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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dependenc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in South Korea. Methods: Data were 
cross-sectional in study design with 1,555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4th-year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23.0 and AMOS 21.0 program. 
Results: Cell phone dependen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ggression, but it did not act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ve factor, weekly book reading time and the amount of daytime play with aggression. 
Weekly entertainment time and weekly TV and video viewing time had a significant statistical effect on aggression,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cell phone dependency acts as a control variable in relation to aggression. Conclusion: 
As the entertainment tim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time spent watching TV and videos play a negative 
rol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isure activity management practice and strategies with an emphasis on entertain-
ment time as well as, TV and video viewing as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isure activities for a healthy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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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2017년 휴대전화 이용률은 

87.8%로 조사되었고, 연령대별로는 10대 97.2%, 20대 99.8%, 

30대 99.7%, 40대 99.3%, 50대 97.1%, 60대 79.6%로 전 연령층

에서 휴대전화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1]. 휴대전화는 기본 

통화수단에서 벗어나 무제한의 정보, 검색, 교육, 게임, 교통, 

금융 등의 종합 문화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으며[2], 다양한 문

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활용의 즉시성 등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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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살인, 성폭행 등

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동통신회사에서 긴급 호출 서비스, 

어린이 위치 추적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4]. 

또한, 2017 스마트폰 과다 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

트폰 과다 의존 위험군이 2013년 11.8%, 2014년 14.2%, 2015

년 16.2%, 2016년 17.8%, 2017년 18.6%으로 해마다 상승 추세

이고, 연령 별 현황에서는 아동 19.1%, 청소년 30.3%, 성인 

17.4%, 60대 12.9%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 과다 의존 위험군은 대조군에 비

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가족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처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 

및 중독은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으로 초기 청소년이라

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의 문제는 향후 후기 청소년기뿐만 아니

라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기 개입이 필요하

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휴대전화 의존 및 중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생 시기

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 의존이란 빈번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6], 최근 휴대전화 과다 사용 선행

연구들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부

작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7]. Choi [8]의 연구에서는 휴대전

화 과다 사용 초등학생에게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Hwang 등[9]의 연구에

서는 집중력 저하, 육체적 피로 등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Wiart 등[10]은 휴대전화가 방출하는 무선주

파는 나이가 어릴수록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Ko [11]의 

연구에서는 전자파 노출이나 손목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 

집중력 감퇴로 인한 학업 문제, 소외, 정신장애로 인한 정신건

강상의 문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의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결과물 중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은 공격성

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2,13], 휴대

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독서시간, 또래 

애착, 공격성이 유의미하였다[14]. 또한 Lee 등[15]의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독서시간이 길수록 휴대전화 사용이 덜한 것으

로 나타나 독서시간이 휴대전화 의존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 요인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을 완

화시켜 휴대전화 의존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

킬 수 있고, 또한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약화시키는 중재를 통해 청소년을 휴대전화 의존으로부터 보

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다양

한 여가시간(주간 독서시간, 주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주간 오

락시간 및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봄

으로써 향후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4차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 자료(2013년, 초4)

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다양

한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 공격성, 다양한 여가시간의 

수준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수준의 차이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 다양한 여가시간과 공격성 간

의 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다양

한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간 독서시간, 주간 친구들

과 노는 시간, 주간 오락시간, 주간 TV 및 오디오 시청 시간을 

통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이를 위한 경로 분석 모형을 설정함

에 있어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는 휴대전화 의존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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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속 변수는 공격성이며 초등학생의 주간 독서시간, 주간 친

구들과 노는 시간, 주간 오락시간, 주간 TV 및 오디오 시청 시

간을 매개변수로 포함시켰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제4차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활용하였다. 목표표본은 6,600명으로 설정하

고 2010년 16개 광역시 ․ 도의 초1, 초4, 중1의 학생 수에 비례하

여 지역별 표본 수를 할당한 후 조사대상 학교 수는 한 학교 당 

한 학급씩,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다. 조사성공률을 80%

로 예상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학교를 16개 광역시 ․ 도와 도시

규모(대도시/중소도시/군 지역)를 교차하여 추출한 27개를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

하였다. 표본학급은 학교별 해당 학년의 학급 수와 학급별 학

생 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하였

고, 대체표본은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조사대상 학교를 확정하

였다. 조사를 거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목록상의 인접한 

다른 학교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패널조사의 표본은 2009년 교육부 학교 통계를 표집 틀

로 하여 확률표집(층화 다단계 집락 표집)의 방식으로 총 7,071

명(초1: 2,342명, 초4: 2,378명, 중1: 2,351명)을 선정하였다. 본 

이차분석 연구를 위하여 소속 대학 내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KNU 2017-0145)을 받았다.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원시

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자료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초등학교 1 패널의 4차년도 자료인 초등학

교 4학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1 패널은 전

국의 98개 초등학교에서 총 2,342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선

정하였고 무응답과 도중 이탈 등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총 1,555명의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제4차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의 영역은 개인 발달과 환경 발

달의 두 영역이다. 개인 발달 영역은 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 

․ 정서 발달, 진로계획, 비행, 생활시간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환경 발달 영역은 가정, 친구관계, 교육, 지역사회, 매

체, 활동 ․ 문화의 세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배경 

변인으로 성별, 지역, 학교급, 학년, 보호자 학력/직업, 가정경

제수준, 거주 지역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배경 변인으로 

‘성별’과 ‘가정경제수준’과 ‘거주 지역 규모’를 채택하였으며, 

개인발달 영역 중 신체발달의 ‘건강 상태 평가’와 ‘중복 질병 

수’를 살펴보았다. 

2)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의존도는 Lee 등[15]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

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의 총 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발달 매체환경 영역의 휴대전화 중 ‘의

존도’의 점수를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type 척

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측정 점수 범위는 7~28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휴

대전화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3) 공격성 

공격성은 개인발달의 사회정서 영역의 정서 문제 중 ‘공격

성’의 점수를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Jo와 Im [16]이 

개발한 척도에서 아동의 정서 ․ 행동 문제에 관한 자기 보고형 

평정 척도 중 다른 하위 영역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재구

성한 것이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내가 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하루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등의 6문항으로 4점 Likert-type 척도 ‘매우 그렇

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측정되어졌다. 측정 점

수 범위는 6~24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공격성이 낮음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4) 다양한 주간 여가 시간

다양한 주간 여가 시간은 개인발달의 생활시간 영역의 여가

시간 중 ‘독서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 시간’ 등의 점수를 산출한 값을 사

용한 것이며, 이는 Jang 등[17]의 생활시간 조사 문항을 수정한 

것이다. 독서시간은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을 읽는 시간

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로 질문하였으며, 친구들과 노는 시

간은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하루 평균)’을 질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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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5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Boy
Girl

  716 (46.0) 
  839 (54.0)

Family income 
(10,000 won/ 
month) 

＜200
200~＜400
400~＜600
≥600

  150 (9.6)
  664 (42.7)
  530 (34.1)
  211 (13.6)

Size of 
residential 
area

More tha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gricultural and  fishery town

 1,241 (79.8)

  314 (20.2)

Academic 
achievement

Very satisfied
Satisfied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488 (31.4)
  921 (59.2)
  120 (7.7)
   26 (1.7)

Health state Healthy
Unhealthy

 1,510 (97.1)
   45 (2.9)

Duplicate 
diseases

None
Single
2 or more 

 1,170 (75.3)
  319 (20.5)
   66 (4.2)

Table 2. Distribution of Subject's Cell Phone Dependency, 
Aggression, and Diverse Leisure Activities

Variables Min Max M±SD

Cell phone dependency 7 28 11.81±4.35

Aggression 6 21 10.01±3.24

Weekly book reading time 0 12  1.49±1.31 

Weekly playing time with friends 0 12  2.55±2.15

Weekly entertainment time 0 16  2.18±1.69

Weekly watch TV and video time 0 19  3.23±2.05

다. 오락시간은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하루 평

균)’을 질문하였고, TV 시청 및 오락시간은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DVD를 시청하는 시간(하

루 평균)’에 대한 질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교 일과 비등

교 일의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

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기술 통계분석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

수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후 AMOS 21.0 프로그

램으로 변수들 간의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였다.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검증,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평

가하였다[18]. 매개효과는 Sobel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서 남자 716명(46.0%), 여

자 839명(54.0%)이었다. 월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50명

(9.6%), 200~400만원 미만이 664명(42.7%), 400~600만원 미만

이 530명(34.1%), 600만원 이상이 211명(13.6%)이었다. 거주 

지역 규모는 중소도시 이상이 1,241명(79.8%), 농어촌 314명

(20.2%)이었다. 학교 성적 만족도는 매우 만족 488명(31.4%), 

만족 921명(59.2%), 불만족 120명(7.7%), 매우 불만족 26명

(1.7%)이었다. 건강 상태는 건강한 편이 1,510명(97.1%), 건강

하지 않은 편이 45명(2.9%)이었다. 중복 질병 수는 질병 없음이 

1,170명(75.3%), 1개 질병을 가진 경우 319명(20.5%), 2개 질병 

이상을 가진 경우 66명(4.2%)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공격성, 다양한 여가시

간의 수준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공격성 분포 중 휴대전화 의

존도는 7~28점의 범주로 평균 11.81±4.35, 공격성은 6~21점

의 범주로 평균 10.01±3.24, 주간 독서시간의 범주는 0~12시

간으로 평균 1.49±1.31, 주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범주는 

0~12시간으로 2.55±2.15였다. 한편, 주간 오락시간의 범주는 

0~16시간으로 2.18±1.69,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의 범

주는 0~19시간으로 평균 3.23±2.05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및 

공격성의 차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및 공격성

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의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거주 지역 규모, 

학교 성적 만족도였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차이를 나타낸 변수

인 거주 지역 규모는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의 휴대전화 의존도

가 높았다(p<.001). 학교 성적 만족도에 따라서는 학교 성적 



41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김희숙 · 유준옥 · 정창숙 등

Table 3. Differences in Cell Phone Dependency and Agg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ell phone dependency Aggression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Boy
Girl

12.00±4.52
11.65±4.19

1.60
(.110)

10.34±3.23
 9.73±3.22

3.69
(＜.001)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200
200~＜400
400~＜600
≥600

12.11±4.31
11.94±4.33
11.78±4.48
11.28±4.08

1.47
(.220)

10.26±3.27
10.02±3.25
 9.95±3.21
 9.97±3.25

.38
(.766)

Size of 
residential area 

More than small and medium-sized cties 
Agricultural and  fishery town

11.59±4.23
12.69±4.71

-3.79
(＜.001)

 9.87±3.19
10.56±3.38

-3.40
(＜.001)

Academic  
achievement

Very satisfieda

Satisfiedb

Dissatisfiedc

Very dissatisfiedd

10.77±4.14
12.08±4.18
13.27±4.69
15.15±7.03

20.74
(＜.001)

a＜d

 9.11±3.17
10.27±3.07
11.22±3.56
12.19±4.10

25.32
(＜.001)

a＜d

Health state Healthy
Unhealthy

11.79±4.34
12.64±4.67

-1.30
(.193)

 9.95±3.21
11.93±3.62

-4.07
(＜.001)

Duplicate diseases None
1 Disease
2 Disease or more 

11.91±4.39
11.36±4.11
12.32±4.60

2.42
(.089)

10.04±3.29
 9.91±2.98
10.02±3.46

.202
(.817)

Total 11.81±4.35 10.01±3.24

만족도가 불만족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의 점수가 높아졌다

(p<.001).

공격성에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거주 지역 규모, 학교 

성적 만족도, 건강 상태였다. 공격성에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성

별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거주 

지역 규모에서 공격성은 중소도시 이상보다 농어촌이 높은 것

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학교 성적 만족도에 따라서는 

불만족할수록 공격성의 점수가 높았고(p<.001), 건강 상태는 

불건강한 편일 때 공격성의 점수가 높았다(p<.001)(Table 3).

4. 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 공격성 및 다양한 여가

시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 공격성 및 다양한 여가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공격성은 휴대전화 의존도(r= 

.39, p<.001), 주간 독서시간(r=-.06, p=.015), 주간 오락시간

(r=.18, p<.001),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r=.11, p<.001)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휴대전화 의존의 경우 주

간 독서시간(r=-.13, p<.001), 주간 오락시간(r=.20, p<.001),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r=.13, p<.001)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5. 휴대전화 의존도와 공격성의 관계에 다양한 여가시

간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영향요

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1). 휴대전화 의존도에서 주간 독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β=-.13 (p<.001)으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

하면 주간 독서시간이 감소하였고, 주간 오락시간에 미치는 영

향은 β=.20 (p<.001)으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면 주간 오

락시간이 증가하였고,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도 β=.13

(p<.001)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주간 오락시간이 증가하면 공

격성이 β=.10 (p<.001),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이 증가

하면 공격성이 β=.05 (p=.031)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공격성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β=.36 (p<.001)으로 여가시간

이 증가하면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5).

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휴대전화 의존도와 주간 독서시간, 

주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보호요인에 대한 매개효과는 없었

다. 그러나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면 주간 오락시간도 증가

하며,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Sobel test 결과 z=3.78 

(p<.001)로써 매개효과가 발생하였고,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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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ell Phone Dependency, Aggression, Diverse Leisure Activities (N=1,555)

Variables
1 2 3 4 5 6

r (p) r (p) r (p) r (p) r (p) r (p)

1. Aggression 1.00

2. Cell phone dependency .39 (＜.001) 1.00

3. Protective factor 1 - weekly book reading time -.06 (.015) -.13 (＜.001) 1.00

4. Protective factor 2 - weekly playing time .01 (＜.694) .03 (.287) .01 (.857) 1.00

5. Risk factor 1 - weekly entertainment time .18 (＜.001) .20 (＜.001) -.07 (.010) .07 (.004) 1.00

6. Risk factor 2 - weekly watch TV and video time .11 (＜.001) .13 (＜.001) -.13 (＜.001) .05 (.036) .16 (＜.001) 1.00

Figure 1. Tested model of mediating effects of diverse leisure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ll phone dependency and aggression.

가하면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도 증가하여, 공격성이 증

가하는 것에 대해서 Sobel test 결과 z=3.30 (p<.001)로써 매

개효과가 발생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여가시간이 매

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

키기 위한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직접적인 관

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격

성도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한 Kim 등[12]의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

존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

이 다른 집단군에 비해 공격성과 분노, 좌절감과 같은 정신건강

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19,2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휴대전화 의존이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Anderson과 Bushman [21]은 공격

성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으로 정

의하였는데, 신체적 공격성으로 직접 상대방을 가하지 않더라

도 내적 분노감이나 적대적 성향도 공격성에 포함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력적인 게임 등에 노출된 초등학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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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ting Effects of Diverse Leisure Time between Cell Phone Dependence and Aggression

Path   β  SE     CR    p

Cell phone dependency → Weekly book reading Time -.13 0.01 -4.96 ＜.001

Cell phone dependency → Weekly playing time with friends .03 0.01 1.07 .287

Cell phone dependency → Weekly entertainment time .20 0.01 8.22 ＜.001

Cell phone dependency → Weekly watch TV and video time .13 0.01 4.98 ＜.001

Weekly book reading time → Aggression -.01 0.06 -.15 .882

Weekly playing time with friends → Aggression -.01 0.04 -.42 .672

Weekly entertainment time → Aggression .10 0.05 4.27 ＜.001

Weekly watch TV and video time → Aggression .05 0.04 2.16 .031

Cell phone dependency → Aggression .36 0.02 14.87 ＜.001

수록 공격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어, 휴대

전화 의존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예방하고 완화

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주간 독서시간과 주간 친

구들과 노는 시간은 유의하게 낮았으나, 주간 독서시간과 주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

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2]의 연구에서 휴

대전화(스마트폰)에 과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독서량과 독

서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독서시간이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와도 일치한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휴대전화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독서시간이나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감

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독서는 인간적이고 가치 있

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적 능력의 개발 

및 인간의 사고력과 가치관을 형성하므로[22]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나 본 조사결과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간 오락시간과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이 많을수록 공격

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휴대전화의 인터넷 

기능이 자유로워지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게임의 양상 또는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23]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의존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

로 독서시간 및 노는 시간은 증가시키고, 오락시간과 TV 및 비

디오 시청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초등학생이 독서활동을 생활화하도록 독

서 릴레이, 읽은 책을 서로 교환해서 읽는 도서 교환전 등의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노는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미디

어 매체 이용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 내 이용규칙을 세워 혼자 

불건전한 미디어 매체에 빠지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하는 건전

한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휴대전화 의존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여

가시간이 매개하는 가를 검증한 결과, 독서시간과 친구들과 노

는 시간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락시간과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이 높을수록 오락시간과 TV 및 비디

오 시청 시간이 높고 이는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높이게 된다.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사이에 다양한 여가시간이 매개효과

를 갖는지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예방하

고 치료를 위한 개입 시 위험요인으로 규명된 오락시간과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 관리를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휴대전화 이용습관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위험군을 조기 선별

하고 심리상담을 통해 갈등이 공격성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

며 건전하고 흥미로운 여가시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

용해야 할 것이다. Bae와 Cho [24]는 미디어 매체의 위치에 따

라 이용정도가 달라 부모가 감시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할 경우 

이용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부모의 적극적 개입 노력

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개선

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어야겠다. 초등학생 4학

년은 아직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

로 이때의 기술 중독은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23,25].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 습관이나 자가진단 등을 통해 선별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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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휴대전화에 의존하지 않고 

갈등을 정화하고 공격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오락시간과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이 초등학생의 휴

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휴대전

화 의존도가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락시간과 TV 및 비

디오 시청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력적인 게임에 자

주 노출됨으로써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심리 정

서적으로 불완전한 초등학생은 공격성이 발현되고 강화될 가

능성이 높다[13]. 또한 또래관계가 중요한 초등학생 시기는 갈

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는 다양한 분출 통로를 갖지 못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고 다

른 건전한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 게임에 더 빠져든

다고 하였다[26]. 따라서 초등학생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흥미로운 여가시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

해 오락이나 TV 및 비디오 시청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초등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들의 공격성문제를 완

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제한보

다는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서 및 사회적으

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은 이들이 속한 환경에도 많

은 영향을 받으므로 합리적인 양육방식에 관한 부모 교육도 필

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보호 및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이론적 모형이나 개념적 기틀

이 없는 점이다. 둘째 대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

나 분석에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참여자의 정보가 가

지는 대표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고, 이차 자료분

석의 한계로 휴대전화 종류나 용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폰이나 일반 휴대전화의 종류나 사용 용

도에 따라 구분하여 공격성과의 관계를 이론적 기틀을 토대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초등학교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

구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에 관계에서 학년 간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대상자를 넓혀 학년 간의 비교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본 연구는 2013년 제4차 한국아

동 ․ 청소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최신 자료를 이용하

여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여가시간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여가시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고 공격성

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휴대전화 의존과 공

격성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지고, 주간 독서시간과 

주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반면 

주간 오락시간과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은 매개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의 주간 오락시간과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한 만큼 초등학생의 여가시간 중 주간 오락

시간과 주간 TV 및 비디오 시청에 관심을 갖고 건강한 여가시

간 관리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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