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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그릿,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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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그릿과 학업열의를 매개로 스마트폰
의촌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있
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데이터 (2018 년) 자료수집에 참여한 중학교 1 학년 학생
2,541 명이며,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학생의 그릿은 스마트폰 의촌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열의는 스마트폰 의촌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학생의 그릿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촌도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그릿을 매개로 스마트폰 의촌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릿이 스마트폰 의
촌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여학생 집단에 비해 남학생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촌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방
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정적 양육행동 그릿,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도, 다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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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몰입된 상태로(이하나, 양승목, 2018), 다양한

론

학문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2018년 세게 평균 스마트폰 보급률은 59%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고 중 대표적인 변인

로 전 세게 인구 10 명당 6 명은 스마트폰을 가

이 부모의 양육행동이다. 청소년은 사회적 관

지고 있댜 고 중 우리나라는 94%로 세게 1 위

게가 확장되는 시기이나 여전히

를 차지하였다. 스마트폰은 시간적으로나 공

영향을 받고 있댜 부모가 평소 자녀를 대하

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는 태도는 자녀의 반달 및 행동에 영향을 미

전화기능뿐 아니라 정보획득, 게임, 소통 등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

다양한 방식으로 환용되어

매우

며,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기기로 인식되고 있다. 고러나 스마트

것으로 보고되었디召I 미경, 박현숙, 유주희, 한

폰의

경옥, 2016).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실생환에서

과도한 사용은 집중력

저하, 스마트폰

부모로부터

양육

중독, 면대면 관계형성의 어려움, 유해매체에

행동과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과의 관계를 산

대한 노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

펴본

댜

한국정보화진홍원

정 · 합리적 설명과 같은 궁정적 인 양육행동은

이 실시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10 명 중 2 명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일관적이고 과잉간

은 과의존 위협상태이며, 아동

및 청소년의

섭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협군을 비교한 결과 중학생이 34.1%

의존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소진

로

과 오홍석 (2017)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홍원,

노총래와

김소연(2016)의

연구결과,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

거부적

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2019).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을 기능적으로 사용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연구들

할 때 학업에 필요한 정보습득, 또래관계 형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박소연, 유미숙,

성, 스트래스 해소 등 궁정적인 영향을 가져

2019) 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방

오지만, 반달상 행동 조절에

있어

임하는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

스마트폰 중독 및 의존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스마

댜 실제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원인

트폰 의존과의

중 하나가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하나와 양승목(2018)

하지 돗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디언尸국정보

의 언구에서논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기내, 방

화진홍원,

발달적으로 청소년이

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모

스마트폰 의존에 취약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양육행동이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스마트폰 의존 상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상

위한 변인탐색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

2019).

이는

어려움이

스마트폰 의존성이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관련성이

지지되었다. 고러나

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앙육행동과 그릿, 학업일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성벌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변인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음 선정하
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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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릿과 함께 살펴볼 개 인변인은 학업 열의
이댜 학업열의는 학업을 하나의 직무로 보

자한댜

다음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고,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인식하여 학

미치는 변인으로 개 인 내적요인을 들 수 있

업에

댜 기존 스마트폰 의존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 신 적 인 회 부력 을 의 미 한다(Schaufeli, Martez,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에

Marques, Salanova, & Bakker, 2002). 우리 나라는

대다수로(김병넌

에너지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2014; 유현주, 2014; 이하나, 양승목, 2018), 개

의 양이 많아지며, 성적에 대한 경쟁이 치열

인이 가진 궁정적인 요인에 초집을 둔 연구가

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스트

부족하댜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개인이 가

래스를 유방하고 학습동기를 저하시키며, 학

지고 있는 궁정요인과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업에 대한 자율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반생한

관련성음 살펴봄으로써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

디냐]우입 2001).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열의는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학업에

와

청소년의

요인으로

2013;

김소영,

하는 높은 수준의

홍세희,

관련된

등,

대한 연구가

집중하게

고릿 (GRIT)은

장기적인

대한 홍미, 능동적인
학업성취

찹여와 몰두로

및 학교생환에

궁정적인

목표 달성음 위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된다.

결과를 가져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디臼조홍

끈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지속성이

식, 2016). 고러나 고릿과 학업열의가 가진 중

며, 열정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홍미와 확신

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음

며,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관계

갖는

것을

의 미 한디-(Duckworth & Quinn,

2009). 고릿이 높은 사람은 달성하고자 하는

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목표에 홍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스마트폰에 의존적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써 성취감과 행부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알

학교생환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우울, 불안, 공

려져

있 다(Duckworth & Gross, 2014). 고 릿 의

격성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 및 대학생의 학교적응,

우울 및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마트

성공, 삶의 만족 등 심리정서 반달에 궁정적

폰에 몰입하여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김

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산행동음 완화

소영, 홍세희, 2014; 유현주, 2014; 이하나, 양

시키는 조전효과도

승목, 2018), 학업부담으로 학업소진을 느끼는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수언, 박용한, 2018; Pennings, Law, Green, &

칭소넌들은 스마드폰에

Anestis, 2015; Vainio & Daukantaite, 2016). 그릿

것으로 나타났디〈정인경, 김정현, 2017). 반면,

의 궁정적인 효과들이 증명되면서 개인의 성

그릿과 학업열의는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삶

공적인 수행과 정서발달에 필수요인으로 중요

의 만족에 궁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의존도나 중

타났다(조홍식, 2016; 한수연, 박용한, 2018;

독과 같은 행동문제를 완화시키는데

Duckworth & Gross, 2014; Vainio & Daukantaite,

도움이

중독될 위험이

놀은

인간발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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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교적응, 삶의 만

1989). 이선형과 최자은-(2019)의 연구에서도 부

족, 행부감 등 인간의 심리정서 반달에 궁정

모가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릿과 학업열의는 스마

제공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규칙을 제공

트폰 의존도를 낮추는 보호요인임을 예측해

하는 궁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볼 수 있댜 따라서 본 연구는 고릿과 학업열

고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의가 스마트폰 의존도와 어떤 관련성음 가지

났댜 반면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과보호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음 보일수록 자녀

한편, 고릿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와 수행

의 고릿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디召]은

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는 만큼 학

혜,

생들의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의 선행요인이라

관련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학생이 주

고 볼 수 있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홍식

로 생환하는 학교환경에서 교사의 태도 등이

(2016)의

끈기와

학생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인내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학업 열의 에 영향을

졌다(김승용, 임형묵, 송기현, 2019; 이기경, 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

요구에

실관, 남인수, 2017). 이는 학업열의 및 고릿이

반응하는 행동 및 수업에 찹여하는 정도를 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인임을 말해주며,

미하는 학업적응과 고릿과의 관련성음 살펴본

청소년의 주된 생환환경 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연구에서도 두 요인 간에 정적인 상관음 보고

이들과의

하였으며, 고릿이

본댜

연구에서도

수업상황에서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디-(~승화, 2019). 이처럼 고릿이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성취를 가져온다는

김민정,

2020). 부모환경과 학업 열의와의

관련성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에 본 연구는 학업 스트래스와 경쟁이 가
중되는 중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정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

적

양육행동과 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취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고릿

관계에서 고릿과 학업열의가 매개하는지 살펴

음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자 한댜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남학생보

(Tough, 2012). 이를 통해 고릿은 학업열의에

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일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관되게 보고되고 있어(박가화, 이지민, 2018),

또한 고릿과 학업 열의는 내재동기와 관련된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도 함께 산

개인내적 변인으로써 청소년이 주로 생환하는

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물리적 · 정서적 환경을 통해 유발되기도 하고

같다.

저 해 될 수도 있다(Bloom, 1976). Duckworth과

Gross(2014)는 그릿과 관련된 환경으로써 타인

과의

관계를 강조하였으며, 부모의

격려

및

자율성 지지와 같은 양육환경은 자녀의 내재
동기를 향상시킨다고 보았디-(Grolnick & Ryan,

연구문제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중학
생의 그릿,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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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고릿과 학업열의를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

있으며,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은 각각 1 집(전혀 고렇지

연구문제 3.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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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않다)부터 4집

(매우 고렇다)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생의 고릿,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구조

요인의

접수가 높음수록 스마트폰

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스마트
폰 의존도의 Cronbach's

II. 연구방법

α는

의존도가

.88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음 알아보기 위해 김태명과

1. 연구대상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
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KA)를 사용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였댜 본 척도는 따스함(4문항), 자율성지지 (4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의 한국 아동 · 청

문항)， 구조제공(4문항)， 거부(4문항)， 강요(4문

소년

and

항)， 비 일관성 (4문항) 총 6개 하위요인 24문항

Youth Panel Survey 2018)을 사용하였댜 KCYPS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2018 에 표집된 중학교 1 학년은 2,590 명이었으

양육행동에 해당되는 거부, 강요, 비일관성의

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49 명을

3 개 하위요인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제외한 후 총 2,541 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

의 예로는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

용하였댜 이 중 남학생은 1,375 명 (54.1%), 여

각하신다',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

학생은 1,161 명 (45.9%）이었다.

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

패 널데 이 터

2018(Korean

Children

않는 학생

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고분

2. 연구도구

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
각하신다' 등이 있다. 부모 양육행동에 해당하

스마트폰 의존

는 문항은 각각 1 집(전혀 고렇지 않다)부터 4

김동일 등(2012) 이 개방한 성인용 간략형 스

집(매우 고렇다)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각 요인의 접수가 높음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척도는 성인용 척도이지만 문항의 내용이 청

부정적인 양육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

소넌의 생환(공부, 진구)과 밀집하게 관련되고,

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되어 청소년에게 사용하

일관성 순으로 .79, .77, .82 이며, 부정적 양육

는데

행동 전체 Cronbach's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의

예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α는

α논

거부, 강요, 비

.87로 나타났다.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릿 (GRIT)

그만해야지

그릿은 김희명과 황매향(2015) 이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타당화한

인간발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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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동용 끈기 (GRIT)척도를 사용하였댜

첫째, 연구대상자의

문항의 예로는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

한 빈도분석,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신

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뢰도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사람들보다 빵리

＇나는

댜 둘째,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생의 스마트폰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등이 있으며, 총 8문

의존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고릿과 학업 열의가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끈기 척도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매개모형을 구축한

이지만 목표나 문제에 대한 홍미 · 유지와 관

후 경로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있어 고릿을 측정

유의성

하는데

법을 시용하였댜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연

좌절에서

벗어난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고릿에

해당하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

는 문항은 각각 1 집(전혀 고렇지 않다)부터 4

구모형의

집(매우 고렇다)까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

적합도 검증을 기반으로 다중집단

접수가 높음수록 목표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고릿의
Cronbach's

α는

m.

.71 로 나타났다.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학업열의
학업열의는 이자영과 이상민 (2012) 이

개방

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사용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하였댜 문항의 예로는 '나는 공부란 도전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 결과는 표 1 과 같다.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과

첫째, 부정적 양육행동은 고릿 (r

제도 총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등이

.001)과 학업 열의 (r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업열

상관음 스마트폰 의존도(r

의에 해당하는 문항은 각각 1 집(전혀 고렇지

는 정적상관이

않다)부터

고릿은 학업열의와 정적상관(r

4집(매우

고렇다)까지

응답하도록

=

-.23, p

=

<

= -.37, p <

.001)와는 부적

.33, p

<

.001)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

.49, p

<

되어있으며, 접수가 높음수록 학업에 만족스

.001), 스마트폰 의존도와는 부적상관(r

럽게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학업열의의 Cronbach's

α는

.93로 나타

났다.

으로 학업열의는 스마트폰 의존도(r

<

=

-.49,

= -.34, p

.001)와 부적상관이 있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3.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는 높아지며, 중

자료분석

학생의 그릿 및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스마트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과 AMOS 22.0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폰 의존도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
변수에 대해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있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앙육행동과 그릿, 학업일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성벌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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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1. 부정적 양육행동

3

2

1

2. 그릿 (GRIT)

1

3. 학업열의

-.23

***

4. 스마트폰 의촌도

.49 ***

1

-.49 ***

-.34* **

1

남학생 평균(표준편차)

2.02(.53)

2.70(.43)

2.51(.56)

2.00(.48)

여학생 평균(표준편차)

1.97(.51)

2.60(.44)

2.41(.53)

2.09(.50)

4.58* **

-4.64* **

2.11 *

p < .05,

5.88

***

p < .001

지 비교한 결과 부정적 양육행동, 고릿, 학업

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음 고려한 적합도

열의는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

지수인

타났으나, 스마트폰 의존도는 남학생에

고려해야 한디召]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비해

nr,

CFI 지수와 RMSEA 지수도 함께

RMSEA 지수의 경우 .05 이하이면 우수한 적합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08 이하는 양호한 적합도이며, ill, CFI 지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생의 그릿과

수의

학업열의를 매개로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가까우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 본 연구

0미숭 r

의 경우 χ감은 290.13(d/

OO

경우는 .90 이상이면 종은 적합도, .90 에

=

38), χ2/df
값은
4

7.64, ru는 .97, CFI는 98, RMSEA는 .051 로 매
측정모형 검증

우 종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디Q표 2 찹고).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
절하게 구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대우도법

구조모형 검증

으로 측정모형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모형의

적합성음 검증하였다. 측정

부정적

양육행동이

적합도 검증을 위해 χ2와 ID, CFI,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RMSEA 지수를 확인하였댜 χ2 의 경우 표본이

에서 자녀의 고릿과 학업열의가 매개하는 경

키질수록 χ적 값도 키지므로 영가설음 기각

로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디C고립 1 찹고). 표

할 확률아 높아진다는 문제집이 있다. 이러한

3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민감하

를 살펴본 결과 χ2값은 290.13(d/

표

=

38), χ2/df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델

χ

p

측정모델

290.13

.000

df
38

χ2/df

TI1

CPI

RMSEA

7.64

.97

.98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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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델

χ

p

구조모형

290.13

.000

df
38

T―
i由
l

표

¢

```

¢’

#'

χ2/df
7.64

CFI

RMSEA

.98

.051

값은 7.64, TU는 .97, CFI는 98, RMSEA는 .051

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

로 매우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며 , 학업열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구조모형 에 입각하여 각 변수간의 영향력 을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릿은 학업 열 의(β

=

.63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독립 변인인 부모 의 부

p < . 001)와 스마트폰 의 존도(β

정적 양육행동은 중학생의 그릿 (β

-. 50 p <

. 0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학업열

.11 p < . 001) 에

의 는 스마트폰 의 존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001)과 스마트폰 의 존도(β

=

=

=

-.54 p <

표 4. 스마트폰 의 존도와 관련된 구조모형의 경 로계 수

Β

β

S.E

C.R

그릿

-.39

-.50

.021

-18.60 ...

경로
부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

一
一

학업열의

.01

.01

.027

.49

__>

스마트폰 의촌도

.10

.11

.024

4.10

그릿

__>

학업열의

.77

.63

.040

19.23

그릿

__>

스마트폰 의촌도

-.60

-.54

.045

-13.23

학업열의

__>

스마트폰 의촌도

-.03

-.04

.028

-1.22

부정적 양육행동

p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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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고분해
경로

그릿

부정적 양육행동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11

.28

.39

一 스마트폰 의촌도

것으로 나타났댜 특히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

형내동연성 검증

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의 형태동일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 변인보다 학생 개인 변

성음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이 두 집단의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학생의 고릿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β

=

.28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의

통계 적

유

였댜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댜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
= 4.00,

=

151.53, χ2/ df

TII = .97, CFI = .98, RMSEA = .054

의성음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이며,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는

결과 유의한 것 (p

χ2

< .01)으로 확인되었다(표 5

찹고).

= 189.22,

.97, RMSEA

χ2/df

=

= 4.98, TII = .96, CFI =

.058로 두 집단의 구조모형 적

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

3. 성별에 따른 E멉단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생의

성이 확보되었다.

부정적

양육행동이

측정동연성 검증

고릿과 학업열의를 매개로 스마트폰

다음으로 집단 간 구조모형의 측정동일성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간의 차이를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두 집

파악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단의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

집단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계수의

성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간의

크기를 집단 간 비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

χ2 의 차이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저모형과

법으로,

측정동일성

형태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제약모형 간에 χ2 의 차이검증을

구조동일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김

실시한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주환 등, 2012).

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으며,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형태동일성 검증
모형

χ

p

남학생

151. 53

.000

여학생

189.22

.000

df

χ2/df

TI1

CPI

RMSEA

38

4.00

.97

.98

.054

38

4.98

.96

.97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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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츠저도
01 서
一 OOEC)

가즈
亡 O

모형

χ

p

기저모형

340.76

.000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49.16

.000

모형 간 차이 검증

df

Δχ2

=

χ2/df

TII

CFI

RMSEA

76

4.48

.96

.98

.037

83

4.21

.97

.97

.036

8.40( p = .298, p

>

.05)

표 8. 구조동일성 검증
_口L- 혀
o

χ

p

df

χ2/df

TII

CFI

RMSEA

기저모형

340.76

.000

76

4.48

.96

.98

.037

구조동일성 제약모형

352.22

.000

82

4.30

.97

.97

.036

모형간 차이 검증

Δχ2 = 11.46( p

.075, p

=

>

.05)

구조동연성 검증

여학생 집단 모두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구조모형 변수들 간의 경로에서 집단 간 차

고릿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동일성음 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분석 결과

증하였댜 구조동일성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스마트폰 의존도와

과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제약모형의

기저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의 관계에서 고릿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댜

나타나 경로 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밝혀졌디Q표 8 찹고).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남학생

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학생의

이르는 경로에서

성별에

로 χ적 차이검증을 통해 각 경로의 영향력

집단과

표 9.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부정적 양육행동----->그릿

부정적 양육행동 一» 학업일의

남학생

여학생

β

β

Δχ

df

-.48 ***

.64

1

-.01

-.02

.18

1

**

**

.01

1

.55

1

-.53

***

부정적 양육행동 一: 스마트폰 의존도

.12

그릿 一 학업열의

.67* **

.59

그릿 一스마트폰 의존도

-.63* **

-.46* **

5,87'

1

-.01

-.07

1.26

1

학업열의 一 스마트폰 의존도

p < .05,

**

p < .01,

***

p < .00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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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살펴보았다. 고 결과는 표 9와 같다.

미치며(이선형,

남 · 녀 중학생 집단의 모형 간 χ2 의 자이 검증

Ryan, 1989), 부모-자녀간 관계가 고릿을 예측

에서 고릿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한다는 선행연구(Mandelbarun, 2016)와도

력에서만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

한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디-(Δχ2

이는 여학생 집단에

성장과 반달에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해 남학생 집단의 경우 고릿이 스마트폰 의

으로 자녀에게 거부나 강요와 같은 부정적인

존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음

=

5.87, p

< 05) .

최자은,

39

제공하기보다

2019;

Grolnick

애정적이고

&

유사

지지적인

행동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할 필
요성음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IV. 논의 및 결론

부모를 대상으로 궁정적인 양육행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고램 제공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데이
터

2018년도 자료의

일부인 중학교

같은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학년을

둘째, 부모의 부정적 인 양육행동이 중학생

대상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중학생의

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관계 에서 고릿 및 학업

서 고릿과 학업열의가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

열의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고, 성별에 따라 구

과 고릿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조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

살펴보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종속

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변인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 인

미치는

이는

첫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
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영향을

스마트폰에

양육행동음 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고릿 및 학업열의와 부

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한 연구(김병넌 등,

적상관, 스마트폰 의존도와는 정적상관음 보

2013; 박소연, 유미 숙, 2019)들과 유사함을 알

인 반면, 고릿 및 학업열의와 스마트폰 의존

수 있댜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

도와는 부적

행동음 비일관적이거나 거부적이라고 인식할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부모의

양육행동음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끈기와 학업에

수록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에

의존하는 것

대한

으로 해석되며,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열의는 낮아지고 스마트폰에 더 몰입하는 경

경감시키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궁정적인

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청소넌을 내상으로 부

양육방식에 내한 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스마트폰 중독 및

있댜

의존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박소연, 유

다음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중학

미숙, 2019; 백소진, 오홍석, 2017)와 맥을 같

생의 그릿과 학업열의 중 그릿에만 영향을 주

이한댜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취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릿과 학업열의는 내

동기를 향상시키고, 그릿에 직접적 인 영향을

재동기와 관련된 개 인 변인으로 자신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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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음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저해될 수도

의 환경에서 더 많이 시용-하는 기기이다. 따

있댜 고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릿만이 부모로

라서 학업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학

부터

업열의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릿은

요구되는 끈기,

목표 달성음 위한 지속적 인 노력으로 청소년

열정, 노력과 같은 고릿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이 생환하는 전반적인 환경에서 성취감과 행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

부감을 경험하게 하는 변인이다. 반면, 학업열

니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중학생의 고

의는 주로 학교라는 환경에서 학업에 대해 열

릿, 학업열의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

정음 가지고 집중하는 변인이다. 따라서 전반

향력을 비교할 때 고릿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적인 환경에서

요구되는 고릿은 학업열의에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

비해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

의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방

단되며, 부모 양육행동이 고릿에 영향을 미친

안 마련을 위해 학생 개 인변인인 고릿 향상

다는

전략을 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

기존 선행연구(이선형,

최자은, 2019)와

일맥상통한다. 학업열의와 부모변인과의 관련
성음 살펴본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나, 학교

A}한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자율성

의존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의

영향을 주는

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

것으로 밝혀졌다(김승용 등, 2019; 이기경 등,

하였댜 고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2017).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열의는 부모의 양

모두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스마트폰 의

육행동보다 학업열의가 요구되는 학교 환경으

존도와의

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타나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가 없는 것으

정도나 태도가 학업열의에

관계에서

고릿이

매개하는 것으로

또한 스마트폰에 의존적 인 대부분의 청소년

로 밝혀졌댜 고러나 각 변인들의 영향력에서

들은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고릿이 스마트폰 의존

어려움을

학업상황에서

도에 미치는 영향력 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남

있었디召]소영,

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

이하나, 양승목, 2018; 정인경,

트폰 의존에 있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개인

김정현,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

의 의지나 노력과 같은 개인특성으로부터 더

되는 궁정 변인인 고릿과 학업 열의가 스마트

큰 영향을 받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폰 의존도를 낮추논 보호요인으로 보고, 스마

댜 따라서 중학교 1 학넌을 내상으로 스마드

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폰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

그 결과 그릿만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

공할 때 그릿 향상 전략은 남학생에게 더 효

인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험하고

무기력을 느끼는
홍세희, 2014;

있었으며,

소진상태에

스마트폰이 사용되는 환경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학교환경보다 학교 이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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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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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group analysis of smartphone dependency
based on a structural relations analysis and gender in terms
of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grit, and academic enthusiasm

Kw,On, Mina

Lee, jinsuk

Dept. of Ould Studies, Jeonbuk Nation:<l University

The purj)()Se of this stuJy wa, to i<lentify effects of negative parenting l1ehaviors on smartphone
dcpcndcnq· of 1ruddlc school st떠ems, L1Si11g grit and acadc1ruc cnchttSiasm as mediating factors, and to
verify differences in structural mo<lels accorJing to gm<ler. '111e 있 ubjects were 2,541 first graJe mi<lJ!e
school scudcnts who participated in the collcccion of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cl(2018). Ai1
analysE of stnKtllF』 여nation modeling `".!S rnnducred to clarify the stmcrur-d.! relariomhip 됴露띠 related
variables. A multi-group analysis wa, also performeJ to verify Jifferences l1etween group., accor<ling to
gend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io`정. First, the negaci,-c parenting behaviors and che scudcnts'
맣lt

dlre(.rIy

:먀.ecred

smarrphone dependency, wl1ile academic enthusiasm did not. .Neg:itlVC parenrmg

behaviors indirectly aftcct smarcphone dependency thr0t1gh the students' gric. Second, chc multi-group
analysi;, based on gender showed that the negative p頭nting behaviors 祖&ted smartphonc depcndcmy
through grit in I)(1th group., of male an<l female stu<lents, indicating that no J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How-ever, chc i1가lue11ee of grit on smarcphone dependency

'\\'3S

111

cou函

found to be lugher

111

male students ti= in female students. B園ed on the re>ul~. tl1is study provided an inten·enrion to
prevent anJ re<luce problems from smartpl1<1ne Jepei1Jency in mi<l<lle schml stu<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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