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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mother 's smart phone overdependence 

prevention education are needed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parent role intelligence. The research subjects were 220 mothers of 0-2 years old 

who are attending 15 day care centers in Cheong-ju, Chung-buk. The research tool used smartphone 

overdependence scale, and parent role intelligence scale.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frequency 

analysis, Pearson 's Ratio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 's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arental role intelligence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velopmental stimulation, parenting, support, and managemen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martphone 

overdependency, parent role intelligence, and sub factors. This suggests that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mother should be needed for nurturing of desirable infants.

▸Keyword: Smartphone Overdependence, Parental Role Intelligence, Developmental Stimulus, Care-giving

Role, Management Role

I. Introduction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

사’에 따르면 과의존 위험군 현황은 18.6%로 스마트폰 이용자 

5명중 1명은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1].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8.4%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된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17.8%) 대비 상승

폭은 0.8%로 둔화되었으나 전 연령 중 유아동 과의존 위험군은 

19.1%로 최근 3년간 6.7%가 증가하였으며 조사대상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모가 위험군일 경우 유아동 자녀도 위험 

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은 부모를 통한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거 ‘스마트폰 중독’이란 질병개념의 부정적 관점을 스스로 조절하

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전환개념으로 스마

트폰에 대한 과도한 이용으로 현저성(salience)이 증가하고, 스마

트폰 이용의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로 문제적 결과

(serious consequences)를 경험하는 상태의 3가지 요인을 포괄하

는 것으로 각각의 용어정의는 다음 <Table 1>과 같다[2].

Factors Term Definition

Salience
Living patterns using smartphones are more 

prominent and most important than other behaviors

Self-control 

Failure

The ability of self-regulation of smartphone use 

is lower than the user's subjective goal

Serious 

Consequences

Despite experiencing negativ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onsequences due to the 

use of smartphones, the continued use of 

smartphone

Table 1. Three factor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First Author: Dea-Hun Choi, Corresponding Author: Dea-Hun Choi

*Dea-Hun Choi (pr1424@hanmail.net), Assistant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won University.

∙Received: 2019. 01. 08, Revised: 2019. 01. 25, Accepted: 2019. 01. 25.

∙This paper is extension of paper(“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Parental

Role Intelligence.”)presented at the 59th Winter Conference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in

2019.



226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다이용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서

와 사회성발달 및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과잉행동과 

충동성, 부주의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안마련

이 요구된다[3],[4].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방안은 첫 

스마트폰 제공자가 대부분 주 양육자라는 점에서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5]. 

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 및 사용방식은 영유아의 미디어노

출 및 사용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6],[7], 어머니의 스마

트폰 중독 경향성은 학령전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

향을 준다[8],[9]는 선행연구들 역시 부모를 위한 과의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은 여

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예방을 위한 정부 정

책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관계부

처 합동으로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

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제 3차 스마트폰 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교사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바른 사용교육 등

은 강화되고 있으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캠페인 정도로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이는 보호자를 통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이용에 대한 개입방안이나 부모역할의 여러 변인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력이 있다는 기초연구가 부족

하여 필요성을 조명 받지 못한 까닭이라 하겠다.

유아교육기관을 활용한 부모교육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역할 실천의 주요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유아교육기관을 주 상담기관으로 생각하고 있

으며, 주제별 부모교육과 가정통신문 및 배부자료 등을 통해 정

보와 조언을 얻고 자녀양육의 신념을 공고히 해나간다

[10],[11].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하여 조메리명희와  

현은자(2014)가 유아교육기관 재원 어머니를 대상으로 스마트

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결과 중독수준이 낮아졌으며 부모

의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역기능 적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가 수행된바 있다[12]. 또한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행동을 연구한 이종만(2013)의 연구에서도 사용

습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유효한 방법[13]임을 제시한바 

있으며,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부모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14]는 점에서 유아

교육기관의 부모교육의 주제로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적절한 주

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향성은 부모의 역할변인

과 많은 관련을 보인다. 서해성과 김연하(2014)에 따르면 영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특히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적 특성을 보이며 또한 양

육지식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바 있

다[15].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자녀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

동, 자아탄력성 등의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다[4],[5],[9], 

[16]. 이는 현대사회의 부모들의 일상이나 자녀양육이 스마트

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제 부모

역할 변인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관

련 행동과 부모역할 특성은 고정화되지 않으며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17],[18]는 것 역시 

부모를 통한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

을 뒷받침 해준다. 다시말해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을 

위한 주요방안으로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방법을 활용한 접

근방법이 유효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적용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부모

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한 부모역할 강화방안은 아

직 연구가 미약하다. 이는 관련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보다는 부모의 역할관련 변인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인과관계 

연구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 중 자녀

양육 상황의 다양한 맥락에서 기능하는 지적능력과 적응능력인 

부모역할지능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부모역할 지능은 알려진 바와 같이 자녀양육 상황에서 맥락

에 맞는 합리적인 역할 선택능력과 자녀양육의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지적능력으로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기능하게 

하는 능력이라 설명할 수 있다[17],[18],[19],[20]. 일반적으

로 가정에서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부모의 선택기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태도나 

습관 형성이 부모의 양육역할 및 갈등상황 대처행동[15],[16]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역할지능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깊은 관련을 보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어머

니의 부모역할지능은 부모교육과 사회적 지원에 따라 충분히 

더 기능할 수 있는 부모능력이라는 점[17]에서도 스마트폰 과

의존과의 영향력은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즉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지능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으며 이

는 부모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적

절한 문제해결과 그리고 맥락에 적합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스마

트폰 과의존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여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역할지능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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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ethods

1. Research Model & Hypothesis

1.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역할의 주요 변

인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모

역할지능을 주요요인으로 선정하였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

존과 부모역할지능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1.2 Research Hypothesis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어머니의 부모역할 지능과 스마트폰과

의존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 <Table 2>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ypothesis

1
Mother's parent role intelligence will affect smartphone 

overdependence.

2
Mother's Developmental Stimulus will affect smartphone 

overdependence.

3
Mother's Care-giving Role will affect smartphone 

overdependence.

4
Mother's Management Role will affect smartphone 

overdependence.

Table 2. Research Hypothesis

2. Participants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어린이집 15개소에 다니고 

있는 만 0~2세 어머니 2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시

작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였고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재원 어린이집을 통해 총 300부

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256부가 수거되었으며 이중 불

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22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Division N %

Gender Female 220 100

Age

Less than 29 82 37

Less than 39 132 60

More than 40 6 3

Education

Levels

High school graduate 32 15

College(2,3) 97 44

University 49 34

Graduate school 17 8

Jobs

Office work 95 43

Business owner 36 16

Part time jog 15 7

Other 12 5

House wife 62 28

Family 

income

(won)

Less than 2,000,000 3 1

Less than 3,000,000 25 11

Less than 4,000,000 74 34

Less than 5,000,000 86 39

5,000,000 and more 32 15

Number of 

children

1 88 40

2 109 50

3 19 9

4 4 2

Gender 

of child

Male 135 61

Female 85 39

Age 

of child

Less than 1years old 59 23

Less than 2years old 82 37

Less than 3years old 79 36

Table 3. Participants’ Profiles(N =220)   

3. Research Tools

3.1 Smartphone Overdependence Scale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

흥원이 2017년 전국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성인용 스마트폰 과

의존 척도[1]를 사용하였으며 요인별 문항은 아래 <Table 4>

와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Likert 4점 척도로 신뢰도 수준(Cronbach’s α)

은 .73 이었다.

3.2 Parent Role Intelligence Scale.

어머니의 역할지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미숙(2004)이 개발

하고[17], 조순옥(2016)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정보완 하여 

사용한 부모역할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18]. 본 도구는 총 4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적 자극, 양육 및 지지, 관

리 등의 3가지 요인과 8개 하위요인(공감, 격려, 증진, 합리적 

권위, 융통성, 거부, 수용, 통제)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 까지로 측정되며 

신뢰도 수준(Cronbach’s α)은 .83 이었다. 부모역할지능 척도

는 총 점수 및 하위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역할지능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하위요인 및 문항 수와 내용

은 아래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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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mponents Number Contents

Developmental 

Stimulus

(24)

sympathy 6
A sensitive and appropriate emotional response to your child's situation and emotions, and 

the communication of emotions with your child

encourage 6 Attitudes and behaviors that encourage or inspire your child's developmental progress

increase 6
Encourage your child's current abilities and attitudes to develop in a positive way with a variety 

of parenting skills

Reasonable 

authority
6

Respecting the independence and individuality of the child and making sure that they are followed 

by reasonable leadership

Care-giving

Role

(12)

elasticity 3 A balance between stability and change that changes as needed dur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denial 6
Expressing the hostility and stress caused by the parent's character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factors to the child

Accept 3 Give your child warmth, strengthen your child's strengths, approve and support

Management 

Role (8)
Control 8

Parents consistently manage the day-to-day work of their children and act to manage their 

children to make good decisions

Table 5. Parent Role Intelligence Scale.

variable Measures

Self-control 

Failure

1) Every time I try to reduce my smartphone usage time, I fail.

2)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use time of smartphone

3) It is difficult to keep proper smartphone usage time.

Salience

4) It's hard to focus on other things if you have a smartphone next to you.

5) Smartphone thinking does not leave your head.

6) I feel strong urge to use smartphone.

Serious 

Consequences

7) have had problems with my health because of smartphone use.

8) I have had a hard time with my family because of smartphone use.

9) Due to the use of smartphones, I have experienced severe conflicts in friends, colleagues, and social relationships

10) Due to the smartphone,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work (academic or occupation).

Table 4. Smartphone Overdependence Scale

4. Data Analysis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하여 연구대상자로 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PSS 22.0으로 분석하였다. 0~2세 어머니의 일

반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측

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

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역할

지능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

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그 

하위요인 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어떠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Research Results

1.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role intelligence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역할지능 및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6>에 제시한 내용과 

같으며 상관관계 범위는 -.23 ~ -.3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모역할지능(r=-.23, p<.01)과 

부적관계가 있었으며 각 하위요인인 발달적 자극(r=-.30, p<.05), 

양육 및 지지(r=-.33, p<.05), 관리역할(r=-.36, p<.05) 등으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 지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에 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1 2 3 4 5

1 1

2 -.23** 1

3 -.30* .34* 1

4 -.33* .34* .33* 1

5 -.36* .24** .28** .34* 1

M 2.42 2.57 2.53 2.45 2.21

SD .60 .64 .55 .51 .54

1= Overdependence, 2=Parental role Intelligence, 

3= Developmental stimulus, 4= care-giving role,

5= management role

  *p<.05,**p<.01,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N= 220)

2. The effect of parental role intelligence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역할지능 전체와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수

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기분석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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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7>과 같다.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VIF

B SE β

(Constant value) 4.23 .21 　 12.68***

Parental role 

Intelligence
-.20 .05 -.22 -4.55** 1.13

Developmental 

stimulus
-.06 .03 -.02 -3.21** 1.40

Care-giving role -.11 .02 -.12 -2.77* 1.24

Management role -.12 .04 -.11 -2.55* 1.19

R² .21

adj R² .18

F 21.19***

*p<.05,**p<.01,***p<.001

Table 7. Regression analysis (N= 220)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각 변인별로 1.13 ~ 1.40의 범위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부모역할지능과 각 하위변인인 발달적 자극, 양육 및 지지, 

관리역할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

존에 약 18%를 설명하였다. 부모역할지능(β=-.22, p<.01), 발

달적 자극(β=-.02, p<.01), 양육 및 지지(β=-.12, p<.05), 관

리역할(β=-.11, p<.05) 모두가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들의 부모역

할지능이 낮다고 지각 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영유아의 스마

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정책적 방안모색의 기초 데이터 마련

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다른 연령대[21]와는 달리 영유

아의 스마트폰 사용기회는 부모를 통해 제공된다[5]. 따라서 

부모의 영유아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정보

제공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이용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의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

히 성인들의 행동특성은 고착화되어 쉽게 수정되기 어려우나 

부모의 역할행동과 자녀양육 행동은 바람직한 정보원과 부모역

할지능을 통해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는 견해[17]에서 부모역

할지능과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분석은 유아의 스마

트폰 과의존 예방정책의 주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부모역할지능은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을 통해 충분히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역할지능의 관

계와 상호간의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한 영유

아 스마트폰 과의존예방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변수 들을 구성하

고 2개의 연구문제와 4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이용과 부모역할지능 및 각 하위

요인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에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역할지능과 하위요인인 발달적 자극, 양육 및 

지지, 관리역할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역할지능 및 각 하위변인 모두 스마트폰 과의존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지능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주요변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어머니를 위한 스마트

폰 과의존 예방교육 고안은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력있

는 변인이다.  

둘째, 어머니의 발달적 자극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력있

는 변인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및 지지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력있

는 변인이다.

넷째, 어머니의 관리역할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력있는 

변인이다. 

이 연구는 청주시의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

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

계가 있다. 다만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해소를 부모역할지능

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의 정도가 

변화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양한 부모역할 변인

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규명도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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