가 아동의 스마트폰 과

(Nam, 2018),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스마

부모가 스마트폰 이용시간이나 앱을 제한할수록 청소년의 스

트폰 사용에 대한 중재에는 공동 사용(Choi, Kim, Yim, & Yi,

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졌으며(N. Park & Oh, 2016), 부모가

2021; H. J. Kim & Jeong, 2015; C. J. Lee & Lee, 2021; Y.-G. Lee,

모바일폰 사용을 감독할수록 청소년의 모바일폰의 문제적 사

2018)이나 방임(Choi et al., 2021; Nam, 2018), 감독(Chang et

용이 증가하였다(Fu et al., 2020).

al., 2019; C. J. Lee & Lee, 2021) 등이 포함되어 연구되기도 하

아직까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중재가 스마트폰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할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조언하는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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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는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을 동

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 및 제한적 중재가 초등학교 1～3학

시에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만이 청소년의

년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

때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을 고려하고자 하였는데, 선행 연구

로써(K.-N. Lee & Kim, 2019),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

들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중

하여 특히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재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동의 성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어 어머

별에 따라 효과적인 중재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확

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

인해보고자 하였다. 실제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이처럼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주양육자가 되는 어머니를

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름

중심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어머

을 발견하였다(E. J. Lee & Kim, 2018). 남아의 경우 스마트폰

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

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적극적 보호 중

향에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와 같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재(active safety mediation)와 적절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스마

을 설명하기 위해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

트폰의 지나친 사용을 막는 제한적 중재가, 여아의 경우 스마

재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을 동시에 고려한 선행 연구(E.

트폰 사용에 대해 부모와 대화하고 함께 사용하는 적극적 사

J. Lee & Kim, 2021)가 보고되기는 하나, E. J. Lee와 Kim (2021)

용 중재(active use mediation)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

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독립적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외에도, 어머

으로만 고려하고 있다. 한편, Chng, Li, Liau와 Khoo (2015)의

니-아동 간 의사소통 역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연구에서는 자녀의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된 바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영유아의 애착안정성의 영

구체적으로 부모의 제한적 중재가 만 8-19세 자녀의 병리적

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영유아의 스

인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마트폰 과다사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져(Yong,

이 보다 긍정적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

2021),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

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부모

체적으로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

의 과보호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힌 연구(Gong et al., 2022)나

록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I. S. Kim & Kim, 2017; Yong,

비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양

2021)이나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B.

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힌 연

Kim et al., 2019),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몰입(Y. Kim & Cho,

구(Kwon & Lee, 2006)도 보고된다.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스

2016)이 덜 나타났다.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을 개방형 의사

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한 연구들에서 개방형 의사

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나

소통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타날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가

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 상관이 나

능성 역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Kweon과 Moon (2018)의

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E. J. Lee &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Kim, 2021)과 중학생(R. Lee & Lee, 2019) 등을 대상으로 밝혀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부모의

졌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동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긍정적 양육방식이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은 채 부모-자녀 간 의사소

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큼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

통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

게 C. Kim, Kang과 Lee (2020)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양육행동

펴본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J.-Y. Kim, Jang, & Hwang,

이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에게서

2018; S. J. Lee & Moon, 2013; Zhen, Li, Li, & Zhou, 2021). 하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에 대한 부모의 중재나 양육방식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미치는 영향이 평상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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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자녀관계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
재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아동

연구대상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조절되며, 이러한 조절효과가 다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11명과 그

종합하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

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

중재 및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

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남아가 214명(52.1%), 여아가 197명(47.9%)이었고, 학년은 1

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

학년이 139명(33.8%), 2학년이 131명(31.9%), 3학년이 141명

에서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성별의 조절된 조절

(34.3%)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255명(62.0%), 둘째가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143명(34.8%), 셋째가 13명(3.2%)이었다. 아동의 스마트폰 보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과 같다.

유 유무의 경우 자신만의 스마트폰을 보유한 아동이 234명
(56.9%), 그렇지 않은 아동이 177명(43.1%)이었고, 아동의 하

연구문제 1

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평균 95.6분 (SD = 83.8)이었으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는 남녀 아동의

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30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은 1시간 미만이 129명(31.4%), 2시간 이상～3시간 미
만이 79명(19.2%) 순이었다.

연구문제 2

다음으로 어머니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은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은 만 28-51세로 평균 만 40.0세 (SD = 3.9)였으며, 만 36-40

영향을 미치는가?

세가 192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만 41-45세가
144명(35.0%)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

연구문제 3

업이 227명(55.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가 아동의 스마트

음으로는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112명(27.3%)으

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수준에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133

따라 조절되고, 이는 다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조절되는가?

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반사무직 종사자 혹
은 보안업무 종사자가 124명(30.2%),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Mother-Child Communication
- Open Communication
- Problematic Communication

Children’s Gender

Maternal Mediation in
Children’s Use of Smartphone
- Active Mediation
- Restrictive Mediation

Figure 1. The hypothesized model.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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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hildren’s gender
Boys
Girls
Children’s birth order
First
Second
Third
Children’s average daily smartphone usage
Less than 1 hour
1∼2 hours
2∼3 hours
More than 3 hours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dropout or graduation
College graduation or university dropout
University graduation
Graduate school graduation
Area of residence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do
Jeolla-do
Gyeongsang-do
Jeju-do
Sejong
Note. N = 411.

N (%)
214 (52.1)
197 (47.9)

255 (62.0)
143 (34.8)
13 ( 3.2)
129 (31.4)
130 (31.6)
79 (19.2)
73 (17.8)
39 ( 9.5)
112 (27.3)
227 (55.2)
33 ( 8.0)

Variables
Children’s grade
First grader
Second grader
Third grader
Children’s smartphone ownership
Yes
No
Mothers’ age
Below 36
36-40
41-45
Over 46
Mothers’ occupation
Housewives
Professionals
Company workers, bankers, public officials, teachers
Office workers, security workers
Others

N (%)
139 (33.8)
131 (31.9)
141 (34.3)
234 (56.9)
177 (43.1)

40 ( 9.7)
192 (46.7)
144 (35.0)
35 ( 8.5)
133 (32.4)
38 ( 9.2)
75 (18.2)
124 (30.2)
41 (10.0)

104 (25.3)
96 (23.4)
116 (28.2)
10 ( 2.4)
22 ( 5.4)
18 ( 4.4)
36 ( 8.8)
4 ( 1.0)
5 ( 1.2)

및 교사가 75명(18.2%)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경기도가 116명

& Helsper, 2008; Shin & Lwin, 2017)을 바탕으로 J. Kim과 Lee

(28.2%), 서울특별시가 104명(25.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2019)가 제작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를 사용하였

대전, 울산 등 광역시가 96명(23.4%) 순이었다.

다. 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연구도구

에만 국한시켜 ‘스마트미디어’ 대신 ‘스마트폰’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적극적 중재(6문항)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제한적 중재(7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다. 적극
적 중재는 어머니가 아동이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를 측정하기 위

도나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안전

해 선행 연구들(Hwang, Choi, Yum, & Jeong, 2017; Livingstone

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준다.”, “자녀에게 특정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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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가 왜 안 좋은지 설명해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제한

세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다. 조절 실패는 스마트폰 사용

적 중재는 어머니가 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스

에 대해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이용에 대

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제한하는 것을 의

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

미하며,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 이상은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

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현저성은

게 한다.”, “자녀가 특정한 콘텐츠는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을 의미하며,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한다.”, “하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등의 문항이 포

높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머니가 중재를 할

함된다.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

때 각 하위요인의 특성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아동의 스마

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하

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

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

bach’s α)는 적극적 중재가 .78, 제한적 중재가 .83이었다.

다.”,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에 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

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

(1982)이 제작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PACS)

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되므로(Ministry of

을 Min (1991)이 번안하고 M. O. Kim (2015)이 부모용으로

Science and ICT & NIA,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를 구하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CS는 초등학생이나 그들의 부

기 위해 조절 실패에 속하는 세 문항을 역채점한 후 전체 문항

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Y. H.

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과

Jang, 2018; Y. Lee & Doh, 2018).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개

의존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

방형 의사소통(10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10문항)의 두 가

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어머니와 아동
간에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는 자녀

연구절차

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자녀는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어머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온라인 리서

니와 아동 간에 문제가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치 업체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3학

“나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

“자녀는 자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을 때때로

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 및 보상, 개인정보 보호 등

어려워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에 대해 서술된 연구 참여 설명서를 읽고 이에 동의할 경우 설문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에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 1월에 초등학교 1～3학년에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동 간 의사소통 시 각 하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41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위요인의 특성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어머니-아동 간 의사
소통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개방형 의사소통

자료분석

이 .92, 문제형 의사소통이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진흥원 스마트쉼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는 관찰자용 유아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동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문항

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예비분석으로 아동의 스

으로, 조절 실패(3문항), 현저성(3문항), 문제적 결과(3문항)의

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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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der Difference in Maternal Mediation in Children’s Use of Smartphone,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Variables
Maternal mediation in children’s use of smartphone
A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Mother-chil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Problematic communication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Note. N = 411.
**p < .01.

Boy (n = 214)
M
SD

Girl (n = 197)
M
SD

t

3.68
3.83

.65
.74

3.67
3.63

.68
.82

.19
2.63**

3.94
2.51
2.31

.54
.60
.55

3.98
2.50
2.25

.55
.65
.58

-.74
.24
1.01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 주요 연구변인들에서 아동의 성별

중재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어머니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스마

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콘

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

텐츠 등을 더 많이 제한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변인

의 성별에 따라 각각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의 스

들 간에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

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또는 어머니-아동 간 의사

별에 따라 각각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는데, Table 3에 제시한 것

소통이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과 같이 주요 연구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기 위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PROCESS macro version 3.4 (Hayes, 2017) 프로그램
의 모델 3을 사용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가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중재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탐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가 남녀 아동의

색해보았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줄이고자 독립변인인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조절변인인 어

에 따라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을 평균 중심화하였으며, 조절된 조절

4에 제시하였다. 이때 분산팽창계수(VIF)는 1.37～1.43, 공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ick-a-point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계는 .70～.73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93～2.18
로 나타나 오차 간 자기상관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의 경

Results

우,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의 하위요인
들인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가 남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비분석

10% 설명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 = 11.19, p < .001).
어머니의 제한적 중재만이 남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으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어머니-아동 간 의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β = -.25, p < .01),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소통,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용하는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주요 연구변인들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

등을 많이 제한할수록 남아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덜 나타내었

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

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가 여아

와 같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가운데 제

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14% 설명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하였

한적 중재에서만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t = 2.63,

다(F = 15.99, p < .001).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β = -.20, p < .05)

p < .01). 구체적으로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제한적

와 제한적 중재(β = -.24, p < .01) 모두 여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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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Maternal Mediation in Children’s Use of Smartphone,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Variables
1
2
3
4
5
Maternal mediation in children’s use of smartphone
―
.52***
.50***
-.25***
-.32***
1. Active mediation
―
.36***
-.21**
-.34***
2. Restrictive mediation
.55***
Mother-child communication
―
-.48***
-.25**
3. Open communication
.43***
.26***
―
.29***
4. Problematic communication
-.30***
-.14*
-.61***
―
5.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23**
-.30***
-.27***
.31***
Note. N = 411.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boys (n = 214) are presented below the diagonal and for girls (n = 197) are presented above the diagonal.
*p < .05. **p < .01. ***p < .001.

Table 4
Effects of Maternal Mediation in Children’s Use of Smartphone on Boys’ and Girls’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dictor
Maternal mediation in children’s use of smartphone
A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R2
F(df1, df2)
Note. N = 411.
*p < .05. **p < .01. ***p < .001.

B
-.07
-.19

Boy (n = 214)
SE

β

.07
-.09
.06
-.25**
.10
11.19***(2, 211)

B
-.17
-.17

Girl (n = 197)
SE

β

.07
-.20*
.06
-.24**
.14
15.99***(2, 194)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β = .23,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나 조언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어머

p < .01), 어머니와 문제가 많은 의사소통을 할수록 남아는 스

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마트폰 과의존을 보다 더 나타내었다. 여아의 경우, 개방형 의

수 있는 콘텐츠 등을 많이 제한할수록 여아는 스마트폰 과의

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이 여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10%

존을 덜 나타내었다.

설명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 = 10.82, p < .001). 문제
형 의사소통만이 여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으로 유의한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남녀 아동의 스마트
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각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영향을 미쳐(β = .23, p < .01), 어머니와 문제가 많은 의사소통
을 할수록 여아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다 더 나타내었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아
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

이때 분산팽창계수(VIF)는 1.30～1.58, 공차한계는 .63～.77
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아동의 스마트

았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97～2.06으로 나타나 오차 간

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기상관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아동 간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7)가 제

의사소통의 하위요인들인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

시한 PROCESS macro version 3.4 프로그램의 모델 3을 활용하

통이 남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11% 설명하였고, 회귀모형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 3은 조절된 조절효과

은 유의하였다(F = 12.56, p < .001). 문제형 의사소통만이 남아

모형으로, 종속변인에 대해 독립변인과 제 1 조절변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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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on Boys’ and Girls’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dictor
Mother-chil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Problematic communication
R2
F(df1, df2)
Note. N = 411.
**p < .01. ***p < .001.

B
-.13
.21

Boy (n = 214)
SE

β

.08
-.13
.08
.23**
.11
12.56***(2, 211)

B
-.14
.21

Girl (n = 197)
SE

β

.08
-.14
.07
.23**
.10
10.82***(2, 194)

Table 6
The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Open Communication and Children’s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e Mediation and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dictor
Active mediation (X)
Open communication (W)
Children’s gender (Z)
X×W
X×Z
W×Z
X×W×Z
Note. N = 411.
*p < .05. ***p < .001.

B
-.25
-.17
.01
-.19
.14
-.05
.24

SE
.07
.08
.06
.08
.09
.11
.12

t
-3.77***
-2.02*
.15
-2.39*
1.53
-.41
2.11*

LLCI
-.38
-.33
-.10
-.35
-.04
-.27
.02

ULCI
-.12
-.00
.12
-.03
.32
.17
.47

2 조절변인의 삼원 상호작용(three-way interaction) 효과가 있

사소통을 포함하는 경우에서만 유의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 삼원 상호작용(XWZ) 효과

나타났다. Hayes (2017)에 의하면 조절된 조절효과, 즉 삼원 상

는 독립변인(X)과 제 1 조절변인(W)의 이원 상호작용(two-way

호작용 효과는 X의 계수와 X × W의 계수, 그리고 X × W × Z의

interaction) 효과가 제 2 조절변인(Z)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

계수가 각각 양(+)인지 또는 음(-)인지의 조합에 따라 8가지 유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X의 계수가 음(-), X × W의

대한 어머니의 중재(X)가 종속변인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계수가 음(-), 그리고 X × W × Z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D유

존(Y)에 미치는 영향이 제 1 조절변인인 어머니-아동 간 의사

형에 해당하였다. D유형의 경우 독립변인인 X가 증가하면 종속

소통(W) 수준에 따라 조절되고, 이러한 조절효과가 다시 제

변인인 Y는 감소하는데, 제 1 조절변인인 W가 증가하면 이러한

2 조절변인인 아동의 성별(Z)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알아보았

감소 경향이 더욱 커지고, 제 2 조절변인인 Z가 증가하면 이러

다. 이를 위해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한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완화된다고 해석된다(Hayes, 2017).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을 각각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총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와 아

네 번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

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아동 간 개방형

한 어머니의 중재의 하위요인들인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

의사소통과 아동의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들인 개방형 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는 아동의

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은 평균 중심화한 값을 분석에 사용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 = -.25, p < .001),

하였고, 아동의 성별은 남아는 1, 여아는 0으로 더미변수 처리

개방형 의사소통도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향을 미

하여 사용하였다.

쳤다(B = -.17, p < .05). 즉,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

분석 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가

하도록 지도나 조언을 많이 할수록 아동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운데 적극적 중재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가운데 개방형 의

덜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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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ditional Effect of Active Mediation on Children’s Smartphone Overdependence at Different Values of Open Communication
Children’s gender
Boy (n = 214)

Girl (n = 197)

Open communication
Low (M-1SD)
Medium (M)
High (M+1SD)
Low (M-1SD)
Medium (M)
High (M+1SD)

Effect
-.14
-.11
-.08
-.14
-.25
-.35

SE
.07
.06
.08
.07
.07
.08

t
-1.91
-1.71
-.95
-1.98*
-3.77***
-4.17***

LLCI
-.28
-.23
-.24
-.29
-.38
-.52

ULCI
.00
.02
.08
-.00
-.12
-.19

Note. N = 411.
*p < .05. ***p < .001.

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 of open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e mediation and girls’ smartphone
overdependence.
동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point 방법을 사용하여 상세히 알아보았다. 다시 말해, 개방형

적극적 중재와 개방형 의사소통 간의 이원 상호작용항은 아동

의사소통의 M -1SD , M , M +1SD 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여 개

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B = -.19, p < .05).

방형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가 아동의 스

즉,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나 조언을

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아동의 성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덜 나타내는 경향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Table 7에 의하면, 여아의 경우 개방형 의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할 때 더욱 커졌다. 마

사소통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가 아동의 스마트폰

지막으로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와 개방형 의사소통 그리고 아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스

동의 성별 간의 삼원 상호작용항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나 조언을 많이 할수록 여아

정적 영향을 미쳤다(B = .24, p < .05). 즉,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덜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나 조언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스마트

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할 때 더욱 커졌다. 반면, 남아

폰 과의존을 덜 나타내는 경향은 어머니와 개방적으로 의사소

의 경우 개방형 의사소통 수준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적극적 중

통을 많이 할 때 더욱 커졌는데, 이러한 효과는 남아의 경우 여

재는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

아보다 덜 나타났다.

았다. 이를 통해 여아의 경우에만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와 아

한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

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아동 간 개방형

에서 어머니-아동 간 개방형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의사소통과 아동의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에 대해 pick-a-

수 있으며,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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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가운데

관적 스타일 등으로 구분한 연구(Meeus, Eggermont, & Beullens,

적극적 중재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가운데 개방형 의사

2019)에 의하면, 자율-지지적인 제한적 중재는 만 9-13세 아동

소통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분석들에서는 독립변인

의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의 문제적 사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과 제 1 조절변인이 각각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하

비일관적인 제한적 중재는 이러한 문제적 사용을 증가시키는

였으며, 이원 상호작용 효과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율-지지적인 제한적 중재는 부모가

의하지 않았다.

자녀에게 규칙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설
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양육을 의미하기에(Meeus et al., 2019;
Valkenburg, Piotrowski, Hermanns, & de Leeuw, 2013), 부모는

Discussion

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콘텐
츠 등에 대해 규칙을 설정하는 제한적 중재를 사용할 때 일방

본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 초기 아동

적으로 규칙을 제시하기보다 규칙을 설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411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규

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남녀 아

칙 설정 시 반영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는 아동과 스

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

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했다면 아동이 이를 일관성있

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가 아동의 스마트폰

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수준에 따

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이러한 제한적 중재를 많이 사용함이

라 조절되고, 이러한 조절효과가 다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조

밝혀졌는데, 자녀양육 시 부모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보다 강

절되는지를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므로(Sorbring,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Rödholm-Funnemark, & Palmérus, 2003) 특히 남아를 둔 어머니

첫째,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가 남녀

가 제한적 중재를 사용할 때 이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앞서 언급한 Chang 등(2019), Choi 등(2021), 그리고 Y.-G.

어머니의 제한적 중재의 경우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Lee (2018)의 연구들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중재를 구분하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콘텐츠 등에 대

고 있지 않으며, 자녀의 성별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해 규칙을 설정하는 제한적 중재를 많이 보일수록 남아와 여아

본 연구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가 남녀

는 모두 스마트폰 과의존을 덜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어머니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의 적극적 중재의 경우 여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만 영향을 미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중재가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음을

쳐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설명하거나 조

발견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E. J. Lee와 Kim (2018)의 연구

언하는 적극적 중재를 많이 보일수록 여아는 스마트폰 과의존

에서도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가 초등학교

을 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

4～6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별

또는 제한적 중재와 아동의 낮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련

에 따라 다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아의 경우 부모의

성은 유아(Choi et al., 2021), 아동(Chang et al., 2019), 그리고 청

적극적 보호 중재와 제한적 중재가, 여아의 경우 부모의 적극

소년(Y.-G. Lee, 2018)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적 사용 중재가 낮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중 Choi 등(2021)과 Y.-G. Lee (2018)의

본 연구결과와 E. J. Lee와 Kim (2018)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을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보

면, 남아와 달리 여아에게는 특히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할

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예비분석으로 이루어진 상관관계분석

수 있도록 부모가 설명해주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부모와

에서는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 모두 남녀 아동의

함께 대화하는 중재의 방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 연

본 연구에서는 남아에게는 어머니의 제한적 중재가, 여아

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 모

에게는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가 아동의 스마트

두 자녀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

폰 과의존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행 연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

구들은 부모의 중재의 효과에 대해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고

적 중재를 보다 세부적으로 자율-지지적, 통제적, 그리고 비일

하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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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고려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 적극적 중재(H. J. Kim

et al., 2021)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선

& Jeong, 2015) 혹은 제한적 중재(Chang et al., 2019)만이 아동

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 중

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

개방형 의사소통보다 문제형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우도 있으며, 몇몇 연구들은 부모의 중재가 효과적이지 않거

더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개

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Fu et al.,

방형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

2020; N. Park & Oh, 2016). 비록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다

는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룬 연구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및 온라임 게임 사용과

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가

관련하여 부모의 중재의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정에서 어머니와 문제가 많은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아동은 관

연구(Nielsen, Favez, Liddle, & Rigter, 2019)에서도 부모의 중재

계성이나 소속감에 대한 욕구 충족 또는 소통의 통로로 스마

의 영향력은 비일관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

트폰에 과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

구의 결과는 추후 부모의 중재의 효과를 살펴볼 때 아동의 성

서는 부모와 부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부모와 부정적인

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우울(J.-Y. Kim et

이나 발달단계, 아동이 사용하는 매체나 콘텐츠 등을 고려할

al., 2018), 외로움(Cheng, Yang, & Lee, 2021; K.-N. Lee & Kim,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Nielsen 등(2019)은

2019),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K.-N. Lee & Kim, 2019)를 경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인지 또는 온라인 게임 사용

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연결되기 쉽다

에 대한 부모의 중재인지에 따라 중재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

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거나

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Nielsen 등(201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중재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의 효과가 선행 연구들마다 비일관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어떠한 중재도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동 간 의사소통 방식이 아

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자녀의 인터넷 및 온라임 게임의 과도

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아

한 사용과 관련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

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어머니와 아동 간 의사소통의 양과 질

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가 필요함을 강조해준다.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Kraut 등(1998)은 인

둘째,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

터넷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였는데, 인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개방형 의사소통의

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족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줄어

경우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드는 등 사회적 관여(social involvement)가 전반적으로 감소함

않았으나, 문제형 의사소통의 경우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

을 보고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중

의존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와 문제가 많은 의사소통을 할수록

독(K.-S. Kim, 2017) 혹은 성인의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Guo

남아와 여아는 모두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다 더 나타내었다.

et al., 2019)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은 지지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아동 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아동의

었다. 또한, 최근 Yang 등(2022)은 종단적 연구설계를 사용하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 간에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

여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휴대폰의 문제

구(E. J. Lee & Kim, 2021)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와

적 사용 간의 관계를 양방향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휴대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이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

폰의 문제적 사용은 정서적 유대가 낮은 부모-자녀관계로 인

용을 더 많이 보임을 발견한 연구결과(S.-Y. Lee et al., 2020)와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동의 휴대폰의 문제적 사용으로 인

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경우 예비분석으로 실시된 상관

해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또한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계분석에서는 어머니-아동 간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학령 후기 아동(K.-S. Kim, 2017; Yang et

모두 남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

al., 2022)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

나, 이를 동시에 고려하자 남녀 아동 모두에게서 문제형 의사

로 한 본 연구의 경우 아동 효과(child effect)보다는 부모 효과

소통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parent effect)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자녀 간 개방형 및 문제형 의사소통 모두 청소년의 스마트폰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

과의존과 상관이 있었지만, 특히 문제형 의사소통과 더 커다

고 있으며, 만 3-5세 유아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5.0%

란 상관이 있었다는 선행 연구들(S. J. Lee & Moon, 2013; Zhen

임을 고려해볼 때(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IA, 2020),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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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부터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부모-자녀관계나 가족의

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여아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도구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

하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게임과 같이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

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아동 간 의

적으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Cocoradă, Maican,

사소통과 아동의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Cazan, & Maican, 2018; E. J. Lee & Kim, 2018), 스마트폰 과의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

존에 이르는 경로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서 개방형 의사소통과 아동의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가 나타

이와 관련하여 여아와 달리 남아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문제

났다. 즉,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설명하

적 사용을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새로움 추구(novelty seeking)

거나 조언하는 적극적 중재를 많이 보일수록 아동은 스마트폰

나 해로움 회피(harm avoidance)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발견

과의존을 덜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어머니와 개방적

된 바 있다(Y.-J. Kim, Roh, Lee, Canan, & Potenza, 2018). 따라

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할 때 더욱 커졌으며 여아의 경우에만

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요인과 더불어 아동 요인을 함께 포

나타났다. 관련 변인들 간에 조절된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

함하여 남아와 여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발달하는 경로를 보

를 찾아보기 어려워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직접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간 긍정적 의사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

소통이나 높은 수준의 애착과 같이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정

의 중재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환경에서 부모의 제한적 중재가 만 8-19세 아동의 병리적인 인

존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Nielsen 등(2019)은 부모의 중재의

터넷 사용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Chng 등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며 부모의 중재를 연구할

(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아동의 성별을 고려한 본 연구

때 가족 간 유대와 같은 부모-자녀 간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

에서는 특히 여아의 경우에만 이러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실제로 어머니의 중재와 어

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와의 유대(Avison & McAlpine,

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

1992)나 애착관계(Elizur, Spivak, Ofran, & Jacobs, 2007) 그리고

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력이

가족 내 갈등(Uusitalo-Malmivaara & Lehto, 2013) 등에 더 민감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

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해해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

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중재

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다룬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부

하기 위해 가족 체계 내 양육의 다양한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

이 여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C. Kim et al., 2020; Kweon &

모의 중재와 부모-자녀관계를 반영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

Moon, 2018).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부모의 중재가 자녀의 스

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예방 혹

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이러한 영향력을 보

은 중재의 초점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포함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

한 부모-자녀관계나 자녀의 성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로만 조사가 이

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여아의 경우 긍정적인 가정

루어져, 어머니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적 요소가 중첩될 때, 다시 말해 평소 어머니와 원활하게

인터넷 사용 중재전략에 대한 아동과 부모 간의 지각 차이를 살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어머니

펴본 Kalman-Halevi, Tutian과 Peled (2022)는 아동보다 어머니나

의 조언이나 설명이 제공될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스

아버지가 제한적 중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발

마트폰에 덜 의존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보이는 여

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부모가

아의 경우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가정환경 조성이 중재 프로그

중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램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수도 있으나,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은 사회적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

바람직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

니의 중재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 아동 등을 포함한 다양

아동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

한 보고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

동의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

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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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마
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녀의 스마트폰 과
의존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영향력을 밝힌 선행 연구들(J. Kim
& Lee, 2019; C. J. Lee & Lee, 2021; K.-N. Lee & Kim, 2019)에 근
거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도 연구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겠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이해하고자 아동
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와 어머니-아동 간 의사
소통, 그리고 아동의 성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
의존에 대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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