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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현대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는 맞벌이 가정을 증가

시켰고, 기존의 어머니만 전담하던 자녀양육의 역할이 아

버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변화와 관심이 높아졌고, 부부간에 자녀를 양

육할 때 심리적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Kim, 2013; Lee, 2011).

부모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

반적인 태도로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

들 중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요인이며, 자녀의 성격형성

에 큰 영향을 미친다(Ryu, 2014).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로 청소년의 긍정심리를 형

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

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란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가 비일관적인 도덕관, 

행동, 가치관, 의견 등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행동에서 모순적

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와 부와 모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

는 경우도 있다((Becker, 1964; Jang & Lee, 2007). 이러한 부

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지속되면 자녀는 불안, 우울 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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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는 청소년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등

을 가져오고 사회에 대한 부적응적 행동양상을 촉진할 수 

있다(Choi, 2005). 특히 성인이 되기 위한 심리적·사회적 발

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청소년기는 정서적 갈등과 혼란, 

정서적 문제 등을 다른 시기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다

(Kanner, 1981).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서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스스로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 스

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ae, 2007). 

또한,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경험이 대학생 자녀의 스마트

폰 중독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인식한 중학생 자녀는 불안과 충동

성을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Choi & Kim, 2013; Yoo & Kim, 2015).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2년 18.4%에

서 2013년 25.5%로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

율이 성인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폰 이용자는 1일 평균 4시간, 스마트폰 중독자는 1일 평균 

7.3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중학생 7.24%, 고등학생 8.86%로 나타

났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72.5%)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eoul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4). 또한, 스마트폰에 접속할 수 없을 경우 극심한 불안

을 느끼는 ‘노모포비아(Normophobia)'증상을 호소하는 사

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Chosunbiz.com, 2015).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은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정립

이 미흡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휴대전

화에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기기인 스마트폰은 

지나치게 사용하면 과도한 몰입이 되고 스스로 통제력을 

잃게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

였다(Kim, 2013; Choi, 2013). 또한,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면 현실보다 가상공간을 지향하고 스마트폰을 사용

하다가 중단하면 불안과 강박과 같은 금단증상이 생긴다

고 하였다(Kim, 2013).

국내에는 2010년 이후부터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

되었고, 다양한 변인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모양육태도라는 가정 환경적 요인에서 

스마트폰 중독과의 연계성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Na, 2013; Lee, 2014; Kwon, 2013; Jung & 

Kim,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양육태도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서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에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위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집표집법에 따라 시·도별로 비례층화표집방법

을 사용하여 학교장이 설문조사에 동의한 40개 고등학교

를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은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

을 통해 1,05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1,020명

의 자료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

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연구가 진행되

었다(IRB No. 2015-11-016).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위변인에 따라 살펴보고, 양

육태도를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으로 분류하여 스마트

폰 중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횡단적 설계 조사 연구이다. 

3. 측정도구의 설정

본 연구의 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이고, 종속

변수는 스마트폰 중독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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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양육태도란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행동양식으로 부

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치된 의견이나 행동을 

말한다.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Schaefer(1965), Heo(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40개 

문항으로 애정(6문항), 학대(7문항), 방임(5문항), 요구(7문

항), 관심(9문항), 돌봄(3문항), 비일관성(3문항) 등의 7개의 

하위척도를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하였고 모든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926, .903, .906, .896, .888, 

.841, .907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를 일치 집단과 불일

치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측정도구에 관한 부와 모의 응답이 모두 일치

하는 경우는 부모양육태도 일치 집단, 부와 모의 응답이 1

개 이상 불일치 할 경우는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스마트폰에 의존적이며 정신적·신체

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

는 Kwon(2014)과 Kim(2013)이 개발하고 사용한 척도의 문항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총 15개 문항을 본 연구의 의

도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문

항은 일상생활장애(5문항), 금단(4문항), 가상 세계지향성(2

문항), 내성(4문항)의 15개 문항으로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0.932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크리닝(data 

coding and 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V.12.0,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s α, 다중회귀분석(Mutiple 

Regression Analysis), 경로 분석(Path Analysis) 등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서울 및 경기 등 전국의 청소

년 약 1,02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의 

경우 일치 집단은 남학생 176명(48.6%), 여학생 186명

(51.4%)이었고, 불일치 집단은 남학생 350명(53.2%), 여학

생 308명(46.8%)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들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현재 재학 중인 학년을 살펴본 결과, 일치 집

단이 고등학교 3학년 144명(39.8%), 불일치 집단이 고등학

교 1학년 246명(37.4%)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유형은 일치 

집단이 일반고 206명(56.9%), 불일치 집단이 일반고 418명

(63.5%)으로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일치 집단이 2시간-3시간 미만 98명(27.1%), 불일치 집단이 

2-3시간 미만 202명(30.7%)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의 경

우 일치 집단은 기타 지역 60명(19.3%), 경기 38명(12.2%)

순이었고, 불일치 집단은 기타 지역 140명(19.8%), 대전 

132명(12.9%)순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

기술통계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관

심(과도한 관심이나 간섭)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에 따라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방임, 애

정, 학대, 요구, 비일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를 제

외한 애정, 요구, 방임, 관심, 비일관성에 있어 양육태도 일

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001), 일치집단에 비해 불일치 집단이 부정적 양육태

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평균이 33.86점(15∼75점)으로 심

각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모양육태도가 불일치한 집단(34.96

점)이 일치집단(31.36점)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독의 경로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지수들은 카이제곱

CMIN, 자유도df, CFI, NFI, TLI, RMSEA 등으로 모델의 적

합도 통계량의 적합한 수치는 카이제곱값의 유의성과 

RMSEA는 1.0이하, 그 외의 여러 지표들(CFI, NFI, TLI)의 

수치는 0.8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본다.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χ
2
=1054.454(df=147, 

p<.001), RMSEA=.081, CFI=.823, NFI=.801, TLI=.794로 나

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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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Group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Group
Total

t-test

M SD M SD M SD

Affection 20.78 9.03 23.92 8.91 22.96 9.06 -5.173***

Abuse 21.15 9.66 20.96 7.33 21.02 8.11 .335

Demand 14.94 6.60 16.69 6.87 16.16 6.83 -3.782***

Negligence 28.87 10.84 31.72 11.76 30.85 11.55 -3.660***

Interest 36.71 12.92 41.58 13.66 40.09 13.62 -5.328***

Inconsistency 12.52 4.96 13.79 5.19 13.40 5.15 -3.631***

Smart phone addiction 31.36 10.44 34.96 10.75 33.86 10.78 -4.961***

***p<.01

<Figure 1> Relationship of parenting attitude, smart phone addiction

경로 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영향(β=.574, p=.000)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

독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조절실패(β=.891), 학습지장

(β=.883), 폐쇄적 대인관계(β=.853), 금단현상(β=.799)순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Table 2> Path analysis on smart phone addiction in parenting attitude groups

Path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E t p

Parenting Attitude → Smart Phone Addiction .751 .574 .046 -1.309 .000

χ2=1054.454(df=147, p<.001), RMSEA=.081, CFI=.823, NFI=.801, TLI=.794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을 중심으로  43

<Figure 2> Relationship of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smart phone addiction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χ
2
=1526.987(df=147, 

p<.001), RMSEA=.085, CFI=.844, NFI=.831, TLI=.819로 나

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모양육태도 불

일치 요소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요구(β=.745), 돌봄

(β=.735), 방임(β=.715), 관심(β=.695), 애정(β=.601), 비일관

성(β=.564), 학대(β=.296)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스마트폰 중독

에 미치는 영향은 β=.111(t=2.576, p=.19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ath analysis on smart phone addiction in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groups

Path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E t p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 Smart Phone Addiction .116 .111 .045 2.576 .010

χ2=311.184(df=43, p<.001), RMSEA=.085, CFI=.844, NFI=.831, TLI=.819

Ⅳ. 논의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애착관계를 

원활히 하며,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서 심리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Dorius et al., 2004). 부모

양육태도 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다(Park & Lim, 2014; Jung, 2013; Park 

& Lee, 2014).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

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양육태도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에 따른 부모양

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

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 모두에서 하위요인 중 관심, 방임, 

비일관성 이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과도한 관심을 간섭으로 

느껴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

트폰을 자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억압시

켜 부적절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

구 결과를 지지한다(Kim & Choi, 2013).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집단은 스마트폰 중독의 설명력이 

28.7%로 일치 집단의 1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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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소

외감을 겪게 되고 성장기에 불안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

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통해 안정감을 갖게 되어 자

녀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게 나타나고(Kim, B. N., Choi, 

H. I.,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할수록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Lee, J. S., & Kim, 

J. H. 2014), 부부 간의 갈등의 빈도가 잦을수록 자녀의 스

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Lee, E. J. & Eo, J. K., 2015).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자녀가 스마

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모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키는 직접

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인 중에서 가정 환경적 변인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러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

는 양육태도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대중화된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부모양육태도라는 가정적 측면

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를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

하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생만

을 대상으로 군집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들에

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

해 전국의 40개 고등학교에 설문을 배부하여 1,020명의 자

료를 수집하였고, 부모양육태도를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

단으로 구분하여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별로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관심은 일치 집단과 불일치 집단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 불일

치 집단이 일치 집단보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수준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과도한 관심을 갖는 부모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높이고, 부모양육

태도가 불일치할수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치된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적인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부모양육태도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을 포함하여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을 살

펴본 다차원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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