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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problematic smartphone use in female adolescents.

Methods: Secondary analysis was performed on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in 2018,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Korea’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ata from 1,141 female adolesc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with independent t-test and 1-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PROCESS macro model 4.

Results: The direct effects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er relationships increased problematic smartphone use 

in female adolescents. Negative peer relationships increased problematic smartphone use via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whereas positive peer relationships reduced problematic smartphone use via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Conclusion: Problematic smartphone use among female adolescents can be reduced by lowering the incidence of 

depression and developing interventions aimed at helping them resolve conflicts with friends and cope with negative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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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2019

년 한국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3.6%에 달하였으며(Statista, 

2021),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도 95.9%에 이르렀다(Kim, 

2019). 스마트폰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락, 문화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

어(Lee et al., 2013) 보급과 이용이 확대되었다. 특히 청소년들

은 스마트폰의 social network service (SNS)나 메신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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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교 친구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Kim et al., 2016). 반면 스마트폰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

구하고 근골격계 통증(Mustafaoglu et al., 2021), 손가락 기형

(Gokmen et al., 2020)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

들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경우 뇌발달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Kim et al., 2013).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접할 

기회가 증가하며(Kang et al., 2016),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Kwon et al., 2013).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Lopez-Fernandez et al., 2014)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19

년 35.8%에서 2021년 37.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21). 특히 COVID-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깊숙하게 파고듦에 따라(Agarwal et al., 

2022)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면서 청소년 스

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Ju & Cho, 

2015).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또래 집단의 영향

력이 커져 또래로부터 규범, 가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Cohen, 

1977). 긍정적 또래관계는 또래 간에 서로 인정해주고 정서적으

로 보살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의미하며(Bae, 2015), 청소

년들이 또래관계에 만족하고 관계의 질이 높아 긍정적 또래관

계를 형성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낮아진다(Wang et al., 

2017). 부정적 또래관계는 또래와의 갈등이 잦고, 관심이 없거

나 관심받지 못하는 관계를 의미하며(Bae, 2015), 또래관계가 

부정적인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기 쉽다고 하였다

(Kim et al., 2016). 그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또래 

집단 소속 욕구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대리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et al., 2018). 그

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며 활발한 청소년들

이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면서 스마

트폰에 의존하게 되기 쉽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Jeong et al., 

2016; Kim et al., 2016). 이처럼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명확하게 규명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래관계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또래

관계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청소년 정신건강의 중요한 문제로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Statistics Korea, 2022), 청소년 자살은 우

울과 관련이 깊을 뿐 아니라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학업, 일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Soh et al., 2021). 

또래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청소년은 우울을 경험하게 되

고(Kang, 2020),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

끼게 되며 이는 우울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La Greca 

& Harrison, 2005).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또래관계 

강화 프로그램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 또래

관계와 우울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Jo & Bang, 2022). 

우울은 스마트폰 과의존과도 관련이 깊다. 청소년들이 우

울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스

마트폰에 집착하는 등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Jeon & 

Chun, 2019). 보상적 인터넷 사용 이론(compensatory internet 

use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

스가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때 발생하는 우울한 기분

을 보상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한다(Kardefelt-

Winther, 2014).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의존하기 쉬우며 우울감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더 많이 발생한다(Kim, 

2014). 이처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또래관계와 우울이 

중요하며,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가 통계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스마트

폰 과의존 비율이 높다(NIA, 2021).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

라 여러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자 청소년들

은 남자 청소년들과 호르몬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기분 조

절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고(Kim, 2010), 우울 수준도 더 높다

(Granrud et al., 2019). 또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에 비

해 대인관계나 감정공유를 더 중요시하여 스마트폰으로 메신

저나 SNS 같은 관계 지향성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한다(Kim et 

al., 2016).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부모, 교사, 또래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Lee, 2022; Lee, 2015),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도 낮

아진다(Lee, 2015). 따라서 이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

을 미치는 교사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한 후 여자 청소

년의 긍정적 및 부정적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

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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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스마트

폰 과의존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개입 방안

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과의

존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을 파악한다.

셋째,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섯째,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차

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중학교 1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2017년 교육부의 교육 기본통계 표집 틀에 근

거하여 다단계 층화 집락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표본학교를 추출하였으며 표본학교는 전국 17

개 시도에서 학생 수와 지역 규모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131

개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에서 1학년 중 한개의 학

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하였다. 중

학교 1학년 전체 패널 수는 2,590명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여자 청소년 1,141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면제를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IRB No. 2020-09-004),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 아

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이 연구자의 인적 사

항과 데이터 사용 목적을 입력하고, 통계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 

및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자료를 내려 받아 사용하였다.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무기명으로 처리되었으며,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연구 

기간 만료 즉시 폐기하였다.

3. 연구 도구

1)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은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Kim et al., 2012)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총 15문항으로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

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하위척도는 4개로 일상생활장애(1, 5, 

9, 12, 15번), 가상세계 지향성(2, 6번), 금단(8, 14, 4, 11번), 내

성(7, 3, 13, 10번)이다. 4, 10, 15번은 역환산 하여 평균을 산출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중독 자가 진단 척도로 측정한 점수 평균이 높을수록 스마트

폰 과의존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는 0.81이었

고, 이 연구에서는 0.80이였다.

2) 우울

우울은 Kim 등(1984)의 우울 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 13문

항 중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는 평균을 산출하였고, 범위는 1점

에서 4점이다. 평균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이 도구는 Lim (1997)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도구 개발 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는 0.86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0.91이었다.

3) 긍정적 또래관계

긍정적 또래관계는 Bae 등 (2015)의 청소년 또래관계의 질 

척도 13문항 중 긍정적 또래관계 8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

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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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는 평균을 산출하였고,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 모형 설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긍정적 또래관계 점수를 역코딩으로 환

산하여 사용하였으며 평균이 낮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

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도구 개발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

를 검증하였으며(Bae et al., 2015) 도구 개발 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는 0.85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0.89였다.

4) 부정적 또래관계

부정적 또래관계는 Bae 등(2015)의 청소년 또래관계의 질 

척도 13문항 중 부정적 또래관계 5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

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는 평균을 산출하였고,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다. 평균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도구 개발자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Bae et al., 2015) 도구 개발 당시 내적일관성 신

뢰도 Cronbach alpha는 0.85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0.71이였다.

5)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Kim과 Kim (2009)이 개발한 학생-교사 애착관

계도구(STARS)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총 14문항으로 각 문

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

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는 평균을 산출하였고, 범위

는 1점에서 4점이다. 평균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6)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Skinner 등(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부

모양육태도척도(PSCQ_A: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

tionnaire)를 Kim과 Lee (2017)가 우리말로 번안한 한국판 부

모양육태도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 PSCQ_KA)를 사용하였다. 따스함, 자율

성 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 4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는 평균을 산출하

였고, 범위는 1점에서 4점이다. 각 하위영역별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7)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

사한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7.0 (IBM 

Co., Armonk, NY, USA)과 SPSS PROCESS Macro 4.0을 이

용하였다. 연구의 통계량 유의수준은 p<0.05와 Bootstrap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빈도와 백분

율, 최솟값, 최댓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수 간의 

관계는 편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는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후 

independent t-test, 1-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고, 

연속변수 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3) 또래관계와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이

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Hayes 

(2017) 모델을 적용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

용하였다. 매개변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부트스

트랩 resampling 횟수를 10,000회로 설정하고, bias-corrected 

95% CI를 추정하여 검정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과의존 차이

이 연구 대상자는 대도시에 거주자가 43.3%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에 거주자는 41.5%, 읍면지역 거주자는 15.2%였다. 

교사와의 관계 점수 평균은 4점 만점에 평균 2.78±0.48점이었

고,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 평균은 4점 만점에 따스함 3.35±0.59, 

자율성 지지 3.34±0.58, 구조제공 3.04±0.55, 거부 1.76±0.59, 

강요 2.13±0.65, 비일관성 2.04±0.62점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중소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더 높았다(F=6.31, p=0.002). 

또한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교사와의 관계(r=-0.25, p< 

0.001)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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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r=-0.21, p<0.001), 자율성 지지(r=-0.26, p<0.001), 구조

제공(r=-0.19, p<0.001)과는 음의 상관관계, 거부(r=0.33, p< 

0.001), 강요(r=0.33, p<0.001), 비일관성(r=0.36, p<0.001)과

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1). 

2. 또래관계,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대상자의 긍정적 또래관계의 점수 평균은 4점 만점에 1.82±

0.51점, 부정적 또래관계는 4점 만점에 1.83±0.50점, 우울은 4

점 만점에 1.92±0.64점이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 평균은 4

점 만점에 2.09±0.50점이었고, 하위영역들의 평균은 일상생활

장애 2.25±0.60점, 가상세계 지향성 1.65±0.61점, 금단 1.78±

0.60점, 내성 2.43±0.68점이었다(Table 2).

3. 또래관계,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차이가 있거나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지역,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변

수를 통제한 후 변수간의 관계를 편상관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부정적인 또래관계(r=0.14, p<0.001), 우울

(r=0.28,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우울(r=0.19,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도 우울(r=0.23,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또래관계,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tolerance)

는 0.41-0.86로 0.1보다 크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Table 1. Differences in problematic smartphone us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mong female adolescents (N=1,141)

Variable No. (%) Mean±SD F or r p-value

Residence region

  Large citya 494 (43.3) 2.03±0.51 6.31 0.002

  Medium and small-sized citiesb 473 (41.5) 2.14±0.47 a<b,c†

  Rural areac 174 (15.2) 2.14±0.50

Teacher relationship (score range 1-4) 2.78±0.48 -0.25 <0.001

Parenting attitude (score range 1-4)

  Warmth - 3.35±0.59 -0.21 <0.001

  Autonomy support - 3.34±0.58 -0.26 <0.001

  Structure - 3.04±0.55 -0.19 <0.001

  Rejection - 1.76±0.59 0.33 <0.001

  Coercion - 2.13±0.65 0.33 <0.001

  Chaos - 2.04±0.62 0.36 <0.001

SD, standard deviation.
†Scheffé test.

Table 3. Correlation relationship of problematic smartphone use, 
peer relationship, and depression (N=1,141)

Variable PSU
Positive peer 

relationship

Negative peer 

relationship

Positive peer relationship -0.02 

Negative peer relationship 0.14** 0.22**

Depression 0.28** 0.19** 0.23**

PSU, problematic smartphone. 
Control variables: Residence region, teacher relationship, parenting 
attitude.
The panel survey of positive peer relationship was reverse-coded and 
used as a measure.
**p<0.001.

Table 2. Status of peer relationship, depression and problematic 
smartphone use of female adolescents (N=1,141)

Variable Mean± SD Range

Positive peer relationship (score range 1–4) 1.82±0.51 1-4

Negative peer relationship (score range 1–4) 1.83±0.50 1-4

Depression (score range 1–4) 1.92±0.64 1-4

Problematic smartphone use (score range 1–4) 2.09±0.50 1-3.67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score range 

 1–4)

2.25±0.60 1-4

Virtual life orientation (score range 1–4) 1.65±0.61 1-4

Withdrawal (score range 1–4) 1.78±0.60 1-4

Tolerance (score range 1–4) 2.43±0.68 1-4

SD, standard deviation.
The panel survey of positive peer relationship was reverse-coded and 
used as a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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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가 1.16-2.45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 효과와 매개효과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PROCESS macro 모형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스마트폰 과의존과 차이를 보인 

변수를 공변수 처리하여 통제하였고 거주지역은 더미변수로 처

리하여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의 또래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또

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우울이 낮아졌고(B=0.21, p<0.001), 부

정적일수록 우울이 높아졌다(B=0.47, p<0.001). 우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또래관계의 설명력은 34.0%였다.

대상자의 또래관계와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이 높아졌고(B=-0.18, p=0.001), 또래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스

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졌으며(B=0.28, p=0.001), 우울이 심해

질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졌다(B=0.34, p<0.001). 스마트

폰 과의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또래관계와 우울의 설명력은 

26.0%였다.

5. 우울의 매개효과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우울

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10,000번 반복 추출하여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적 또래관계가 우울을 경유하여 스마

트폰 과의존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B=0.07, 95% CI [0.04-0.11]). 부정적 또래관계

Table 4.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on depression and problematic smartphone use (N=1,141)

Variable
Peer relationship → depression Peer relationship, depression → PSU

B SE β t p-value B SE β t p-value

Constant 22.18 2.19 10.12 <0.001 12.51 2.78 4.49 <0.001

Control variable

  D. Residence region 1 -0.08 0.34 -0.01 -0.23 0.818 0.96 0.41 0.06 2.33 0.020

  D. Residence region 2 0.42 0.47 0.02 0.91 0.362 0.97 0.57 0.05 1.72 0.086

  TR -0.10 0.03 -0.11 -3.92 0.001 -0.14 0.03 -0.12 -4.23 <0.001

  PA_Warmth -0.21 0.10 -0.08 -2.12 0.034 0.23 0.12 0.07 1.86 0.063

  PA_Autonomy support -0.11 0.10 -0.04 -1.10 0.275 -0.02 0.13 -0.01 -0.17 0.866

  PA_Structure -0.00 0.09 -0.00 -0.03 0.979 0.03 0.11 0.01 0.25 0.806

  PA_Rejection 0.39 0.09 0.14 4.47 <0.001 0.21 0.11 0.06 1.90 0.057

  PA_Coercion 0.16 0.08 0.06 2.05 0.041 0.30 0.10 0.10 3.15 0.002

  PA_Chaos 0.30 0.09 0.12 3.58 <0.001 0.37 0.10 0.12 3.56 <0.001

Positive peer relationship 0.21 0.04 0.14 4.88 <0.001 -0.18 0.05 -0.10 -3.25 0.001

Negative peer relationship 0.47 0.07 0.19 6.76 <0.001 0.28 0.09 0.10 3.25 0.001

Depression 0.34 0.04 0.29 9.37 <0.001

　 F (p)=54.07 (<0.001), adj R2=0.34 F (p)=33.80 (<0.001), adj R2=0.26

SE, standard error; D., dummy variable; PSU, problematic smartphone use; TR, teacher relationship; PA, parenting attitude.
Residence region 1=medium and small sized city; Residence region 2=rural area. 
The panel survey of positive peer relationship was reverse-coded and used as a measure.

Table 5.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 and problematic smartphone use (N=1,141)

Variable
Directing effect Indirect effect

B Boot SE Bootstrap 95% CI B Boot SE Bootstrap 95% CI

Positive peer relationship→PSU -0.18 0.05 -0.28 to -0.07

Positive peer relationship→Depression→PSU   0.07 0.02 0.04-0.11

Total 　 　 　 -0.10 0.06 -0.21 to 0.01

Negative peer relationship→PSU 0.28 0.09 0.11–0.45

Negative peer relationship→Depression→PSU   0.16 0.04 0.09-0.23

Total 　 　 　   0.44 0.09 0.27-0.62

CI, confidence interval; PSU, problematic smartphon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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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울을 경유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도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16, 95% CI [0.09 to 

~0.23]). 

고     찰

이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우울이 스마트폰 사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

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거주지역, 교사관계, 부

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이 연구에서 중소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스마

트폰 과의존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더 높았는데 이

는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중소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 비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Lee & Kim,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교사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인 Lee (2022)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부모

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쳐 스

마트폰 과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고, 교사관계가 나쁘면 학교 적

응이 어려워지고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연구 결과(Jeong, 2015)를 지

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 또래관계와 우울은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긍정적 또래관계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또래관계는 우

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와 잘 어울리고 또

래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며(La Greca & 

Harrison, 2005), 또래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

적인 정서를 가진 청소년은 우울이 증가된다는 선행연구(Kang,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는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대인관계의 중심이 가족에서 또래관계로 옮겨

가는 시기로, 부정적 또래관계는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긍정적 또래관계는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또래관계란 청

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잘 수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

들이 또래에게 인정받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말한다(Bae, 2015). 선행연구에서 또래관계를 

만족하는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감소하였지만, 또

래관계가 긍정적이더라도 현재의 교우관계에 만족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고(Bae, 2015),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가 강한 청소년

들은 현실 세계에서 긍정적 또래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온라인에서 대인간 상호작용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Wang et al., 2017). 따라서 또래와의 관계가 긍

정적인 청소년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놀이를 하는 것이라면 스마트폰 과의

존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Park et al., 2013). 특히 여자 청

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문자와 메신저 같은 관계지향성 콘텐

츠 이용이 크며 또래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커뮤

니케이션에 이용함에 따라 여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im et al., 2016). 

이와 같이 또래관계가 좋은 청소년도 스마트폰에 의존적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성별, 성격 및 욕구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 부정적 또래관계는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스마

트폰 과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관계의 질

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Kang, 

2020), 부정적 또래관계 경험은 대인관계 형성 욕구를 보완하

기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Lee et al., 

2021)와 맥을 같이한다. 또래관계는 일대일의 친구 관계보다 

더 큰 개념으로 한 명 이상의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며, 

동년배 친구와 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ae, 

2015). 즉, 부정적 또래관계 점수가 높은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남

학생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Demirci et 

al., 2015),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남학생보

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부

정적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또래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 결과 우울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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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스마트폰 과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높

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Kim, 2014) 

결과를 지지한다. 우울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유발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Jeon & 

Chun, 2017)와도 일치하였다. 

이 연구 결과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과의존과

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적 또래관계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높이는 직접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매개효과에 있어서 긍정적 또래관계는 우울을 감소시켜 

스마트폰 과의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여자 청소년들이 또래에게 인정받고 정서적 지지

를 받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면,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가 

충족되어 우울한 감정이 유발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게 된다(Kardefelt-Winther, 2014). 부

정적 또래관계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적 인터넷 사용 이론에 의하면 사

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탈출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였다(Kardefelt-Winther, 

2014). 따라서 또래집단과 갈등이 잦거나 관심을 주고받지 못하

여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여자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고자 스마트폰의 가상세

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im et al.,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

존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또래 간의 사회적 집단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정서적으로 보살펴주고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또래와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교

육하는 등 또래관계 강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지 않는 청소년도 일대일 친구 

관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으므로(Bae, 2015), 친밀

한 일대일 친구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중재

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의 우울을 고려하여 심리적 

문제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개별 상담 및 추후관리가 이루

어져 스마트폰 과의존 같은 문제 행동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또래 집단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청

소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Kim et al., 2018),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거나(Park et 

al., 2013), 또래에게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사

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을 조절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래

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래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는 기술을 습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로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포

함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자 청소년의 스마

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

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계통적인 층화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한 연구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라는 점에서 신뢰

성이 높고 지역적 특성의 한계를 보완한 연구이므로 이 연구 결

과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 용이하다.

결     론

이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우울이 스마트폰 과

의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여자 청소년의 부정

적 또래관계, 긍정적 또래관계는 모두 스마트폰 과의존을 심화

시켰다. 또한 우울을 매개로 하였을 때 부정적 또래관계는 스마

트폰 과의존을 심화시켰고, 긍정적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과의

존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스마트

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는 것이 중요

하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래와의 갈등 해결 방법과 부정적 정서의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중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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