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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을 통한 부모 구조제공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생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박사과정생2,3,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교수4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self-esteem influenced their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social withdrawal and whether this mediating path would vary depending on 
parents’ provision of structure. 
Methods: This study included data on 2,394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boys, n = 1191; M 
= 10 years old, SD = .09), taken from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In addition, the Process Macro No. 8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Results: It was found that children’s self-esteem significantly and directly influenced their smartphone 
dependency, and indirectly influenced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social withdrawal. Parents' 
provision of structure significantly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an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smartphone dependency. 
Parents’ provision of structure also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in the path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smartphone dependency. This suggests that a high level of parental 
structure strengthens the beneficial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on smartphone dependency 
through reduced social withdrawal.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how childre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behavior interact 
to influence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arent programs to support positive parenting practices and promote children’s healthy 
adjustment.

Keywords: self-esteem, smartphone dependency, social withdrawal,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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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0.5%가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10대 초등학생의 83.8%가 컴퓨

터,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스턴트 메

신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22). 이와 더불어, 

202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추세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생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드러졌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2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아동

과 청소년 사이의 전환기에 속해 있음을 고려할 때(Y. S. Park 

& Lee, 2019), 이 시기의 디지털 이용 습관은 앞으로의 디지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은 

이후 청소년, 청년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구체적으로 또래관계, 교사관계, 성별, 가구소득은 초

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우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중

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 2021). 그러나,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초

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련된 영향 요인들은 밝혀져 있

으나,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특성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 변인

까지 모두 포함한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목적에서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들은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을 다뤄왔다(Chu, 

Tak, & Lee, 2020; Samaha & Hawi, 2016; You, Zhang, Zhang, 

Xu, & Chen, 2019). 그중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평가 및 감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자

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의존 및 과사용의 중요한 예측요인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Y.-J. Hong & Yi, 2016; D. Kim & Jahng, 

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부터 성인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

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포함한 중독 행동

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깊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부적응적 스마트폰 사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ale et al., 2022). 또한, 연령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소셜 미디어 사용의 과의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Andreassen, Pallesen, & Griffiths, 2017). 

자아존중감과 부적응적 스마트폰 사용 사이의 연관성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Casale et al., 2022).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낮은 자아존중감

으로부터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고 보상받고자 하

는 기제와 관련이 있다(Baumeister, 1990; Chu et al., 2020). 

McKenna, Green과 Gleason (2002)은 사회적 보상 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을 통해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온

라인 활동을 통해 더 쉽게 자신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만듦으로써 현실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회피하고 낮

은 자아존중감을 완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동기 후기에

서 청소년기로의 전이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지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두

드러지는 시기(Kang, Kim, & Song, 2009)인 점을 고려할 때, 스

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낮은 자아존

중감은 자신의 사회적 능력 및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평

가하는 부정적 자기개념과도 연관되는데(Rubin & Chronis-

Tuscano, 2021),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

일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은 또래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제되거

나 거부 및 고립되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적극적 고립(active 

isolation)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아동이 자기 자신을 또래 집

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Coplan & 

Rubin, 2010; Rubin, Coplan, & Bowker, 2009).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불안, 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및 관계에서

의 어려움과 같은 내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Rubin et al., 

2009).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며(Ah & Park, 2017), 이와 같이 관계적 어려움을 겪는 경

우,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스마트폰 사용에 더 많

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J. K. Kim & Lee, 2018; E. 

G. Lee, Ahn, & Kim, 2020). 이러한 부적응적 스마트폰 사용

은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과도한 재확인, 충동성, 외향성과 같

은 심리적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Billieux, 

Maurage, Lopez-Fernandez, Kuss, & Griffiths, 2015). 그중에서

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재확인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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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아존중감, 불안정 애착, 정서적 불안정성이 이러한 사

회성 및 부적응적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Billieux et al., 2015; Casale et al., 2022). 같은 맥락

에서 You 등(2019)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의 경우, 왜곡된 

인지 과정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한 대안으로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

적 관계 맺기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결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로의 전환에 있어 특징

적인 변화 중 하나로, 부모 및 또래관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들 

수 있다(Nickerson & Nagle, 2005).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아

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또래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게 됨과 동시에(K.-H. Yoo & Choi, 2021), 여전히 가

족 및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Yang & Han, 

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여전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S.-Y. Park, Doh, Kim과 Song (2014)에 따르면, 어머니의 긍

정적 양육행동은 학령 후기 아동의 정서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학령 후기 아

동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며, 이는 주관적 안녕감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 Y. Bea, Doh, Rhee, & 

Shin, 2015). 이를 통해, 학령 후기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의 긍

정적 양육행동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독립성이 증가하는 발달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긍정적 양육태

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Kwon, 2021), 양육태도의 일관성(H. J. Kim & Lim, 

2021)과 같은 부모 요인은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을 방지하는 

보호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유

능성, 자율성, 관계성 등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데(Soenes & Vansteekiste, 2010), 그중에서도 부모의 

구조제공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적인 결과를 완충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부모 구조제공은 자녀에게 적절한 규칙 및 기준을 제공하

는 양육방식을 말한다(Farkas & Grolnick, 2010).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 중 한 유형으로,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동기를 자극

하고, 자녀의 유능성을 발달시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Farkas & Grolnick, 2010; Skinner, Johnson, & 

Snyder, 2005). 이와 더불어, 구조제공은 명확한 목표, 규칙, 기

대치를 제시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건설적인 피드

백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조절된 행동을 돕는다는 특징이 있

다(Vansteenkiste et al., 2012). 부모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경우, 자녀는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피드

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통제감과 유능감 발달을 촉

진하게 된다(Farkas & Grolnick, 2010;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이처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도 구조제공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어, 부모의 구조제공이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낮추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학교 활동과 또래 관계 등으로 사회

적 관계가 확장되는 학령 후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4학년 아동

에게 있어서 부모 구조제공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D.-M. Kim & Yoo, 2022; K.-H. Yoo 

& Choi,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

회적 위축을 거쳐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부모 구조제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고, 사

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모 구조제공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 특히 부모의 구조제공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하였다. 이때, 가구소득, 성별이 초등학생의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Kwon, 2021; Han, 

2022)와 맞벌이 가정의 유아동 및 청소년이 외벌이 가정에 비

해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더 취약하다는 2021년 실태조사 결

과(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ISA, 2022)를 바탕으로, 분

석에 가구소득, 성별,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포

함하였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

내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Oh & Park, 2019),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점에 근거

하여, 두 변인을 독립적인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모형

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

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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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구조제공은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 위축,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를 각각 조

절하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

여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구조제공이 조

절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 · 청소

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 및 청소년

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다각적인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 종단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

등학교 4학년 패널 데이터의 표본은 2018년도 기준 전국의 초

등학교 4학년 재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 

방법으로 추출되었으며,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2,607명이다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은 결측치를 제외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 남아 

1,191명(49.7%), 여아 1,203명(50.3%)으로 총 2,394명이며, 평

균 연령은 10세(SD = .09)이다.  

연구도구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변인의 경우, Rosenberg (1965)의 원문항을 번안

하여 활용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의 기존 문항을 수정 · 보완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

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의 10가지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범위의 4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응답값 중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을 역코딩 처리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태도인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자아존중감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 변인은 D. I. Kim 등(2012)에 의해 개발된 스

마트폰 자가진단 척도 1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

도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등

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 범위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을 역코딩 처리 후 평

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사용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의존

도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다. 

Figure 1. The proposed model of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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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 변인의 경우, S.-H. Kim과 Kim (1998)에 의해서 

개발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연구진들이 중복문항 제외 및 문항 수정하였으며,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

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

다.” 등 총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4점) 범위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값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구조제공

부모 양육태도에 속해 있는 구조제공의 경우, T. Kim과 Lee 

(2017)가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

도(PSCQ_KA)의 하위영역인 부모 구조제공 4문항을 사용하

여 측정되었다. 부모의 구조제공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

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내

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

신다.” 등의 총 4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같

은 부모 구조제공 문항을 활용한 선행연구(Cho, 2021; E. G. 

Lee & Rhee, 2021)에 기초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범위로 측정된 응답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적절한 기

준 및 규칙과 같은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모 구조제공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을 통한 부모 구조제공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26.0 (IBM Co., Armonk, NY)과 

Process macro version 3.5 (Hayes, 2017)를 활용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

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이변량 상관계수

를 산출하였다. 둘째, Process macro 4번 및 1번 모형을 통해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Process macro에서 신뢰구

간을 95%로 설정한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Score range M (SD) Skewness Kurtosis
Smartphone dependency 1~4 2.05 (.51)   .50 (.05)   .13 (.10)
Self-esteem 1~4 3.71 (.48)  -.61 (.05)   .21 (.10)
Social withdrawal 1~4 2.03 (.74)   .31 (.05)  -.64 (.10)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1~4 3.30 (.52)  -.60 (.05)   .84 (.10)
Note. N = 2,394.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1. Child gender ―

2. Dual income -.00 ―

3. Family income .06** .24*** ―

4. Self-esteem -.05** -.00 .09*** ―

5. Social withdrawal .08*** .01 -.10*** -.41*** ―

6. Smartphone dependency -.08*** -.02 -.16*** -.35*** .27*** ―

7.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03 -.02 .08*** .36*** -.18*** -.17*** ―

Note. N = 2,394. 
*p < .05. **p < .01. ***p < .001.



Koo, Lee, Lee, and Kim   490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8번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 8번 모형은 조절변인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 및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경로를 조절하는 모형이다. 조절된 매

개효과 검증에서도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측정

오차를 반영하고 유의한 범위를 구했으며, 조절 변인의 수준에 

따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검증하였다. 

Results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이전

에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Table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

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도 사이에서 사회적 위

축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4 모형을 적용하

여 분석한 결과(Table 3),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 = -.30, p < .001). 뿐

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B = -.62, p < .001), 사회적 위축은 스마트폰 의존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 = .10,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지며, 낮은 사회

적 위축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

해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로 인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B = -.07이었고, 95% 신뢰구간에서 [-.09, 

-.05]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위축의 매

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 구조제공의 

조절효과

부모 구조제공의 조절효과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

축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1 모형을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

에서 부모 구조제공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Table 4), 자아

존중감과 부모 구조제공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B = 

-.11, p < .05),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부

모 구조제공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

중감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 구조제공이 조

절하는지 검증한 결과(Table 5), 자아존중감과 부모 구조제공

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 = -.11, p < .01). 다음으로, 

부모 구조제공이 갖는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개의 단순회귀선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6), 부모 구조제공의 평균값(M)과 표준편차 위(+1SD), 

아래(-1SD)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

폰 의존도는 각각 감소하게 되며, 부모의 구조제공 수준이 높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in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Smartphone Dependency

Pathway B SE t
95%

LLCI ULCI
Self-esteem → Smartphone dependency -.30 .02 -13.73*** -.35 -.26
Self-esteem → Social withdrawal -.62 .03 -21.31*** -.68 -.56
Social withdrawal → Smartphone dependency .10 .01 7.34*** .08 .13

Effect size SE
95%

LLCI ULCI
Total effect -.37 .02 -.41 -.33
Direct effect -.30 .02 -.35 -.26
Indirect effect -.07 .01 -.09 -.05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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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on the Link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Pathway B SE t
95%

LLCI ULCI
Self-esteem -.61 .03 -19.60*** -.67 -.55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05 .03 -1.85 -.11 .00
Self-esteem x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11 .05 -2.43* -.20 -.02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on the Link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Smartphone Dependency

Pathway B SE t
95%

LLCI ULCI
Self-esteem -.36 .02 -16.39*** -.40 -.32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05 .02 -2.65** -.09 -.01
Self-esteem x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11 .03 -3.29** -.17 -.04
*p < .05. **p < .01. ***p < .001.

Table 6
Simple Regression Slope Analyses Based on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B Boot SE
95% CI

LLCI ULCI
Self-esteem & Social withdrawal M-1 SD (-0.52) -.55 .04 -.63 -.48

M -.61 .03 -.67 -.55
M+1 SD ( 0.52) -.67 .04 -.75 -.59

Self-esteem & Smartphone dependency M-1 SD (-0.52) -.31 .03 -.36 -.25
M -.36 .02 -.40 -.32
M+1 SD ( 0.52) -.42 .03 -.47 -.36

Note. N = 2,394. 

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on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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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이러한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Figure 2, Figure 3).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 구조제공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매개효

과의 변화를 의미하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나 방향을 검증

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의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Table 7과 같이 종속변인이 

사회적 위축일 때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구조제공 상호작용항

은 유의하였으며(B = -.11, p < .05), 종속변인이 스마트폰 의존도

일 때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구조제공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하

게 나타났다(B = -.09, p < .01). 또한, Table 8을 보면, 부모 구조제

공의 평균값(M)과 표준편차 위(+1SD), 아래(-1SD)의 조건부간

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

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 구조제공이 적을 때(B = -.06, 95% CI [-.08, 

-.04])보다 부모 구조제공이 많을 때(B = -.07, 95% CI [-.09, 

-.05])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 미

Figur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on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smartphone dependency.

Table 7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Variables B SE t
95%

LLCI ULCI
Dependent variable: Social withdrawal
Self-esteem -.61 .03   -19.60*** -.67 -.55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05 .03 -1.85 -.11 .00
Self-esteem x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11 .05  -2.43* -.20 -.02
Dependent variable: Smartphone dependency
Self-esteem -.30 .02   -12.71*** -.34 -.25
Social withdrawal .10 .01   7.13***  .07 .13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05 .02 -2.40   -.09 -.01
Self-esteem x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09 .03  -2.97** -.16 -.03
Note. N = 2,394. LLCI= lower level of the 95%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of the 95% confidence interval. Control variables= 
Child gender, Family income, Dual income.
*p < .05. **p < .01. ***p < .001.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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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간접효과 영향의 크기가 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사회적 위축을 통

해 스마트폰 의존도가 줄어듦을 의미하며, 이때, 부모의 구조

제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그 정도가 더 강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Figure 4). 

Discussion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

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구조제공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에 있

어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은 낮아지고 결과적으

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Altmann & Gotlib, 1988; Rubin & Chronis-Tuscano, 2021) 

및 이러한 사회적 위축감을 해소하고자 스마트폰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선행연구(J. K. Kim & Lee, 2018; E. 

G. Lee et al.,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

은 아동의 경우, 부정적 자기 인식 및 자기평가로 인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심리적 어려

움은 비교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은 혼자만의 활동

으로 이어져 스마트폰 환경을 더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You 

et al., 2019). 스마트폰을 통한 활동은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SNS, 학습, 게임, 정보검색 등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

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현실 세계에서 대인관계 형

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동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

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영

향을 살펴보며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메커

니즘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 구조제공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도 사이의 관계를 모두 유의

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모 구조제공을 

낮게 인식한 경우보다 높게 인식한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를 경험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높

Table 8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According to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Parental provision of structure B Boot SE
95% CI

LLCI ULCI
M-1 SD (-0.52) -.06 .01 -.08 -.04
M -.06 .01 -.08 -.04
M+1 SD ( 0.52) -.07 .01 -.09 -.05
Note. N = 2,394. 

Figure 4.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children’s self-esteem and smartphon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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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면, 사회적 위축 및 우울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Y. 

R. Lee, Park, & Lee, 2018)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부모의 구조제공이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

하며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 구조제공의 문항 예시를 살펴보면, 적절한 

구조제공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치를 설명해주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는 문제에 과

도하게 매몰되거나 악화되기 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고 능동

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행동보다는 긍

정적인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부모 구조제

공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사회

적 위축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

는 현상이 완화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의존 간 관계에 있어

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부모 구조제공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구조제공이 높다고 인식한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지는 매개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적절한 구조제공을 받는

다고 인식하는 것이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

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함을 보

여준 것이다. 학령 후기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취약한 시기로

(Jo, 2020),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학업 수행 능력 저하, 사

이버 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J. Y. 

Hong, Kim, & Park, 2021; Samaha & Hawi, 2016), 아동의 스마

트폰 과의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령기 후기에 해

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의존도

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며, 디지털 시대를 살

아가는 초등학생에게 어떠한 요인이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에게 부모의 요인이 개인

적 특성 변인과 함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B. N. Kim & Choi, 2013; G.-J. 

Kim & Suh, 2006),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과 함께 

부모의 구조제공을 하나의 변인으로 포함하여 아동의 스마트

폰 의존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긍정적 양육태

도 중 하나로 보고되는 부모 구조제공이 아동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Dinkelmann & Buff, 2016), 

자율성이 증가하는 학령 후기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구조제공이 보호요인으로서 

갖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부모의 구조제공이 

높을수록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을 높여 스마

트폰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부모의 구조제공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서 아동의 스마트

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인 아동들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한 

빈도는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패널데이터에서 아동의 자기보

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 본

인이 스마트폰을 과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각하

는 수준은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

는 정확한 사용 시간을 기록하거나 스크린 타임과 같은 객관

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

구는 한 시점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사용한 횡단 연구로 변인

의 다각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

다. 이에 따라,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2차 자료

를 활용한 연구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 구조제공 측정 도구의 신뢰도

가 높지 않다는 것 역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 역시 보

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고 사용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

면서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아동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 주체인 아동의 개인적 변인보다는 학업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 적응적 지표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 특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지적 해석

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사

회적 위축, 그리고 아동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인 부모 구조제공과의 관계가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

는 영향이 어떠한지 매커니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의존

도를 낮출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위축을 낮추

는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

구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의 수준을 높여 과도하

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 아동에게 부모의 구조제공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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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

축을 낮추고,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의 적

절한 구조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 자녀에게 정확한 한계를 설정해주

고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적 선택을 지지해주

는 방식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

키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방식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여 조금 더 현실적인 개입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령 후기에는 학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

지고, 친구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 형성으로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Nickerson & Nagle, 2005; Yang & Han, 2007; K. H. Yoo, 2019; 

K.-H. Yoo & Choi, 2021).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긍

정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긍정적인 자아존

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사회성 증진 프로그

램을 통해 실제로 또래 및 타인들과의 만남에서 필요한 적절

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하도록 하여, 사회적 상호작

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 위축을 극복할 수 있

도록 하는 중재 방안을 활용한다면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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