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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와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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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Phone Addiction in School-Age Children and 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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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ell phone addiction in school-age children and factors influencing addic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63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1st to 4th grad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completed by the parents,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19.0 IBM program. Results: Of the children, 86.5% were reported as being average
users, 9.2%, at risk users, and 4.3%, at high risk users. Cell phone addiction in the childr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ames played
by the children and parents’ monthly incom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ell phone addiction in the children were children’s self-control,
games played by the children, parents’ cell phone addiction and parental control for children’s cell phone use, explaining 24% of variance in cell
phone addictio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cell phone addiction in school-age children is influenced by parent-related factors as
well as personal factors. Therefore approaches to education programs on cell phone use in school-age children should include parent-related
factors as well as personal factors of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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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12) 등의 신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아동은 숙제할 때는 물론
수업시간에도 휴대전화를 항상 몸에 지니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에 즉시 응답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성적이 저하되기도 한

휴대전화가 보급된 이후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여 2014년 8월 가입

다(Ko, 2006).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일

자 수가 5,600만 명을 넘었으며(IT Statistics Korea, 2014), 이로 인한 부

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사용에 몰입하는 상태를 휴대전화

정적인 측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기

중독이라고 하는데(Jang & Chae, 2006),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대표

는 눈과 손의 피로(Ko, 2006), 전자파에의 노출과 뇌손상 위험(Hardell,

적인 문제이다. 또한 휴대전화 채팅 시 지나친 단어 축약과 맞춤법 무

Carlberg, Söderqvist, Mild, & Morgan, 2007), 수면 문제와 운동 부족

시로 언어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Thurlow, 2006), 문자메시지를 통해

및 부적절한 식습관을 동반한 비만(Chahal, Fung, Kuhle, & Veugelers,

학급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보고되면서(Raskaus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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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휴대전화의 오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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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청소년은 문자메시지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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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을수록 단어에 대한 지식과 문장 이해력이 높았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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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어와 휴대전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Hoffe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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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2012). 모바일 학습시스템과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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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있으며(Kwon & Lee, 2011), 휴대전화
의 다양한 기능을 수업에 활용하여 중학생의 학습태도와 문제해결력
이 향상된 결과도 보고되었다(Oh & Pyo, 2009). 또한 청소년이 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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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휴대전화로 지지와 조언을 구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촉

사용 정도를 알아보고, 관련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아동

진되고, 친밀감이 향상된 연구결과(Weisskirch, 2009)도 휴대전화의 긍

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부모와 교사는 물론 간호사를 비롯한 건강관리

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아동이 위급할 때 부모에게 즉시 연락할 수

전문가는 아동이 휴대전화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며,

있고, 부모도 아동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위치

휴대전화 중독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는 초등학교 1-4학년생인 학령 초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권하기도 한다. 이러한 즉시성과 접근성 및 휴대 간편성은 휴대전화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알아보고,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이 아

장점이자 주된 사용목적으로(Lee, 2008),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나이

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아동의 올바른

가 점점 어려져서 수도권 0-5세 아동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

68.4%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Kim, 2013).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어 휴대전화가 개인적인 필수품
이 된 지금, 아동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
하지도 않다. 즉, 휴대전화 중독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와 관련 요

•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학령 초기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과 사용기간이 알려
졌는데, 여성의 휴대전화 중독이 남성보다 높았고(Lee, 2008), 휴대전
화를 일찍 사용한 청소년의 중독 정도가 더 높았다(Koo, 2010). 휴대전
화 중독 정도는 사용하는 기능과도 관련이 있어서, 아동은 휴대전화
를 통해 게임에 장시간 몰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Ko, 2006), 휴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 개인적 특성, 부모 관련 특
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학령 초기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이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대전화의 주된 사용 기능이 문자메시지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휴대전화 중독이 높았다(Koo, 2010). 또한 자기 통제력은 휴대전

연구 방법

화 중독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중독이 낮았다(Lee & Yeum, 2012).

연구 설계

또한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관련

본 연구는 초등학교 1-4학년생인 학령 초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행동습관을 형

로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성하므로(Bandura, 1999), 부모의 휴대전화 중독은 아동의 휴대전화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것과 달리, 아동은 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부모

연구 대상

의 지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사용에 대한 선행 연구(Jago, Edwards, Urbanski, & Sebire, 2013)에서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아동의 매체 사용은 부모의 매체 사용과 관련되었다. 휴대전화 중독

하였다. Multiple regression을 위한 표본수가 G-Power 3.1.2 program을

에 미치는 가족 관련 요인의 효과크기가 초등학생의 경우에 중학생보

이용했을 때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

다 컸던 메타분석 결과(Lee & Yeum, 2012)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

측변수 7개(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 사용 기간, 게임 여부, 문자메

용을 많이 통제할수록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낮았던 결과(Moon,

시지나 카카오톡 사용 여부, 자기통제력, 부모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

Koo, & Park, 2005)도 부모 역할과 지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부모의 휴대전화 사용 통제)에서 153명이므로, 탈락률 15%를 고려하

최근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여 표본수를 175명으로 정하였다. 즉 전국에 있는 학령 초기 아동의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모를 모집단으로 하여,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을 임의표집에 의한

(Carbonell, Guardiola, Beranuy, & Belles, 2009; Lee & Yeum, 2012). 청소

할당표출법으로 성별과 학년에 따라 표본 추출하여 그 부모 175명을

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 Lee,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율적으로 연

2012)가 실시되었지만,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부모 17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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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4명의 자료와 성실하게 응

험사용자 집단으로 다시 구분한다(Lee, 2008). 본 연구에서 Cronbach’s

답하지 않은 8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163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α는 .97이었다.
• 휴대전화 사용 통제: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Ko, 2006;

연구 도구

Koo, 2010, 2013; Lee & Lee, 2012)과 인터넷 중독 문헌(Moon et al.,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

2005; Seo & Lim, 2010; Young, 1998)에서 확인한 개념을 기초로 1차 예

Koo (2013)가 개발한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사정

비문항 5개를 작성하였다.

을 위한 부모용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은 사용량과 관련되어서 사용량이 많을수

거타당도, 신뢰도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초등

록 중독 정도가 높으므로(Koo, 2010),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량을 정해

학교 1-6학년 아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응답하게 구성되었

놓고 이를 지키게 하는 문항을 첫 번째로 작성하였다. 또한 최근 휴대

다. 금단 4문항, 통제력 상실 9문항, 집착 7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

전화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해지

어지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고, 유해한 콘텐츠에 접속할 위험도 증가하면서 부모와 교사의 세심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원점수를 평균 50점, 표준편차 10점인 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Ko, 2006; Lee & Lee, 2012), 휴대

준점수로 전환하여 표준점수가 63점 미만이면 일반 사용군, 63점 이

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는 문항을 두 번째로 작성하

상이고 70점 미만이면 위험 사용군, 70점 이상이면 고위험 사용군으

였다.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게임이고

로 분류한다(Koo, 201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다.

(Young, 1998),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게임에 장시간 몰입하는 경향
이 증가하고 있으므로(Ko, 2006; Seo & Lim, 2010), 휴대전화 게임을 제
한하는 문항을 세 번째로 작성하였다. 휴대전화는 항상 휴대가 가능

아동의 개인적 특성

• 일반적 특성: 아동의 성별, 학년, 휴대전화 사용 기간을 알아보았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아동은 공부할 때는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

고,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게임을 하는지 여부를

있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

확인하였다.

우가 많으므로(Koo, 2013), 공부할 때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문자

• 자기 통제력: Kendall과 Wilcox (1979)가 초등학생의 자기 통제력을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대화나 식사 중에는 휴대전화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Self-control rating scale을 Park (2003)이 번안한

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항을 작

도구를 간호학교수 2인과 교사 1인, 사회복지사 1인의 자문을 받아 대

성하였다.

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한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하여 측

이와 같이 사용량 제한, 사용 확인, 게임 제한, 학습 시 제한, 식사 시

정하였다. 이는 아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응답하게 구성되

제한의 5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

었고,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

가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많이 통제함을 의미한다.

기 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다.

간호학교수 3인, 간호사 3인, 교사 3인, 사회복지사 1인이 1차 예비문
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5개 문항이 모두 내용타당도 지수가 .80
이상이었다. 문항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부모 관련 특성

• 일반적 특성: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나이, 교육 정도, 월수입을 알

을 기초로 일부 단어와 문장을 수정하여 2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아보았고,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게임을 하는지 여

초등학교 1-4학년생 아동의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문항에 대

부를 확인하였다.

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응답 시 어려움이

• 휴대전화 중독 정도: Kim, Yun과 Lee (2006)가 개발한 휴대전화 중

있는지 확인하였고, 응답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이해하기

독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구성타당도 검정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신

쉽게 표현되었고, 어려운 점은 없다는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 소요 시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금단 9문항, 부적응 8문항, 강박 5문

간은 3-4분이었다.

항, 내성 4문항의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였다. 문항분석 결과 문항 간 상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최대

계수가 .39-.63, 문항이 삭제된 경우 alpha 값이 .78-.80, 수정된 문항-전

점수 130점의 중앙값 65점을 기준으로 65점 미만이면 비중독적 사용

체 상관 계수가 .57-.66이었다. 문항 간 상관 계수가 .30 미만이면 도구

집단, 65점 이상이면 중독적 사용집단으로 분류하고, 중독적 사용집

에 대한 기여가 적고, .80 이상이면 중복 문항일 가능성이 높으며(Lee

단은 97.5점 미만이면 잠재적 위험사용자 집단, 97.5점 이상이면 고위

et al., 2009), 문항이 삭제된 경우 alpha 값이 낮은 문항은 제외되므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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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이 모두 적절하였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로 요인분석

통제력은 36.17±14.21점이었다.

한 결과 한 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고유값은 2.94, 설명 변량은 58.71%,

응답자 중 아버지가 32명(19.6%), 어머니가 131명(80.4%)이었고, 35세

요인적재량은 .74-.81이었다(Kaiser-Meyer-Olkin .78, Bartlett’s test of

이하가 30명(19.2%), 36-40세가 72명(46.2%), 41세 이상이 54명(34.6%)이

sphericity χ =283.81, p <.001).

었다. 부모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0명(18.5%), 대학교 졸업이상이

2

132명(81.5%)이었고, 월수입 300만원 미만이 24명(14.9%), 300만원 이상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병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의 승인(CR-13-099)
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도시
소재 학원 두 곳을 방문하여 학원장과 담당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부모에게 연구목적
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후 자가 보고
용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조건은 초등학교에 다

400만원 미만이 41명(25.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1명
(19.1%), 500만원 이상이 66면(40.7%)이었다. 부모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N = 163)

Children Gender

니는 1-4학년 아동의 부모로 국문 해독력이 있어 설문지에 응답이 가

Grade

능하고, 자율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원할 때는 언제든
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

Duration of cell phone
use (year)*

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익명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소정의
선물(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

Male
Female
1st
2nd
3rd
4th
Below 1
Over 1 and below 2
Over 2 and below 3
Over 3

Cell phone use
Calling

도였다.

Yes
No
Using text messages
Yes
or social network services No
Playing games
Yes
No
Self-efficacy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WIN
19.0 IB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학령 초기 아동의 개인적
특성, 부모 관련 특성,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기술통계방법으로 제시

Parents

Relationship

하였고,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t-test와 one-way ANOVA로 검정한 후, ANOVA의 경우에 사후 검정으

Age*

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 개인적 특성, 부
모 관련 특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
하였고,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이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 미치
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 초기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
학령 초기 아동은 남학생이 79명(48.5%), 여학생이 84명(51.5%)이었
고, 1학년이 32명(19.6%), 2학년이 41명(25.2%), 3학년이 40명(24.5%), 4학
년이 50명(30.7%)이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간은 1년 이하가 45명
(29.6%), 1년 초과 2년 이하가 49명(32.2%), 2년 초과 3년 이하가 42명
(27.6%), 3년 초과가 16명(10.6%)이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151명(92.6%)이었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135명
(82.8%), 게임을 하는 경우가 72명(44.2%)이었다. 학령 초기 아동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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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or
Mean± S.D.

Characteristics

아동, 휴대전화, 중독, 부모

Education*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79 (48.5)
84 (51.5)
32 (19.6)
41 (25.2)
40 (24.5)
50 (30.7)
45 (29.6)
49 (32.2)
42 (27.6)
16 (10.6)
151 (92.6)
12 (7.4)
135 (82.8)
28 (17.2)
72 (44.2)
91 (55.8)
36.17 ± 14.21

Father
32 (19.6)
Mother
131 (80.4)
Below 35
30 (19.2)
Over 35 and below 40
72 (46.2)
Over 40
54 (34.6)
High school or less
30 (18.5)
College or higher
132 (81.5)
Under 300
24 (14.9)
Above 300 and under 400 41 (25.3)
Above 400 and under 500 31 (19.1)
Above 500
66 (40.7)

Cell phone use
Calling

Yes
No
Using text messages
Yes
or social network services No
Playing games
Yes
No
Cell phone addiction
Average users
At risk users
High risk users
Parental control for
cell phone use

135 (82.8)
28 (17.2)
68 (41.7)
95 (58.3)
13 (8.0)
150 (92.0)
44.61 ± 17.73
142 (87.1)
20 (12.3)
1 (0.6)
17.97 ± 4.42

*Missing data is not included in th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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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135명(82.8%),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

68명(41.7%), 게임을 하는 경우가 13명(8.0%)이었다. 부모의 휴대전화 중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36.17±14.21점이었다. 일반

독 정도는 44.61±17.73점이었고, 비중독적 사용집단이 142명(87.1%), 중

사용군이 141명(86.5%)으로 평균 31.79 ±8.98점, 위험 사용군이 15명

독적 사용집단 21명(12.9%) 중 잠재적 위험사용자 집단이 20명(12.3%),

(9.2%)으로 평균 59.27± 3.28점, 고위험 사용군이 7명(4.3%)으로 평균

고위험사용자 집단이 1명(0.6%)이었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74.71± 5.47점이었다(Table 2).

을 통제하는 정도는 17.97±4.42점이었다(Table 1).

학령 초기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Table 2. Cell Phone Addiction in the Children

Cell phone addiction
Average users
At risk users
High risk users



(N = 163)

n (%)

Mean±S.D.

Min. - Max.

163 (100)
141 (86.5)
15 (9.2)
7 (4.3)

36.17±14.21
31.79±8.98
59.27±3.28
74.71±5.47

20-83
20-54
55-64
67-83

중독 정도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
라서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동의 게임 여부에 따
라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높았다(t=2.39, p =.018). 또한

Table 3. Mean Scores for Cell Phone Addiction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Characteristics
Children

Gender
Grade

Duration of cell phone use (year)*

Cell phone use
Calling
Using text messages or
social network services
Playing games
Parents

Relationship
Age*

Education*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Cell phone use
Calling
Using text messages or
social network services
Playing games

(N = 163)

Mean± S.D.

t or F

p

Male
Female
1st
2nd
3rd
4th
Below 1
Over 1 and below 2
Over 2 and below 3
Over 3

35.68± 13.07
36.62± 15.27
35.25± 15.03
33.88± 12.29
35.30± 13.08
39.32± 15.79
35.98± 14.20
37.94± 15.81
35.38± 12.36
38.00± 15.38

0.42

.676

1.28

.285

0.32

.812

Yes
No
Yes
No
Yes
No
Father
Mother
Below 35
Over 35 and below 40
Over 40
Below highschool
Above college
Under 300a
Above 300 and under 400b
Above 400 and under 500c
Above 500d

36.42± 14.35
32.92± 12.39
36.53± 13.98
34.43± 15.41
39.11± 13.30
33.84± 14.55
36.75± 16.41
36.02± 13.69
34.10± 13.29
36.68± 13.85
35.85± 15.13
36.40± 15.89
36.23± 13.85
44.08± 17.05
37.37± 14.94
34.45± 13.59
33.35± 12.01

0.82

.412

0.71

.479

2.39

.018

0.26

.796

0.35

.705

0.06

.954

3.76

.012
(a> c, d)

Yes
No
Yes
No
Yes
No

35.86± 13.94
37.64± 15.62
37.13± 12.71
35.47± 15.22
35.08± 10.52
36.26± 14.51

0.60

.547

0.73

.464

0.29

.774

*Missing data is not included in th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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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Cell Phone Addiction, Children’s Self-Control, Parents’ Cell Phone Addiction, and Parental Controls for Cell Phone Use  (N = 163)
Children’s cell phone addiction

Children’s self-control

1.00 (<.001)
-.426 (<.001)
.274 (<.001)
-.199 (.011)

1.00 ( < .001)
-.314 ( < .001)
.189 (.016)

Children’s cell phone addiction
Children’s self-control
Parents’ cell phone addiction
Parental controls for cell phone use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ell Phone Addiction in the Children 
Factors

β

Children’s self-control
Children’s playing gamesParents’ cell phone addiction
Parental controls for cell phone use

-.339
.194
.183
-.144

t

p

4.57 <.001
2.82 .005
2.51 .013
2.05 .042

(N = 163)

2

Adj R
.24

F

p

13.74 < .001

Parents’ cell phone addiction Parental controls for cell phone use

1.00 ( < .001)
.031 (.694)

논

1.00 ( < .001)

의

본 연구에서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평균 36.17점
으로 표준점수에 따라 위험 사용군 9.2%와 고위험 사용군 4.3%로 분
류되었는데, 도구 개발 당시 평균 32.16점, 위험 사용군 4.9%, 고위험 사
용군 4.9%였던 결과(Koo, 2013)와 비교했을 때 위험 사용군의 비율이

부모 관련 특성에 따라서도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서 대부분

높고, 평균 점수도 높았다. 본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

모인데 비해 Koo (2013)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의 부모

었으며, 월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아

로,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 기간이 길어져서 휴대전화 중독 위

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높았다(t=3.76, p =.012)(Table 3).

험이 높아진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결과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데, 두 연구에서 자료수집 시기가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 개인적 특성, 부모 관련 특성

2010년과 2013년으로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동안 스마트폰의

간의 상관 관계

출시와 보급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기기를 변경하는 경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아동의 자기 통제력과 중

우도 크게 늘었다(IT Statistics Korea, 2014). 최근에는 취학 이전부터

등도의 역상관 관계가 있었고(r= -.426, p <.001), 부모의 휴대전화 중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Kim, 2013) 초등학교 1-4학

정도와 약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으며(r=.274, p <.001), 부모의 휴대전

년 아동의 휴대전화 사용 정도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화 사용 통제와 약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r= -.199, p =.011)(Table 4).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이 향상된

학령 초기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이 휴대전화 중독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음

정도에 미치는 영향

을 보여준다. 즉 휴대전화로 다양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

회귀 가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공차

거나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면서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증

한계가 .86-.99였고, 분산팽창요인이 1.01-1.16이었으며, 자기상관성 확

가하고 있는데, 게임에의 몰입이 휴대전화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

인을 위한 Durbin Wastson 검정 결과가 1.68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

로(Ko, 2006), 아동의 휴대전화 게임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관리가 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와 관련된

요하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중독 정도의 차이

개인적 특성인 아동의 게임 여부와 아동의 자기 통제력, 부모 관련 변

가 없었던 결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에서 일부 기인한

인인 부모의 월수입과 부모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 및 부모의 휴대전화

다고 생각된다. 컴퓨터나 인터넷 중독은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은

사용 통제를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고, 명목 척도로 측정한 아동의 게

남성에게서 발생이 높고(Young, 1998), 휴대전화 중독은 대인관계를 중

임 여부와 부모의 월수입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시하여 채팅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은 여성에게서 발생이 높다고 보고

분석 결과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되었으나(Jang & Chae, 2006),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을 포함하는 스마

개인적 특성은 아동의 자기 통제력과 아동의 게임 여부였고, 부모 관

트폰 출시로 인해 이러한 특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게다가 비교적 단순

련 특성은 부모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와 부모의 휴대전화 사용 통제였

하고 간단한 게임이 등장하면서 남성과 청소년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

다. 이들 요인은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의 24%를 설명

아동도 휴대전화 게임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라 단순히 게임

하였고,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은 아동의 자기 통제력이었다(Table 5).

과 채팅 사용 경향으로 구분하는 것은 휴대전화 중독의 특성을 설명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1-4학
년 아동은 사춘기 발생 이전으로 발달단계상 성적 특성이 적게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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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

가 필요하며, 아동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다고 생각된다.

개발할 때 자기 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휴대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부모의 월수입이 적은 경우에 높았는

전화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이 추가되면서 과거 컴퓨터와 인터넷 게

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임 중독 현상이 휴대전화 게임에서도 나타남을 인식하고, 휴대전화 사

매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Go-

용 교육 시 게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dinho, Araújo, Barros와 Ramos (2014)의 주장을 지지해준다. 부모는 수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부모 역할이 중요한데, Lee와 Lee (2012)도 부모

입이 적은 경우에 생계유지와 소득 충당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므

요인이 친구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보다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할

대한 영향력이 큼을 보고하며, 부모역할과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지적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아동의 휴대전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화 사용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는 부모 관련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를 잘 지도할

본 연구에서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자기 통제력이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요구된다.

낮을수록 높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Yeum (2012)의 메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부모의

분석 결과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 (2013)의 연구결과와 일관

응답을 사용했는데, 아동이 8-10세 이상이 되면 부모보다 좀 더 정확

되었다. 휴대전화는 늘 갖고 다니며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하게 응답할 수 있다(Gentile, Nathanson, Rasmussen, Reimer, & Walsh,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012). 그러나 아동의 응답과 부모의 응답을 통해 얻은 측정치는 크게

(Jang & Chae, 2006). 즉,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낮은 경우에 휴

다르지 않고(Vandewater & Lee, 2009), 예측 변수를 파악하는 데에 둘

대전화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몰입하여 중독 정도가 높아졌을

다 좋은 측정변수이며,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내므로(Gentile et al.,

것이다.

2012; Vandewater & Lee, 2009),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

또한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부모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의 부모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관찰법이

높을수록 높았다. 아동은 직·간접적으로 부모 행동의 영향을 받는데,

나 휴대전화 사용 일지 작성법을 통하여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아동은 부모와 주위 사람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형성하기 때문

더욱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임의표집에 의해 대

이다(Bandura, 1999). 부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

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줌으로써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에게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 휴대전화 사용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어린 아동은 부모를 통해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종이나 모델에 따라서도 아동의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를 처음 접한다. 따라서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며, 바람직한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아동에게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
할수록 낮았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많이 통제할수

결

론

록 아동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았던 선행 연구(Moon et al., 2005)와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와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

일관된 결과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해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부모 163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은 중학생보다 가족 관련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Lee & Yeum,

중독 정도를 확인한 결과 일반 사용군이 86.5%, 위험 사용군이 9.2%,

2012), 부모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은 초등학생 자녀의 휴대전화 중

고위험 사용군이 4.3%였다. 또한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에

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ee & Lee, 2012)도 휴대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자기 통제력, 아동의 게임 여부, 부모의

대한 부모 역할을 강조한다. 즉,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

휴대전화 중독 정도 및 부모의 휴대전화 사용 통제였다. 학령 초기 아

방하기 위해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는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부모 관련 특성에

본 연구에서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을 위한 휴대전화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는 요인은 아동의 자기 통제력, 아동의 게임 여부, 부모의 휴대전화 중

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부모 관련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독 정도 및 부모의 휴대전화 사용 통제였고,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은

는 학령 초기 아동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중재방안과 부모

아동의 자기 통제력이었다. 따라서 아동이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몰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됨으로써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중재

한 교육과 연구 및 실무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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