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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간의 상보적 

인과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중1패널 2차

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세 시점에 결쳐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의 자기회

귀 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이 각각 이후 시점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 간에는 종단적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

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 사이에도 종단적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의존도는 이후 시점

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과 제안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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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휴대전화의 기능이 급속도로 다양해지

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의 폐해, 특히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

족부가 2013년 11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중·고등학교 재학생 1만 62명을 대상으로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9명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정도에 관한 결과 중, 심한 비율은 여학

생이 18.7%, 남학생 10.8%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1년도 조사결과(여학생 12.7%, 남학생 6.2%)보

다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한 결과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고 자신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이

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집계되었다(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다방면에서 질적, 양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신체와 정신발달

의 부조화로 여러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대처과정에서 주의집중,

신체적 증상, 공격성, 우울 등의 정서문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정서문제와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 왔다(강필승, 2014; 한상훈, 2008). 주의집중은 고

위험 휴대전화의존 집단과 저위험 휴대전화의존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청소년의 주

의집중이 낮을수록 휴대전화의존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허균, 2013). 주의집중과 더불어 공

격성도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공격성이 많은 학생일수록 휴대

전화의존이 심한 결과를 보였다(강필승, 2014;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장성화(2010)의 연

구를 보면 우울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이 높았으며, 주의집중도 휴대전

화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혜순, 옥지원(2012)의 연

구는 청소년기의 우울증과 학교생활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

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송은주, 2006; 장성화, 조경덕, 2010).

청소년들에게 학교란 단순히 지식만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습득하고, 규범, 규

칙에 따라 생활하는 방식을 배우는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곳이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에서의 규칙 ,규범 준수, 그리고 학교생활의 핵심인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맺기 등과 같은 학교 적응력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과 행복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박상희, 2009).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도탈락자의 증

가, 검정고시, 대안학교, 교육 이민 등의 증가는 학교부적응 현상을 반증한다(구자경, 홍지영, 장

유진, 2003). 최근 보고된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의존, 정서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의존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성화,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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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2010)은 학교적응과 휴대전화중독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중독경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학교생활적응이 휴대전화중독을 예측해주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고하였고, 이정숙, 명신영(2007)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

했을 때,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에 많이 노출되어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중독적인 경향을 나타

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의존도와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석진,

송소원과 조민아(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그런 반면, 김은옥(2005)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집단이 학교생활적

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활용은 친구들 간의 문화를 

공유하고 같이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는 등의 일은 대인관계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자기표현에 능숙해 지

면서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은옥, 2005). 한편, 정기영(2006)은 

휴대폰 문화는 시대의 보편적 특성으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두 변인 간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혜선

(2002)은 정서문제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지민(2007)

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정서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속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심리 

요인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보다 더 크다고 지적한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

나는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고(강필승, 2014; 김

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한상훈, 2008), 다른 하나는 정서문제가 휴대전화의존도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며(송은주, 2006; 이혜순, 옥지원, 2012; 장성화, 조경덕, 2010 ),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이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다(박상희, 2009; 이정숙, 명신영,

2007; 장성화, 조경덕, 2010).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간에 관심을 가진 대부분

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일방향적인 영향만을 탐색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세 변인들의 관련성을 볼 수 있을 뿐  휴대전화 의존

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간의 구체적인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생

활적응이 낮으면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여러 가지 정서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수

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여 문자메세지등을 보내는 휴대전화의존 행위 등은 또다시 더 심각한 

학교생활 부적응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할 때 더욱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인과관계의 탐색이 가능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박현정, 이진실,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도가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정서문제가 휴대전화의존도와 학교생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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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이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모두를 고

려한 세 요인간의 상호적 관계, 다시 말해 교차적 인과 관계의 영향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을 세 시점에서 측정하여 이

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이 이후 시점의 세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의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추적한 종단자

료를 이용하고, 변수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교차모형을 

적용하여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이 학년의 변화에 따른 양상과, 세요인들 간

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의 학년변화(중2~고1)에 따른 양상

과, 세요인들 간의 교차적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

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휴대전화 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 적응과는 회기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2. 휴대전화 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상보적 인과관계는 회기의 경

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

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생들은 성장하며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모두 변화하게 됨으

로 이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기회귀교차지

연 모형은 이러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다(허균, 2012).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2007)에 의하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t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인 t-1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이며,

변인 간의 상호지연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시

간적 선행성을 고려할 수 있고 자기회귀계수의 크기도 검증할 수 있으며, 개념들 간의 관계를 

측정오차를 통제한 후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현정, 이진실, 2013; 조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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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2010; 허균, 2009).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와 학

교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 자기회귀교차지연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보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휴대전화의존성이 높았다는 선행연

구(이정기, 황상재, 2009) 결과를 고려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CYPS) 자료 중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아

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패널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 가운데 층화다단계집락표집

(stratifiel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추출된 2,351명을 2010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이 된 2013년까지 4년간 반복,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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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휴대전화의존도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중1패널 2차년도에서 4

차년도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와 휴대전화의 용도별 이용빈도 검사지의 각각 7문항(예, 휴대전

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과 3문항(예, 동영상 감상)을 사용하였다. 처음의 휴대전화의 

용도별 이용빈도 검사지의 문항은 10문항이었으나 2차~4차년도까지를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년도 3요인, 3차년도 2요인, 4차년도 2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공통으로 묶

이는 한 요인의 6문항을 선택하였으며, 그 후 문항의 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항의 총점-문

항간 상관(변별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6문항 중 변별도가 낮은( .30이하) 3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3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휴대전화의존도는 ‘전혀그렇지 않

다’에 4점에서 ‘매우 그렇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는 2차~4차 시

점별로 .898, .895, .884이고, 휴대전화의 용도별 이용빈도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 4점부터 

‘자주 사용한다’에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시점별 신뢰도는 .668, .672, .677를 보

였다.

2) 정서문제

본 연구에서는 정서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중1패널 2차년도에서 4차년도

까지의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요인으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을 사용하였

다. 주의집중(예,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산만해진다) 7문항, 공격성(예, 내가 원하

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6문항, 신체증상(예,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8문항, 우울(예,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문항 모두 4점 리커트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는 1점에서 4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으며, 평균이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많음을 뜻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2차~4차 시점별 주의집중,

.790, .827, .740이고, 공격성은 .810, .811, .785, 신체증상은 .862, .876, .818, 우울은 .904, .906, .88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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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정서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중1패널 2차년도에서 4차년도

까지의 학교생활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

관계 각각 5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하위요인의 문항의 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

항의 총점-문항간 상관(변별도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변별도가 낮은 학습활동의 1문항과, 교우

관계의 1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습활동 4문항(예,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학교규칙 5문항(예, 당번이나 1인 1역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우관계 4문항(예,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5문항(예, 내년에도 지금 선

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을 사용하였다. 4개의 측정문항 모두 4점 리커트척

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1점으로 구성되어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문제 각각의 요인을 역코딩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

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차~4차 시점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학습활동이 

.745, .776, .760, 학교규칙이 .790, .789, .761, 교우관계가 .686, .698, .679, 교사관계가 .835, .941,

.813의 결과를 보였다.

3. 통계분석방법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와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와 학교생활적응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에서 잠재변인의 2, 3, 4는 각각 2차, 3차, 4차의 측정 시점을 의미하며, a에서 L은 동일

화 제약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

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동일성이란 시간에 따라 특정 측정변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이 동일한 개념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 측정

변인의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게 설정한 모형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한다. 측

정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각 잠재변인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하다는 경로동일성을 검증

해야 한다. ‘t-1' 시점의 잠재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회귀계수)와 ’t+1' 시점의 잠재변인이 

영향을 받는 효과(회귀계수)가 동일한지를 통해 경로동일성을 검증한다. 경로동일성은 같은 개

념을 측정한 잠재변인 간의 자기회귀계수 동일성 검증과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한 잠재변인 간

의 교차회귀계수 동일성 검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오차공분산에 대한 검증은 각 시점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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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오차 간의 공분산을 고정함으로써 각 잠재변인이 가지는 관련성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

인지 시간 변화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하게 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은 각 가정이 만족된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검증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비교를 통한 각 동일성 검증을 위해 16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다.

모형2: 잠재변인 휴대전화 의존도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a)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3: 모형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정서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b1, b2, b3)를 각 시

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4: 모형3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학교생활적응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c1, c2, c3)

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5: 모형4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휴대전화 의존도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

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6: 모형5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정서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이다.

모형7: 모형6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학교생활 적응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8: 모형7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정서에 대한 잠재변인 휴대전화 의존도의 교차회귀계수

(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9: 모형8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잠재변인 휴대전화 의존도의 교차회

귀계수(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0: 모형9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잠재변인 정서의 교차회귀계수(F)

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1: 모형10에 추가하여 모형10잠재변인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잠재변인 정서의 교차회

귀계수(G)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2: 모형11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잠재변인 학교생활적응의 교차

회귀계수(H)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3: 모형1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정서에 대한 잠재변인 학교생활적응의 교차회귀계수(I)

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4: 모형13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휴대전화 의존도와 정서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J)에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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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5: 모형14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정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K)에 동일

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6: 모형15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오차 공분산 사

이(L)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위의 모형 중에서 2에서 4까지의 모형은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기본 모형 1에 제약을 가한 

모형이며, 5에서 7까지는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4에 추가하여 제약

을 가한 모형이다. 그리고 8에서 13까지 모형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7에 추가하여 제약을 가한 모형이고, 14에서 16까지의 모형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해 모형 13에 추가하여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자료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프로그램인 AMOS 21.0을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

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처리를 위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도 더욱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할 수 있다(Arbuckle & Wothke, 1999). 모형 적합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s, 1973)],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8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Byrne, 1998; Steiger & Lind,

1980)]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

된다(홍세희, 2000).

[ 그림 2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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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중1패널 2~4차년도 조사의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각 측정변인들에 

관한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 표 1의 결과와 같았으며 왜도<2, 첨도<4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Hong, Malik, & Lee, 2003). 표 1에서 3년간의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의 측정 

변인간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중2시점의 평균값은 중3시점에 대부분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고1 시점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측정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정서문제, 학교

생활적응은 3시점 모두에서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습활동과 학교규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서문제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문제와 학교생

활적응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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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16개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6개의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간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

비교에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를 이용한 값 차이()를 통해 비교하였고  차이 검증이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heung과 Rensvold(2002)이 제시한 표집 크

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값을 사용하여 추가적 모형비교를 하였다. CFI 값이 .01을 초과하

여 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표 2를 살펴보면,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1과 측정동일성 가정에 따라 측정변인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2간의 값의 차이((=2)=5.094)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3과 모형2간의 값의 차이((

=6)=27.817), 모형4와 모형3간의 값의 차이((=6)=23.487)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모형2, 모형4와 모형3간의 는 유의하였지만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표본에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 CFI 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

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에 따

라 동일한 제약을 한 모형5와 측정동일성 모형4간의 값의 차이((=1)=0.0008)는 유의수

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6과 모형5간의 값의 차이((=1)=7.5284)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교생활 적응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7과 모형6간의 값의 차이

((=1)=4.1591)도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교모형간의 CFI

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정서와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8과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 모형7간의 값의 차이((

=1)=0.2811)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과 휴대전화 의존

도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9와 모형8간의 값의 차이((

=1)=2.3006)도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과 정서 간의 교

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0과 모형9간의 값의 차이((=1)=0.3143), 휴대

전화 의존도와 정서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1과 모형10간의 값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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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0.9093),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2와 모형11간의 값의 차이((=1)=3.4220), 정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교차회

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3과 모형12간 비교시 값의 차이((=1)=0.8623)는 모

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7과 모형8, 모형9와 모형10, 모

형10과 모형11, 모형11과 모형12, 모형12와 모형13간의 CFI 값도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휴대전화 의존도와 정서 간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14와 경로동일성 

모형13간의 값의 차이((=1)=0.5879)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고, 정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15와 모형14간의 값의 차

이((=1)=0.6903) 또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

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16과 모형15간의 값의 차이

((=1)=10.2246)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15와 모형16 간의 

CFI 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형16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 값이 2124.3113***으로 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TLI, CFI, RMSEA 등도 함께 살펴 본 결과, TLI의 값이 .915, CFI값이 .932,

RMSEA의 값이 .045(.043 ~ .046)로, TLI, CFI 값이 기준치인 .90이상이고, RMSEA의 값도 기준

값 .05 이하 이므로 본 자료에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

제, 학교생활적응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한국 아동·청소년 중1패널 2차년도에서 4차년

도까지의 자료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모형의 경도와 경로 계수는 그림 3에 제시하

였다.



180  아시아교육연구 15권 4호

모형   TLI CFI
RMSEA

(90% CI)
χ²  CFI

모형1 2036.6332*** 348 .912 .934 .045(.044-.047) - - -

모형2 2041.7275*** 350 .913 .934 .045(.043-.047) 5.0943 2 0

모형3 2069.5437*** 356 .913 .933 .045(.043-.047) 27.8162*** 6 .001

모형4 2093.0306*** 362 .914 .933 .045(.043-.047) 23.4869*** 6 0

모형5 2093.0314*** 363 .914 .933 045(.043-.047)) 0.0008 1 0

모형6 2100.5598*** 364 .914 .932 045(.043-.047) 7.5284** 1 .001

모형7 2104.7189*** 365 .914 .932 045(.043-.047) 4.1591* 1 0

모형8 2105.0000*** 366 .914 .932 .045(.043-.047)) 0.2811 1 0

모형9 2107.3006*** 367 .914 .932 045(.043-.047) 2.3006 1 0

모형10 2107.6149*** 368 .915 .932 045(.043-.047) 0.3143 1 0

모형11 2108.5242*** 369 .915 .932 045(.043-.047) 0.9093 1 0

모형12 2111.9462*** 370 .915 .932 045(.043-.047) 3.4220 1 0

모형13 2112.8085*** 371 .915 .932 045(.043-.047) 0.8623 1 0

모형14 2113.3964*** 372 .915 .932 .045(.043-.046) 0.5879 1 0

모형15 2114.0867*** 373 .915 .932 .045(.043-.047) 0.6903 1 0

모형16 2124.3113*** 374 .915 .932 .045(.043-.046) 10.2246** 1 0

< 표 2 >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 학교생활적응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p<.05, **p<.01, ***p<.001

본 연구는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의 학년변화(중2~고1)에 따른 양상과, 세

요인들 간의 종단적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

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 적응과는 회기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그림 3과 같이 세 시점에 걸쳐(중2~고1)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

문제, 학교생활 적응간의 자기 회귀 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547, β=.553,

p<.001), 이전 시점의 정서문제가 이후 시점의 정서문제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0, β=.536, p<.001). 그리고 학교생활적응도 이전 시점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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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응이 이후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β

=.578, β=.545, p<.001).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이 각각 다음

의 시점에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을 3년이라는 시간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는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회기의 경

과에 따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림 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

활적응간의 교차적회귀계수를 측정한 결과, 중2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이후 시점인 중3과 고

1시점의 정서문제(β=.075, β=.078,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후시점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은 정

서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학교생활적응의 원인으로는 작용하

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전시점의 정서문제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와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2시점의 정서문제는 중3과 고1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69, β=.075, p<.001), 이후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4, β=-.111 p<.001).

이러한 결과는 정서문제는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학교생

활적응은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2 시점의 학교생활적응과 중3, 고

1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2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은 중3과 

고1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각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082, β=-.077,

p<.001), 중3, 고1시점의 정서문제에도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β=-.109,

β=-.112, p<.001). 이는 중2 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중3, 고1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

가 낮게 측정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정서문제도 이후 시점에서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세 요인간의 인과적 상보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정서문제(β=.075, β=.078, p<.001)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정서문제가 휴대전화의존도(β=.069, β

=.075, p<.001)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전 시점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β=-.104,

β=-.11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생활적응도 정서문제(β=-.082, β=-.07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회귀교차회귀교차지연 분석에서 3년동안의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존도가 정서문제에, 정서문제가 휴대전화의존도에 그리고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학교생활적응이 정서문제에 서로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과적 상보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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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그림 3 ]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시작하여 중3시기를 거

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분석을 통해서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

제, 학교생활적응 변인들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세 변인들 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밝힌 

첫 번째 연구이다.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 적응과는 회기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

로 유지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세 시점에 걸쳐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 

적응간의 자기회귀계수는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이 각

각 다음의 시점에 휴대전화의존도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을 3년이라는 시간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교차적, 상보적 인과관계를 회기의 경

과에 따라 알아본 결과,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은 중2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

가 이후 시점인 중3과 고1시점의 정서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후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의존은 정서문제

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학교생활적응의 원인으로는 작용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서문

제를 야기했다고 보고한(강필승, 2014; 송은주, 2006; 한상훈, 2008)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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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장석진, 송소원과 조민아(2011)의 연구결과, 즉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교생활적

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와, 김은옥(2005)의 연구,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집단이 학교

생활적응을 더 잘하였다는 연구 결과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두 변인 간에는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정기영(2006)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은 주의집중, 우울, 공격성, 신체증상을 포함하는 정서문제에 시간이 흐른 후에도 지속

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선, 휴대전화의존도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척도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휴대전화사용에 따른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개입전략을 구체적

으로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와의 관련 질환들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 할 것이다.

이전 시점의 정서문제는 이후 시점의 중3, 고1의 휴대전화의존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정서문제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학교생활적

응은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서문제가 많

은 학생일수록 휴대전화의존이 심한 결과를 보인 연구(강필승, 2014;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주의집중, 우울, 공격성, 신체증상을 포함하는 정서문제가 많을

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문제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강필승, 2014; 송은

주, 2006; 한상훈, 2008). 이는 휴대전화에 의존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서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의집중을 향상시키는 인지훈련이나, 자기조절학

습 프로그램, 우울의 주기적 점검, 심리검사 등을 통한 개입은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2 시점의 학교생활적응과 중3, 고1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 정서문제와의 관계는,

중2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은 중3과 고1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각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3, 고1시점의 정서문제에도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

2 시점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중3, 고1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

며, 또한 정서문제도 이후 시점에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과 휴대

전화중독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중독 경향성이 높

다는 결과를 보인 장성화, 조경덕(2010)의 연구와,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했

을 때,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에 많이 노출되어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중독적인 경향을 나타낸

다고 보고한 이정숙, 명신영(2007)의 연구,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심리 

요인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보다 더 크다고 지적한 이지민(200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학습활동, 학교교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포함하는 학교생활적응을 잘 못하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학교 부적응 행위를 야기하는 부적응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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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장성화, 조경덕, 2010). 따라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자제하게 하는 강압적인 방법

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대안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도

움 줄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휴대전화의존의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학습, 놀이, 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 있는 필수적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 사

이에서 휴대전화 활용은 친구들 간의 문화를 공유하고 같이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을 것이다(김은옥, 2005). 하지만 청소년의 지나친 휴대전화 의존은 가정, 학교, 사회 전반

에 걸친 역기능적 측면들을 야기 시킨다.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경향의 학생들은 많은 정서문제

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

는 학생들은 많은 정서문제를 가지며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이들 변인간

의 관계는 일방향이 아닌 상호상관의 관계이다. 또한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과 같은 변

인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휴대전화 의존도, 정서문제, 학교생활 적응

의 관계를 살핀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 시점에서 수집한 자료를 확인하는데 그치거나 변인들 간

의 실증적 인과관계 및 변화과정 분석을 간과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종단적 접근방법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함으로 휴대전화 의

존도, 정서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호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을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대규모 패널 데이터의 성격상 제한적인 문항으로 변인들을 측정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변인들을 포함시

켜 모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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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Study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 Relationship amog the Mobile Phone Dependence,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1)2)3)

Baek, Seung-Hiey*

Jeon, Hyun-Jeong**

Chung, Hyewon***

This study examined the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the mobile phone dependence,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using the data.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ARCL) was used to measur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the mobile phone

dependence,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present study, I use the

longitudinal data of T2(2011)-T3(2013) being collected by KCYPS(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ince 2010.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vious mobile phone

dependence,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had significant effect on subsequent

mobile phone dependence,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respectively. Second,

there was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obile phone dependence and

emotional problem. In addition,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exist between emotional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Although previous mobile phone dependence had an impact

on the subsequent emotional problem, it din not affect the subsequent school adjust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mobile phone dependence, emotional problems, school adjustment.,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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