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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국단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둘째, 아동의 스마트

폰 독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향과 그 인과 계 사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 효과를 검증함으

로써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정  측면을 강화 할 수 있는 실천 , 정책  

안을 모색함에 있어 그 필요성에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한국 아동·청소년패 조

사(KCYPS :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의 등학교 1학년패 의 제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총 1,686 이스를 선별하여 사용하 다. SPSS 통계 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부모의 감독, 애정, 방임이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 사이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부모의 양육태도로 조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하여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교

육과 더불어 올바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한 부모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제도 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 을 제시하 다. 

■ 중심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아동 공격성∣스마트폰 중독∣부모의 양육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aise validity of the result through using national data, to 
analyze the effect of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on aggression and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and aggress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4th waves of KCYPS(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and 1,686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who have smartphone were analysed.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execu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level, the higher children's aggression goes. Second, parents' supervision, 
affection, neglect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martphone 
addiction and aggression which means parenting styles could reduce children's aggression 
despite serious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bination of preventive discipline of smartphone addiction and parental education program is 
needed to reduce children's aggression which is main factor of bullying.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rrangement such as 'shut down' for smartphone addic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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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

(2013)에서 실시한 청소년 기실태조사( , , 고등학

생 상)에 의하면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문제를 가지

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44.8%으로 나타났다[1]. 특히 아

동기의 공격성은 비행, 학교폭력, 나아가 성인기의 범죄

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비행, 범죄, 학교폭력의 방뿐

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성인기의 사회 응을 

도모하기 해서는 사회  심과 함께 아동의 공격성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마트폰의 보 률이 높아지기 이 에는 아동의 공

격성에 향을 미치는 원인요인으로 성별, 연령, 성격 

등을 포함하는 개인  요인과 학교생활, 가정환경, 래

계 등의 사회  요인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증가한 이후, 스마트폰에 한 의존

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독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

가시키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2]. 

스마트폰 독이라는 용어에 해서는 아직까지 합의

된 바는 없지만 스마트폰 독에 한 여러 선행연구들

의 정의를 종합하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스

마트폰이 없을 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2013년 11월에 강북 인터넷 독 방상담센터에서  

청소년 4,998명을 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사이버불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청

소년 5명  1명이 스마트폰에 독되어 있으며, 스마

트폰 독률이 높을수록 학교나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업성 이 낮으며,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피

해경험이 높았다. 특히 고 험군의 가해경험은 14.7%

로 일반 사용자군(2.5%)보다 6배나 높았다[3]. 이 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을 증

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신성철 외(2013)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한 결과, 

청소년들의 공격성의 일정부분이 스마트폰의 과사용과 

련이 있음을 밝 내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으로 이

어질 가능성을 제기하 다[4]. 한 창민(2013)의 연

구에서도 ‧고등학생의 독경향성과 공격성이 련

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5]. 장여옥과 조남억의 연

구(2013)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청

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래하고 결국 청소년들

의 비행과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6]. 스마트폰 독이 청소년의 신체  공격성을 

측하는 측력이 높고, 언어  공격성에 한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결과[7]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2][8][9]. 이러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해 상

당한 향력을 가지는 변수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2014)의 조사결과 등학교 고

학년(4∼6학년)의 경우 10명  6명꼴로 스마트폰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사용자 연령 별 독 험군이 청소년 29.2%, 성인 

11.3%로 청소년의 험군 비율이 성인의 비율보다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에서도 스마트폰 독

험군의 경우 학생이 29.6%, 고등학생이 24.4%, 

등학생이 23.7%순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만 3

세에서 9세 유아동의 52.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

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용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10].

스마트폰이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보 되었기 때문

에 스마트폰 독의 방에 한 비는 부족했다. 이

에 따라 스마트폰 독이 차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

트폰 독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향은 나날이 심

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단된다. 

특히 등학교 4학년의 경우 2014년부터 스마트폰 

독 정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폭 상승하고 있어 연

령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독 책이 필요하다[11]. 

한 청소년기 이후의 범죄가 등학생 시기에 습득된 

공격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고되었고[12], 

아동의 공격  행동이 약 10세경 까지 증가하여 가장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Aber 외의 연구[13][14]와 

2013년 청소년 폭력 방재단이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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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등학교 4∼6학년 시기에 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체의 46.7%로 나타난 것을 볼 때[15] 등학

교 4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을 증가시켜 

사회  문제로 야기됨에 있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스마트폰 독의 향과 그 향력을 조 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으로 이어지

는 계의 강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변수들의 향력으로 인해 아동의 스마트폰 

독 수 이 비슷하지만 공격성의 수 에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표 인 변인으로 밝 지고 

있다[9][16][17]. 아동에게 있어 가정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동이 태어나 가장 먼  경험하게 되는 사

회  이 가족 구성원과의 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이 가족구성원  부모를 통하여 가치 , 성격, 정

서 등 삶의 반에서 사회생활의 기 를 배우고 형성시

키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을 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가

장 근본이 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자녀를 기

르고, 가르치는 양육과정에서 부모는 일반 이고 보편

인 행동을 하게 되며 이를 양육태도라 한다. 이러한 

양육태도에는 심, 애정과 같은 일반 이고 보편 인 

행동과 함께 과잉보호,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 이고 병

리 인 측면까지 포함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의 권 주의 이고 허용 인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8]와 부모가 애정 이

고 자율 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게 나타

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19], 이러한 결과는 부모

의 처벌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향을 미친다

는 이주리(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20]. 

이외에도 부모의 부정 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계  공격성에 유의미한 향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

[21]와 양육태도가 정 일수록[22], 부모의 간섭이 

을수록[23]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해서 부모의 양

육태도가 요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향을 주

는 다양한 변인들  가장 지 한 향력을 가지는 요

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제시하 다[20][22]. 이는 스

마트폰 독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경로에서 

그 향력을 조 하는 조 변수로서 부모 양육태도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실

제로 최유미(2013)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

의 스마트폰 과사용과 공격성의 계에서 완충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 공격성이 증가하고, 아동의 스마트폰

과 공격성의 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친 하고 합리 인 부모

양육태도와 과잉보호 인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과

사용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낮춘다는 결과

다[9].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아동의 

스마트폰 독의 정도가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

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의 계를 조 하는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아동이 스마트폰에 독되었더라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공격성의 수 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이 게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

격성의 계에서 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한 연구가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모 양육

태도의 조 효과를 검증한 최유미(2013)의 연구가 일부 

지역의 아동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연

구 결과에 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 데이터

를 이용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과 그 인과 계 사이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조 효

과를 검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아동

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정

 측면을 강화 할 수 있는 실천 , 정책  안을 모색

함에 있어 그 필요성에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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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 미치

는 향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조 효

과를 가지는가?

Ⅱ. 조작적정의

1.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최근 독에 한 개념은 약물 독을 넘어 행 독 

개념으로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이나 조건에 

독된 상태까지 범 를 확장하면 인터넷 독, 쇼핑

독, 스마트폰 독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24]. 

스마트폰 독이라는 용어에 해서는 아직까지 합

의된 바가 없다. 황하성 외(2011)는 스마트폰 독을 

“스마트폰 이용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고 이로 인해 일

상생활에 지장을 래하는 상태[25]”로 정의하 고, 강

희양 외(2012)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

하여 생기는 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26]”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독을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스마트폰이 

없을 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한 이시형 외(2003)의 휴 화 의존 문항

을 이용하여 측정한 문항 수의 합을 스마트폰 독 수

으로 정의한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의 기능을 하는 휴 화이다. 스

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 속

할 수 있게 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하나

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더 많은 기능을 할수록 스마트폰에 한 의존이 높

아졌고, 이용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 독이라

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27]. 

2. 아동의 공격성
심리학에서는 공격성의 사  정의로 타인에게 신

체 ‧언어  행동으로 해를 가하여 고통과 상처를 

주는 행 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타인

에게 해를 가하는 신체 ‧언어  행동, 방해, 자기통제

부족, 인 계결함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조 환․임

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의 

총 합을 응답아동의 공격성으로 보고자 한다.

3.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칠 때 

나타나는 일반 , 보편  행동이다. 부모 양육태도의 유

형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부모 양육행동의 정

 측면뿐 아니라 부정 이고 병리 인 측면을 포함하

여 사회문화  배경을 고려한 허묘연(2013)의 유형구분

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감독, 애정, 비일 성, 과잉기 , 

과잉간섭, 합리  설명, 방임, 학 를 부모의 양육태도

로 보고자 한다[28]. 

감독은 자녀의 반 인 생활에 해 알고 있는 정도

를, 애정은 친 한 태도를 가지고 자녀 심 이며 자녀

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 해주는 태도를 말한다. 한 

비일 성은 훈육의 기 에 일 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

고, 과잉기 는 자녀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기 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독립성

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 에 맞추도록 강요하며 자녀의 

행동을 불안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  설명은 자녀

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 합리 인 이유와 일 인 규

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 는 의도 으로 자녀에

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며 신체 인 손상을 주는 행

이고, 방임은 아동의 발달에 무 심하고 칭찬이나 처벌

을 하지 않아 아동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28]. 각 하 유형의 수 은 허묘연[28]과 

김세원[33]의 아동학  문항과 허묘연[28]이 제작한 부

모양육태도 검사 등을 통하여 측정한 해당 문항 수의 

합을 말한다.

4. 통제변수 : 아동의 성별, 성적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KCYPS)에서는 아동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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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하 으며, 아동의 체 

성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의 1 부터 ‘  그 지 

않다’의 4 으로 측정하여 코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 조사의 방식에 따라 수가 높아

질수록 성 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미

치는 향에 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 효과를 규명

하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아동의 

스마트폰 독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공격성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 고, 이 두 변수 간의 계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조 할 것으로 가정하 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는 방임, 학 , 감독, 애정, 비일 성, 과잉기 , 과잉간

섭, 합리  설명으로 구분하 다. 한 아동의 성별과 

성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의 공격성

부모의 양육태도

통제변수 : 아동의 성별, 성적만족도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한국아

동청소년패 조사(KCYPS) 등학교 1학년 패 의 4

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연구이다. 한국아동청

소년패 조사는 2009년 4월 기  국 학교통계를 표

집틀로 하여 국 16개 시도를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의 지역  근 성을 기 으로 총 27개의 

집락으로 나 었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표집한 

2,342명의 표본에 한 추 조사를 실시하 다. 제1차

년도에 확정된 표본(원표본)을 상으로 하여 2013년에 

실시된 추 조사에서 제1차년도의 원표본 에서 소재

악이 불가능하거나 질병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

례를 제외한 유효표본 2,200명의 조사를 완료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1학년 패 의 최근 자료인 제4

차년도에 해당하는 2,200명  휴 화를 소지하고 있

는 등학교 4학년 남녀학생 1,686명을 분석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3. 측정도구
3.1 독립변수 :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독을 측정하기 하여 이시형 외(2003)의 

청소년 휴 화 의존 문항을 사용하 으며[29], 설문

은 아동이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직  작성하는 방

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을 기 으로 

10  10명  9명이 휴 화를 보유하고 있고[30], 휴

폰을 이용하는 10 의 95%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는 조사결과[31]에 따라 휴 화 의존을 스마트폰 의

존으로 간주하 다. 한 의존과 독 모두 자신의 정

서  어려움이나 고통 감소, 쾌락을 하여 물질이나 

행 에 의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그 개념이 다르지 않

기 때문에 각 문항의 수의 합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독수 이 높아진다고 정의하 다.

‘휴 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

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 휴

화 의존도에 한 7개 문항을 ‘매우 그 다’에서 ‘  

그 지 않다’까지 4  리커트척도로 측정하 다. 본 척

도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0.88로 나타났다.

3.2 종속변수 : 아동의 공격성  
본 척도는 조 환․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32]

에서 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KCYPS)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알기 한 척도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등의 6개 

문항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매우 그 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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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 않다’까지 4  리커트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수의 합이 높을수록 공격성

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0.81로 나타났다.     

3.3 조절변수 :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KCYPS)에서는 부모의 양

육태도를 알아보기 해 학 와 방임을 측정하는 척도

는 허묘연[28]과 김세원[33]의 아동학  문항을 참고하

여 구성하 고, 총 29문항(방임에 한 4문항, 학 에 

한 4문항, 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비일 성 3문항, 

과잉기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합리  설명 3문항)을 

‘매우 그 다’에서 ‘  그 지 않다’까지 4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방임을 제외한 7개의 하 변수는 

본 연구에서는 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수의 정도가 강

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방임의 문항은 ‘다른 일보다 나

를 더 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

활하는지 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내가 많이 아 면 

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의 4문항으로 각 문항 수

의 합이 높을수록 방임의 수 이 낮아지는 척도이다.

감독, 애정, 비일 성, 과잉기 , 과잉간섭, 합리  설

명, 방임, 학 를 측정하는 척도는 허묘연[28]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문항을 활용하 고, 원

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한 질문을 부모에 한 질문

으로 수정한 후 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 으

며, 조사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해 어떻게 느

끼는지를 직  설문문항에 응답하는 자기기입식 설문

지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값

은 0.63∼0.8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첫째,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과 아동의 스마트폰 

독, 공격성, 부모의 양육태도의 수 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변수 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하여 독립표

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에 해 

부모의 양육태도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각 변수를 심화(Centering)

하여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 다.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련 특성
응답아동의 일반  특성과 가족 련 특성을 살펴보

면 [표 1]과 같다. 응답아동 총 1,686명  남학생은 777

명(46.09 %), 여학생은 909명(53.91%)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 아동  31.26%(527명)가 자신의 성 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58.96%(994명)가 만족하는 편이라

고 응답하 고,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8.07%(136명),  만족하지 않는 아동이 1.72%(29명)

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구성은 양부모가정(조부모 동거 포함)이 

1,542명(94.09%)으로 부분을 차지했고 한부모 가정

(조부모 동거 포함)이 87명(5.30%), 조부모 가정이 7명

(0.43%), 기타 3명(0.18%)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

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가 637명

(40.50%), 문 졸 이상이 936명(59.50%), 아버지의 경

우 고졸이하 844명(46.98%), 문 졸 이상이 844명

(53.02%)으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빈도
(명)

백분율(%)

성별
(n=1,686)

남학생 777 46.09 
여학생 909 53.91 

성적 
만족도

(n=1,686)

매우 만족 527 31.26
만족하는편 994 58.96
만족하지 않는 편 136 8.07
전혀 만족하지 않음 29 1.72

가족구성
(n=1,639)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1,437 87.68 
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54 3.29 
(한)조부모+자녀 7 0.43 
(한)조부모+부모+자녀 105 6.41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33 2.01 
기타 3 0.18 

부모 학력 부(n=1,573) 고졸 이하 637 40.50 
전문대졸 이상 936 59.50 

모(n=1,592) 고졸이하 748 46.98 
전문대졸 이상 844 53.02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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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독을 살펴보면 최소값이 7 , 최 값이 

28 , 평균 23.14 으로(SD=4.39), 응답자들의 스마트폰 

독수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아동의 공격성

은 최소값 7 , 최고값 24 , 평균 19.95 으로

(SD=3.25) 다소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8개의 하 요인으로 나 어지는

데 감독은 평균 4.57 (SD=1.69)으로 나타났으며 애정

의 경우 6.64 (SD=2.40), 비일 성의 경우 평균 7.82

(SD=2.28)으로 나타났다. 한 과잉기 와 과잉간섭은 

평균 9.52 (SD=2.72)과 11.19 (SD=2.77), 합리  설명

은 평균 5.55 (SD=2.00), 마지막으로 방임과 학 의 평

균은 각각 6.46 (SD=2.23), 13.37(SD=2.65) 으로 나타

났다.

변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스마트폰 중독 7 28 23.14 4.39 

공격성 7 24 19.95 3.25 

양육
태도

감독 3 12 4.57 1.69 
애정 4 16 6.64 2.40 
비일
관성 3 12 7.82 2.28 
과잉
기대 4 16 9.52 2.72 
과잉
간섭 4 16 11.19 2.77 
합리적 
설명 3 12 5.55 2.00 
방임 4 16 6.46 2.23 
학대 4 16 13.37 2.65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1,686)

2. 집단 간 차이분석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

과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남녀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스마트폰 독 수 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반면 아동의 성  만족도에 따른 스마트

폰 독 수 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학업성 에 얼마나 만족하냐는 문항에 하여 ‘매우 만

족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스마트폰 독 수의 평균은 

24.21 , ‘만족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아동의 평균은 

22.89 ,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에 응답한 아동의 평균

은 21.46  ‘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아동의 평

균은 19.90 으로 자신의 학업성 에 더 만족하는 아동

의 스마트폰 독 수 이 자신의 학업성 에 만족하지 

않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 수 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가족구성에 따른 스마트폰 독 수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학력에 따른 스마트폰 

독 수 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인 부모의 아동보다 문 학교 졸업인 부모의 아동이 

스마트폰 독 수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으

로 유의한 결과 다.

  

항목 구분 N 평균 표 편차
t, F
(p)

성별 남자 777 22.96 4.55 -1.51
(.135)여자 909 23.28 4.24

성적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527 24.21 4.20 24.59
***

(.000)
만족하는 편이다 994 22.89 4.1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36 21.46 4.7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 19.90 6.77

가족구성

부모(아버지와 어머
니)+자녀 1437 23.21 4.38

1.33
(.250)

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54 22.54 4.11
(한)조부모+자녀 7 21.86 4.38
(한)조부모+부모+자녀 105 22.99 4.58
(한)조부모+한 부모+
자녀 33 22.39 4.65
기타 3 18.33 3.79

부모학력

부
고졸 이하 637 22.67 4.55 -3.73

***
(.000)전문대졸 이상 936 23.51 4.23

모
고졸 이하 748 22.76 4.50 -3.57

***
(.000)전문대졸 이상 844 23.54 4.27

﹡<0.1  ﹡﹡<0.05  ﹡﹡﹡<0.01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N=1,686)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

시하 고, 그 결과 성별, 성 만족도, 부의 최종학력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격성은 여학생이 20.25 (SD=3.21)으로 남학생

(19.60 , SD=3.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이 자신

의 학업성 에 하여 만족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아동의 공

격성 평균은 19.71, 문  졸업 이상인 아동의 공격성 

평균은 20.09 으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높은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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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 편차
t, F
(p)

성별
남자 777 19.60 3.26 -4.13

***
(.000)여자 909 20.25 3.21

성적
만족
도

매우 만족한다 527 20.91 3.17 30.82
***

(.000)
만족하는 편이다 994 19.69 3.09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36 18.65 3.4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 17.72 3.95

가족구성

부모(아버지와 어머
니)+자녀 1437 23.21 4.38

1.33
(.250)

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54 22.54 4.11
(한)조부모+자녀 7 21.86 4.38
(한)조부모+부모+자녀 105 22.99 4.58
(한)조부모+한 부모+
자녀 33 22.39 4.65
기타 3 18.33 3.79

부모학력

부
고졸 이하 637 19.71 3.38 -2.57

***
(.011)전문대졸 이상 936 20.14 3.15

모 고졸 이하 748 19.87 3.28 -1.33
(.185)전문대졸 이상 844 20.09 3.15

﹡<0.1  ﹡﹡<0.05  ﹡﹡﹡<0.01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의 차이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공격
성의 상관관계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 부모의 양육태도의 

상 을 알아보고자 Pearson의 상 계수를 산출하 다. 

분석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r=0.39***)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1>

의 실증  검증이 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r=-0.26***), 애정

(r=-0.32***), 합리  설명(r=-0.25***)은 아동의 공격

성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과잉간섭(r=0.20***), 학 (r=0.27***), 방임

(r=-0.26***)은 아동의 공격성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일 성

(r=0.13***), 과잉기 (r=0.05***)는 상 계가 낮지만 

아동의 공격성과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수 이 높

을수록, 애정 인 양육태도를 많이 가질수록, 합리 인 

설명을 해 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게 나타나고, 부모

가 아동에게 과잉간섭할수록, 학 할수록, 방임을 하지 

않을수록, 비일 인 양육태도와 과잉기 가 심할수

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비일 성(r=0.21***), 과잉

기 (r=0.15***), 과잉간섭(r=0.23***), 학 (r=0.25***), 

방임(r=-0.22***)은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낮은 상 계이

나 통계 으로 유의미했고, 감독(r=-0.22***), 애정

(r=-0.22***), 합리  설명(r=-0.18***)은 아동의 스마

트폰 독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계를 보

다. 이는 부모가 비일 인 양육태도와 과잉기 , 과

잉간섭의 수 이 높을수혹, 학 할수록, 방임의 수 이 

높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독 수 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감독수 이 높을수록, 애정 일수록, 합리  설

명을 해 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독 수 이 낮게 나타

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상 분석에 한 이러한 결과

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아동

의 스마트폰 독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1 2 3 4 5 6 7 8 9 10
1

공격
성

1

2
스마
트폰
중독

.39
﹡﹡﹡ 1

3
감독

-.26
﹡﹡﹡

-.22
﹡﹡﹡ 1

4
애정

-.32
﹡﹡﹡

-.22
﹡﹡﹡

-.51
﹡﹡﹡ 1

5
비일
관성

.13
﹡﹡﹡

.21
﹡﹡﹡ .01 -.04﹡ 1

6
과잉
기대

.05
﹡﹡

.15
﹡﹡﹡

.12
﹡﹡﹡

.15
﹡﹡﹡

.57
﹡﹡﹡ 1

7
과잉
간섭

.20﹡﹡﹡ .23
﹡﹡﹡ .02 -.12

﹡﹡﹡
.60
﹡﹡﹡

.64
﹡﹡﹡ 1

8
합리
적 
설명

-.25
﹡﹡﹡

-.18
﹡﹡﹡

.44
﹡﹡﹡

.65
﹡﹡﹡ .00 .17

﹡﹡﹡ -.01 1

9
방임

-.26
﹡﹡﹡

-.22
﹡﹡﹡

.48
﹡﹡﹡

.62
﹡﹡﹡ -.03 .14

﹡﹡﹡
-.06
﹡﹡

.53
﹡﹡﹡ 1

10
학대

.27
﹡﹡﹡

.25
﹡﹡﹡

-.17
﹡﹡﹡

-.35
﹡﹡﹡

.38
﹡﹡﹡

.30
﹡﹡﹡

.47
﹡﹡﹡

-.23﹡
﹡﹡

-.19
﹡﹡﹡ 1

﹡<0.1  ﹡﹡<0.05  ﹡﹡﹡<0.01 

표 5.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N=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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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
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력과 

그 인과 계 사이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 효과

를 알아보기 하여 스마트폰 독과 부모의 양육태도, 

상호작용(스마트폰 독 편차×감독 편차)변수를 독립변

수로,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계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3.1 회귀분석 1단계
먼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1단계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을 독립

변수로, 아동의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 고, 아동의 성별과 성 만족도를 통제하

다. 그 결과 아동의 스마트폰 독은 공격성에 해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수  99%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β=.86).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아

질수록 공격성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

이다. 

　 　 Β β t(p) R R² F(p)

1단계

스마트폰중독 .31 .36 15.92***
(.000)

.43 .18
126.09

***
(.000)

성별 .54 .08 3.76***
(.000)

성적만족 -.76 -.15 -6.75***
(.000)

﹡<0.1  ﹡﹡<0.05  ﹡﹡﹡<0.01 

표 6.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1단계          (N=1,686)

3.2 회귀분석 2단계
아동의 공격성에 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향력을 

알아보기 한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부모 

양육태도의 각 하 요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 고 아동의 성별, 성 만족도를 통제하 다. 그 결과 

2단계의 모든 회귀모형이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

로 유의했고(F=94.80∼112.12), 부모의 비일 성과 과

잉기 를 추가로 투입한 회귀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2

단계 회귀모형이 아동의 스마트폰 독만을 독립변수

로 투입한 1단계의 회귀 모형보다 아동의 공격성을 1%

에서 5% 추가 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단계 회귀모형에서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공격성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한 3%를(r²=.206, β=-.16, p<0.001), 

부모의 애정은 5%를(r²=.225, β=-.22, p<0.001) 추가

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감독과 애

정이 아동의 공격성과 음의 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부모의 애정 인 양육태도와 부모의 감독이 

아동의 공격성 증감에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부

모가 아동에 한 감독 수 이 높아질수록, 아동을 애

정 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Β β t(p) R R² F(p)

감독
　

스마트폰중독 .29 .33 16.60***
(.000)

.45 .21
109.23

***
(.000)

감독 -.45 -.16 -6.93***
(.000)

성별 .41 .06 2.88***
(.004)

성적만족 -.63 -.13 -5.65***
(.000)

애정
　

스마트폰중독 .28 .32 14.49***
(.000)

.48 .23
112.12

***
(.000)

애정 -.39 -.22 -9.49***
(.000)

성별 .46 .07 3.30***
(.001)

성적만족 -.49 -.10 -4.29***
(.000)

비일관성

스마트폰중독 .31 .39 5.71***
(.000)

.43 .18
94.99
***

(.000)

비일관성　 .06 .03 1.25
(.212)

성별 .51 .08 3.54***
(.001)

성적만족 -.75 -.15 -6.71***
(.000)

과잉기대
　

스마트폰중독 .31 .36 15.89***
(.000)

.43 .18
94.80
***

(.000)

과잉기대 -.04 -.02 -.98
(.329)

성별 .57 .09 3.88***
(.000)

성적만족 -.76 -.15 -6.71***
(.000)

﹡<0.1  ﹡﹡<0.05  ﹡﹡﹡<0.01 

표 7.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2단계_1         (N=1,686)

부모의 비일 성과 과잉기 는 아동의 공격성에 추

가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과잉간섭은 총 변량의 1%를 추가 으로 설명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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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고(β=0.09, p<0.001),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이 회귀모형은 부모의 과잉간섭과 아동의 공격성이 정

 계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가 아동

에게 과도하게 간섭할 경우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Β β t(p) R R² F(p)

과잉간섭
　

스마트폰중독 .29 .34 14.75***
(.000)

.44 .19
99.71
***

(.000)

과잉간섭 .15 .09 4.12***
(.000)

성별 .44 .07 3.03***
(.002)

성적만족 -.74 -.15 -6.59***
(.000)

합리적설명
　

스마트폰중독 .29 .34 14.94***
(.000)

.45 .21
109.32

***
(.000)

합리적 설명 -.38 -.16 -6.95***
(.000)

성별 .53 .08 3.76***
(.000)

성적만족 -.62 -.13 -5.52***
(.000)

방임

스마트폰중독 .29 .33 14.70***
(.000)

.45 .21
108.34

***
(.000)

방임 -.30 -.15 -6.72***
(.000)

성별 .52 .08 3.65***
(.001)

성적만족 -.57 -.12 -6.72***
(.000)

학대
　

스마트폰중독 .28 .33 14.29***
(.000)

.45 .20
107.59

***
(.000)

학대 .25 .15 6.54***
(.000)

성별 .38 .06 2.60***
(.009)

성적만족 -.67 -.13 -5.95***
(.000)

﹡<0.1  ﹡﹡<0.05  ﹡﹡﹡<0.01 

표 8.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2단계_2         (N=1,686)

  

부모의 합리  설명을 추가한 2단계 회귀모형과 부모

의 방임이 포함된 2단계 회귀모형에서 부모의 합리  

설명(β=-.16, p<0.001)과 방임(β=-0.15, p<0.001)이 각

각 총 변량의 3%를 추가 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99% 신뢰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가 

아동에게 합리 인 설명을 해 수록, 방임수 이 낮을

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 를 추가한 2단계의 회귀모형

은 1단계의 회귀모형보다 아동의 공격성을 2% 더 설명

해주었으며, 이는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

했다(β=0.15, p<0.001). 부모의 학 는 아동의 공격성과 

정 인 계를 보 는데 이는 부모가 아동을 학 할수

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정리해보면, 부모의 과잉기 를 제외한 나머지 양육

태도의 하 유형, 즉 감독, 애정, 비일 성, 과잉간섭, 

합리  설명, 방임, 학 가 아동의 공격성에 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회귀분석 3단계
부모 양육태도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한 3단계 회

귀모형에는 통제변수인 아동의 성별, 성 만족도와 아

동의 스마트폰 독, 부모 양육태도의 각 하 유형에 

더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부모양육태도의 하

유형을 곱해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에 추가로 투입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부모의 감독, 애

정, 방임만이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의 인과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감독의 경우 3단계의 회귀모형이 통계 으로 유

의미했고(r²=.210, p<0.001), 부모의 감독과 아동의 스마

트폰 독을 곱해  상호작용항의 β값은 -0.29 

(p<0.001)로 부모의 감독이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

격성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 수 이 높더라도 

부모의 감독 수 을 높이면 아동의 공격성 증가를 완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 애정도 마찬가지로 통계 으로 유의미했고, 3단

계의 회귀모형이 2단계의 회귀모형에 추가 인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²=.230). 3단계에서 추가된 

상호작용항(부모 애정×아동의 스마트폰 독)의 β값은 

-0.32(p<0.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모의 애정  양

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상호작용하여 공격

성의 인과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으로 인해 아동의 공격

성이 높아질 수 있는 험을 부모의 애정 인 양육태도

를 높임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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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모의 방임의 경우 회귀모형이 신뢰수

 99%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고, 3단계에서의 상호작

용항(부모 방임×아동의 스마트폰 독)은 β

=-0.47(p<0.001)로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의 인과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수

이 높아지면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방임이 낮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

한다. 한 스마트폰 독 수 이 높은 아동의 부모가 

방임의 수 을 낮추면 그 향력이 스마트폰 독과 상

호작용하여 결국 아동의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공격

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반면 부모의 비일 성, 과잉기 , 과잉간섭, 합리  

설명과 학 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미치

는 향을 조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비일 성과 아동의 스마트폰 독을 곱해  

상호작용항이 독립변수에 추가로 투입된 3단계의 회귀

모형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 부모의 비일  양

육태도, 상호작용항이 아동의 공격성을 18% 설명해주

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

용변인은 통계 으로 유의한 조 효과를 가지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아동의 공격성의 증가에 향을 미치고, 부모의 

비일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지만, 

부모의 비일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아동의 공격성 증가를 완충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

한다. 

부모의 과잉기 의 경우 상호작용항(부모 과잉기 ×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투입된 3단계 회귀모형도 통

계 으로 유의했으나(p<0.001), 아동의 스마트폰 독

과 공격성의 인과 계 사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조 효과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의 기  수 에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스마트폰 독의 향력을 낮출 수 없음을 의미

한다.

부모의 과잉간섭과 아동의 스마트폰 독을 곱한 상

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의 회귀모형도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했으나, 3단계에서 상호작

용항이 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부모의 간섭수 을 낮춘다고 해서 아동의 공격성에 

한 스마트폰 독의 향력을 낮출 수는 없음을 의미

하는 결과이다.

　 　 Β β t(p) R R² F(p)

감독
　

스마트폰 중독 .41 .48 8.01***
(.000)

.46 .21
89.15
***

(.003)

감독 .34 .12 1.12
(.264)

스마트폰* 감독 -.04 -.29 -2.68***
(.007)

성별 .40 .06 2.80***
(.005)

성적만족 -.62 -.12 -5.52***
(.000)

애정

스마트폰 중독 .42 .49 8.48***
(.000)

.48 .23
100.14

***
(.000)

애정 .16 .09 .87
(.387)

스마트폰* 애정 -.03 -.32 -3.11***
(.002)

성별 .45 .07 3.19***
(.001)

성적만족 -.48 -.10 -4.22***
(.000)

방임

스마트폰 중독 .49 .57 9.71***
(.000)

.46 .21
91.42
***

(.000)

방임 .51 .26 2.67**
(.008)

스마트폰* 방임 -.04 -.44 -4.37***
(.000)

성별 .50 .08 3.54***
(.001)

성적만족 -.56 -.11 -4.88***
(.000)

﹡<0.1  ﹡﹡<0.05  ﹡﹡﹡<0.01 

표 9.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단계_1       (N=1,686)

부모의 합리 인 설명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스마트

폰 독과 공격성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합리 인 설명이 아동의 공격

성에 한 스마트폰 독의 향력을 완화시키지는 않

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마트폰 독, 부모의 학 , 상호

작용항, 아동의 성별과 성 만족도가 아동의 공격성을 

21% 설명해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상호작용변인은 통계 으로 유의한 조 효과

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스마

트폰 독 수 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 이 높고, 부

모의 학 가 심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아동의 스마트폰 독으로 인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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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의 증가를 부모의 학 수 의 증감이 완화시켜주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Β β t(p) R R² F(p)

비일관성

스마트폰 중독 .34 .39 5.71***
(.000)

.43 .19
76.03
***

(.000)

비일관성 .20 .09 .83
(.405)

스마트폰*
비일관성 -.01 -.08 -.59

(.553)
성별 .51 .08 3.54***

(.000)
성적만족 -.76 -.15 -6.74***

(.000)

과잉기대

스마트폰 중독 .28 .32 4.30***
(.000)

.43 .18
75.89
***

(.000)

과잉기대 -.15 -.09 -.79
(.431)

스마트폰*
과잉기대 .01 .09 .61

(.540)
성별 .57 .09 3.88***

(.000)
성적만족 -.76 -.15 -6.71***

(.000)

과잉간섭

스마트폰 중독 .28 .33 4.30***
(.000)

.44 .19
79.73
***

(.000)

과잉간섭 .13 .08 .76
(.447)

스마트폰*
과잉간섭 .00 .02 0.13

(.900)
성별 .44 .07 3.04***

(.002)
성적만족 -.74 -.15 -6.58***

(.000)
 ﹡<0.1  ﹡﹡<0.05  ﹡﹡﹡<0.01 

표 10.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단계_2      (N=1,686)

　 　 Β β t(p) R R² F(p)

합리적설명
　

스마트폰 중독 .32 .37 6.22***
(.000)

.46 .21
87.52
***

(.000)

합리적 설명 -.21 -.09 -.78
(.434)

스마트폰*
합리적 설명 .01 .08 -.67

(.501)
성별 .53 .08 3.76***

(.000)
성적만족 -.62 -.12 -5.52***

(.000)

학대
　

스마트폰 중독 .17 .20 2.16**
(.031)

.45 .21
86.59
***

(.000)

학대 .02 .01 .10   
(.922)

스마트폰*학대 .01　.22 1.50
(.133)

성별 .38 .06 2.66***
(.008)

성적만족 -.65 -.13 -5.82***
(.000)

 ﹡<0.1  ﹡﹡<0.05  ﹡﹡﹡<0.01 

표 11.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3단계_3      (N=1,686)

Ⅴ. 결론

본 연구는 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

육태도가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공격성에 향을 미

치는지와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격성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 다. 먼  각 변인 간의 

인과 계를 확인하 고,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 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  특성과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아동의 스마트폰 독, 공격성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독의 경우 최소값이 7 , 최 값이 28 , 평

균 23.14 으로, 응답자들이 높은 수 으로 스마트폰 

독을 보이고 있었다. 한 아동의 공격성은 최소값 7 , 

최고값 24 , 평균 19.95 으로 다소 높은 공격성을 보

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8개의 하 요인으로 나 어지

는데 감독은 평균 4.57 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의 경우 

6.64 , 비일 성의 경우 평균 7.82 으로 나타났다. 

한 과잉기 와 과잉간섭은 평균 9.52 과 11.19 , 합리

 설명은 평균 5.55 , 마지막으로 방임과 학 의 평균

은 각각 6.46 , 13.37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부모

의 정  양육태도인 감독, 애정, 합리  설명의 수

가 낮고, 부정  양육태도인 비일 성, 과잉기 , 과잉

간섭, 방임, 학 의 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

이로 인한 양육시간의 단축, 소자녀 풍조로 인한 여러 

사회변화와 함께 사춘기에 들어서는 등학교 4학년 

아동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에 해 응답한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양

상태가 좋아져 발육이 빨라짐에 따라 사춘기에 들어서

는 시기도 앞당겨졌고, 이제는 등학교 학년도 사춘

기를 겪기도 한다. 사춘기에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로 

심리 내 으로 혼란스러운 등학교 4학년 아동이 부

모의 양육태도를 부정 으로 평가하게 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자신의 학업성 에 만족할수록 아동의 스

마트폰 독 수 이 높게 나타났다. 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부모의 아동보다 문 학교 졸업인 부모

의 아동이 스마트폰 독 수 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

성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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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학업성 에 하여 만족할수록 높게 나타났

다. 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높은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결과 1>에 해 검증한 결과, 아동의 공

격성과 아동의 스마트폰 독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에 있었다. 먼  아동의 스마트폰 독수 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

트폰 과사용이 신체 , 언어  공격성  분노, 의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공격성에 유의미한 향을 다

는 선행연구[9], 스마트폰 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 등의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

해진다는 선행연구[5] 외에도 아동의 스마트폰 독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2][4][6][7].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스마

트폰 독이 결국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는 요한 변수

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문제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아동기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하여 아동의 스

마트폰 독에 해 경각심을 가지고 심을 가져야 함

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결과 2>를 검증하기 하여 부모 양육태

도의 조 효과에 해 살펴본 결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

요인  감독, 애정, 방임이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의 수 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부모의 감독, 애정 수 이 높다고 느낄수록, 방

임의 수 이 낮다고 느낄수록 스마트폰 독에 따른 공

격성의 증가가 완화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

모 양육태도  감독이 높다는 것은 자녀의 학교생활, 

방과 후의 생활 등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애정은 부모가 자녀와 친

하게 지내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 해주는 

태도를 말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감독과 애정, 즉 

정 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여주었을 때 아동

의 스마트폰 독의 수 이 높아도 공격성은 일 수 

있다는 결과를 측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아동을 방

임하지 않는 것, 즉 한 칭찬과 심이 스마트폰 

독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

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친

하고 합리 인 부모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과사용과 

상호작용하면서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최유미(2014)

의 연구결과[9]와 일치했지만, 과잉보호 인 부모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과사용과 상호작용하면서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는 상치되는 결과 다. 이는 최유

미(2013)의 연구에서는 과잉보호  양육태도를 애정의 

수 은 높게, 통제의 수 은 낮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지나친 심과 뒷바라지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는 양육태도로 보아, 본 연구의 과잉간섭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9]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심으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아동의 

학교폭력의 표 인 원인인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하여 아동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하며, 공격성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독을 방하기 하여 

스마트폰 독 방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폰 독 

방교육에 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지만 미흡

한 실정이므로 스마트폰 방을 한 학계의 심이 요

구되며, 인터넷 독 방을 한 셧다운제와 같이 제도

으로도 아동의 스마트폰 독 방에 힘써야 할 것이

다. 한 학교와 사회복지 실천 장이 력하여 스마트

폰 사용을 이는 캠페인 활동을 아동이 직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아동의 스마트폰 

독을 감소, 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독 아동의 공격성이 부모의 양육태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독 아동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측해 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동 자녀의 공격성을 낮추기 한 노력으로 

자녀에게 정한 수 의 감독과 애정 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해 실천 역에서는 부모교육 로그램, 가족상담 

로그램과 함께 스마트폰 방교육을 목시켜 발 시

키는 시도를 할 수 있겠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자율 으로,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며,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동과 정서 인 교류를 활발히 하여 스마트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511

폰 독으로 인한 공격성의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경우 

부모와 개인 외의 환경 인 요인에 많은 향을 받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개인요인만 살펴보

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래요인과 같은 다

양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마트폰 독과 공

격성에 하여 살펴보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패 조사를 활용함으로써 자기 

보고식 질문지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므로 다양한 

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후속연구가 요구된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경우 10명  6명꼴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

폰을 이용하는 10 의 95%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는 조사결과[30]에 따라 휴 폰 의존을 스마트폰 의존

으로 간주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독을 측

정하는 척도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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