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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between adolescent attachment trauma, smart 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data from the 2nd to the 6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were analyzed. The sample consisted of 2,280 adolescents who were 8th graders in 2011. Data 

were collected at four different phases: when participants were in 8th grade, 9th grade, 10th grade and 12th grade. First, 

the effects of adolescent attachment trauma, smart 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showed stability from the 8th grade to 

the 12th grade. Second, adolescent attachment trauma at T2(8th grade), T3(9th grade) and T4(10th grade) had effects on 

depression at T3(9th grade), T4(10th grade) and T6(12th grade), respectively, but not on smart phone addiction. Depression 

at T2(8th grade), T3(9th grade) and T4(10th grade) had effects on smart phone addiction at T3(9th grade), T4(10th grade) 

and T6(12th grade), respectively, but not on adolescent attachment trauma. In terms of parent effects, adolescent attachment 

trauma influenced depression only. Finally, smart 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had reciprocal effects. The present study 

found the stability of adolescent attachment trauma, smart 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Furtherm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parent effects between adolescent attachment trauma and depression, and reciprocal effects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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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뉴스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의 애착외상의 경험으로 인해 이러한 학대

가 대물림 된다는 이른바 ‘학대의 대물림’ 

현상은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일이다.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은 자살시도 경험

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이다(이문희, 이수림, 2013; 

Adam, Sheldon-Keller & West, 1996).

Allen(2010)은 부모와 같이 정서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의존도 높은 

애착관계에게서 일어나는 학대를 애착외상

(attachment trauma)이라 정의했다. 일반적으

로 애착 외상은 크게는 학대와 방임으로 구

분되며,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 학

대, 신체적 방임, 심리사회적 방임을 포함한

다(박소영, 이문희, 2015; Allen, 2010). 그리

고 애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서, 기억, 

자기, 관계, 신체건강 등 부정적 결과를 경

험하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끊임없는 침

습하는 외상을 경험한다(노은지, 최희철, 

2017). 이문희와 이수림(2013)은 애착외상이 

지금까지 ‘학대’와 ‘방임’이라는 주제로 그

것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

었는데, 애착외상은 심각한 애착의 문제에 

따른 그 피해의 정도가 ‘외상’ 수준에 이른

다며 외상적 관점에서 애착외상연구가 진행

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애착외상

은 대인적 폭력의 성격을 띄는 외상으로, 

외상연구 분야에서는 애착외상을 비롯해 복

합외상, TypeⅡ외상, 발달적 외상과 같은 다

양한 명칭으로 부르면서 주목받아왔다(안현

의, 2007). 더하여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

고서(2017)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로 판단

된 사례 중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 학대가 

80.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하며 애착외상의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었

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애착외상은 불

안, 무기력감, 신체화 증상, 특성분노, 신체

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역기능적 분노표

현, 학교폭력피해를 증가시키고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은 낮춘다(노은지, 최희철, 

2017; 박소영, 이문희, 2015; 신민정, 최지영, 

2015; 추경진, 최종옥, 2015; 신효정, 이문희, 

2014; 강현아, 2013; Cerezo & Frias, 1994). 

또한 애착외상은 애착체계의 붕괴, 정서관

리의 실패, 해리, 자기체계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격장애, 자살문제를 일으킨다(최은

실, 2017; 추경진, 최종옥, 2015; 이문희, 이

수림, 2013; Read, Merrill, Ouimette, White, & 

Swartout, 2012). 이와 같은 병리적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의 삶의 발달 궤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강현

아, 2013; Fraser, Kirby & Smokowski, 2004).

한편, 청소년기는 다양한 중독에 취약한 

시기로 최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자주 각종 매체와 뉴스를 통

해 전해진다. 먼저, 진미령과 신성만(2016)은 

스마트폰중독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는 게

임중독으로 인한 온라인 머니 과다결제, 학



오순옥․이정숙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용한 청소년 애착외상, 스마트폰 독 그리고 우울간의 종단  계검증

- 35 -

업능력저하, 수면부족, 부정정서의 심화, 언

어파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은 인터

넷 중독 및 도박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으로 

전이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에서 실시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은 전체의 18.6%로, 이 중 청소년은 30.3%, 

유․아동은 19.1%, 성인은 17.4%, 노인은 

12.9%로 청소년기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현황과 같이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발달 단계 보다 스마

트폰 중독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심리사회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

기로,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성 등과 같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충동억제력과 통제력을 약화시

키며 다른 무언가에 몰입하게 하고(최선우, 

김승현, 2015; 오현희, 김현진, 2014; 윤영숙, 

2013), 자아정체감의 발달과업을 이루려는 

청소년들은 가상세상에서 다양한 자아정체

감을 경험하며 성취감과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 한다(서보경, 2014). 더불어 이용 동기 면

에서는 소속감, 만족감, 존재감 급기야는 자

아실현욕구까지 충족하고자 하며, 사고와 

행동 과정에서의 즉시성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개방성과 활용성(이해경, 2008)은 스마

트폰 중독으로 쉽게 빠져들게 한다. 이렇듯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폰의 보급과 같은 

사회변화와 청소년기의 발달심리사회적인 

취약성이 맞물려지면서 스마트폰 중독은 청

소년기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부각되고 있

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스마트폰 중독에 매우 

취약한데 애착외상을 경험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착외상과 스마

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관

련 이론들이 있다. 먼저, 애착적 관점에서 

Flores(2010)는 중독은 애착관계에서 얻지 못

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외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중독 대상을 강박적

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애착장애의 하나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Baumeister(1990)의 도피이

론은 애착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인지환

경이 단계적으로 작용하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가상공간

에서 결핍된 정서적 지지를 충족하게 된다

고 보았다(진미령, 신성만, 2016). Greenberg, 

Speltz와 Deklyen (1993)의 위험인자모델(Risk 

Factor Model)은 높은 가족의 불행, 비효과

적인 부모양육태도, 비전형적 아동성격, 아

동의 불안정애착이 상호작용하여 파괴적 

문제행동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안동현, 

최지은, 2004). 마지막으로 Jessor, Graves, 

Hanson(1968)의 문제행동이론은 가족관계 같

은 지각된 가족변인이 청소년기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의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했다(배

성만, 2015). 여러 선행연구들은 애착외상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김옥희, 이경자, 

한연현, 2017; 최은실, 2017; 진미령, 신성만, 

2016). 그리고 이정숙과 명신영(2007)은 부모

의 폐쇄적인 의사소통관계가 휴대폰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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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높이게 됨을 확인하였다. 박부환, 김병

영과 장은정(2013)은 질적 연구를 통해 중요

한 타인 즉 부모와의 소통욕구가 인터넷 중

독으로 이끄는 주요변인임을 확인하며 스마

트폰 중독에서 또한 부모요인이 중요 원인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이와 같

이 선행연구들은 애착외상이 스마트폰 중독

에 중요한 원인 변인이면서 위험 변인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

기 애착외상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집중되어 온 반면, 전이과정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 애착외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비했다(김세원, 이봉주, 2010).

더불어 애착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목

해야할 부적응은 우울이다. 먼저 청소년기

는 급격한 신체적 성숙, 뇌 발달 그리고 호

르몬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에 대한 

적응적 과정에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

한다(조한익, 원상희, 2012). 삶의 전환기에 

애착체계가 활성화된다는 애착이론에 의하

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청소년은 정서

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다양한 정서문제를 

경험한다. 그 중 우울은 애착과 관련된 정

서로, 상실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다(Allen, 

2010). 그러므로 애착외상을 경험한 청소년

은 우울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예측 가능

하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 왔

다. 전숙영(2018)은 부모의 과잉기대와 간섭

은 우울과 공격성을 높이고 신체화 증상을 

일으키고, 김은경과 이정숙(2009)은 애착외

상이 우울이나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더하여 김민주와 도

현심(2017)은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의 학대

와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의 관계에서 청소

년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부모의 학대를 예

측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애착외상과 우울간

의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 애착외상이 

스마트폰 중독 및 우울의 위험요인이면서 

원인 변인임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였

다. 하지만 선행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

과 우울간의 관련성은 높으나,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일관되지 않았다. 즉, 우울이 스마

트폰 중독에 원인이라는 결과(김옥희, 이경

자, 한연현 2017; 진미령, 신성만, 2016)와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을 일으킨다(정은혜, 

이소연, 2017; 배성만, 2015; 장여옥, 조남억, 

2014)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스

마트폰 중독과 같은 행동 문제와 우울과 같

은 정서 문제는 한 시점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어 나타

나는 결과이기에 그렇다고 예상해 볼 수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적

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애착

외상,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간의 시간의 흐

름에 따른 변화궤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

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흐름은 양방향 인

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종단연구로 확대되

고 있다. 민 영(2017)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

형을 이용한 종단 분석에서 공격성이 게임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이 

공격성향을 강화한다는 사회화효과를 확인

했다. 더하여 김재철과 최지영(2011)은 공격

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직접효과는 4, 5학년

에서 가장 크고 6학년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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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부모 학대의 영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애착외상

이 발달단계에 따라 그 특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과 애착외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는 점, 그리고 청소년기 애착외상이 즉각적

인 영향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

을 고려했을 때 종단연구를 통해 세 변인간

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

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을 적용하여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

고 우울간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종단적 방

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실제 상당수

의 애착 외상적 사건이 신고 되지 않는다

는 특성을 고려할 때, 표집에 어려움이 있

는 자기 보고식 애착외상자료를 사용해 설

명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애착외

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간의 종단적

이며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을 경

험하는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개입

에 있어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1) 청소년이 경험하는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인가?

2) 청소년이 경험하는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

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tudy, KCYPS)의 중1패널 1~6

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CYPS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층화다단계집략

표집 방식으로 초1패널(초1~중1), 초4패널

(초4~고1),중1패널(중1~대1)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과정을 추적 조사한 패널자료이다. 

KCYPS는 표본유지율이 높은 패널로, 중1패

널의 2~7차 표본유지율은 각각 97.0%, 

96.1%, 89.7%, 88.9% 87.5%, 80.0%로 높은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

석하고자 하는 모든 변인이 있는 2,3,4,6차

년도의 4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2차년

도 조사 당시 중1패널 전체는 2,280명으로 

남학생은 1,152명(50.5%), 여학생은 1,128명

(49.5%)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1)

1) 애착외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7(KCYPS)의 

2, 3, 4, 6차년도 조사에서 애착외상은 학대 

1)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우울 척도 모두 타당

도 검증 위해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들의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값이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요인부하량 

값이 모두 .6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검증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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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예: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

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으로 측정이 이루

어졌다. 이 측정도구는 허묘연(2000), 김세원

(2003)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여 

측정한 ‘양육방식:학대’를 ‘애착외상’ 변인으

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는 4

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

착외상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애착외상 척도의 신뢰도는 2, 3, 4, 6차

년도 각각의 Cronbach’s α=.85, .86, .85, .87

이었다.

2) 스마트폰 중독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7(KCYPS)의 

2, 3, 4, 6차년도 조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휴대전화 의존도 7문항으로 측정이 이루어

졌다. 이 측정도구는 이시형, 김학수, 나은

영(2002)이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7

문항(예: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을 사용하여 측정한 

‘휴대전화 의존도’를 ‘스마트폰 중독’ 변인

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마트폰 중독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신뢰도는 2, 3, 4, 6

차년도 각각의 Cronbach’s α=.90, .90, .88, 

.87이었다.

3)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7(KCYPS)의 

2, 3, 4, 6차년도 조사에서 청소년의 우울 

10문항(예: 기운이 별로 없다.)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

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

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되

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2, 3, 

4, 6차년도 각각의 Cronbach's α=.90, .91, 

.89, .87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한 애착외상, 스

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간의 종단적인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를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실시하

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SPSS 22.0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자기회귀교차지연은 

AMOS 20.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각 변인의 이전 

시점의 값이 이후 시점 값을 유의하게 예측

하는지에 관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인 안정

성에 관한 자기회귀효과와 더불어, 서로 다

른 변인이 시간 간격을 두고 상호 예측하는 

교차지연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상보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 점을 

제시해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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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애착외상2차  1

 2. 애착외상3차 .368***  1

 3. 애착외상4차 .348
***

.418
***

1

 4. 애착외상6차 .282
***

.329
***

.416
***

1

 5. 스마트중독2차 .179***  .075**  .082** .095*** 1

 6. 스마트중독3차 .107
***

.157
***

.092
***

.103
***

.538
***

1

 7. 스마트중독4차 .085
***

.122
***

.233
***

.132
***

.420
***

.501
***

1

 8. 스마트중독6차 .103*** .103*** .136*** .222*** .364*** .431*** .490*** 1

 9. 우울2차 .258
***

.142
***

.117
***

.154
***

.265
***

.198
***

.146
***

.177
***

1

10. 우울3차 .138
***

.265
***

.151
***

.133
***

.188
***

.265
***

.218
***

.168
***

.492
***

1

11. 우울4차 .078*** .123*** .220*** .145*** .172*** .236*** .325*** .239*** .407*** .491*** 1

12. 우울6차  .064
**

.073
***

.091
***

.265
***

.085
***

.127
***

.181
***

.312
***

.318
***

.341
***

.413
***

1

평균  7.37  7.35  6.69  6.41 16.15 16.85 16.63 16.20 19.30 19.81 18.82 16.94

표준편차  2.87  2.87  2.46  2.41  5.25  5.08  4.74  4.48  6.16  6.24  5.58  7.21

왜도   .98   .96  1.11  1.16   .25   .10   .17   .19   .31   .22   .17  -.57

첨도   .56   .51  1.18  1.30  -.47  -.32  -.11   .03  -.25  -.33   -.4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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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기술통계  상 분석

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 가

정을 만족하는지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김

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결측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각 관측변인들은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도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상 분석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주요 변인 간 4년간의 상

관관계는 모두 .01수준 이상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자료가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절대 값을 기준으로 왜도는 .10~1.11, 첨도

는 .03~1.30으로 나타났다. 정규분포의 가정

인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의 조건을 충족

시켜(홍세희, 2000),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

인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2. 애착외상, 스마트폰 독, 우울간의 자

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검증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우울간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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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경로도

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총 16개의 모형을 순차적

으로 검증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

(nested) 관계이므로 이전 모형간의 　값의 차

이가 유의한지를 확인하되,　값이 샘플수가 

민감한 것을 고려하여 다른 지수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모형1: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

모형2: 잠재변인 ‘애착외상’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a1)를 각 시점별로 동일

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모형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스마

트폰 중독’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

(b1)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모형3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

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c1)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5: 모형4에 더하여, 각 시점별 ‘애착

외상’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

약을 가한 모형

모형6: 모형5에 더하여, 각 시점별 ‘스마

트폰 중독’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

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모형6에 추가하여, 각 시점별 ‘우

울’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

을 가한 모형

모형8: 모형7에 추가하여, ‘스마트폰 중

독’에서 ‘애착외상’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

(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9: 모형8에 추가하여, ‘우울’에서 ‘애

착외상’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E)에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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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² df TLI CFI RMSEA ∆χ² ∆df

모형1 2467.332 213 .864 .904 .067 - -

모형2 2477.608 216 .866 .903 .067 10.276 3

모형3 2479.951 219 .867 .903 .066  2.343 3

모형4 2488.011 222 .869 .903 .066 8.06 3

모형5 2488.476 224 .870 .903 .066   .465 2

모형6 2489.735 226 .871 .903 .065  1.529 2

모형7 2503.017 228 .872 .903 .065 13.282 2

모형8 2503.553 230 .873 .903 .065   .536 2

모형9 2507.824 232 .874 .903 .065  4.271 2

모형10 2508.547 234 .875 .903 .064   .723 2

모형11 2509.122 236 .876 .903 .064   .575 2

모형12 2509.959 238 .877 .903 .064   .837 2

모형13 2510.749 240 .879 .903 .063  .79 2

모형14 2511.176 242 .880 .903 .063   .427 2

모형15 2528.219 244 .880 .902 .063  1.043 2

모형16 2529.604 246 .881 .902 .063  1.385 2

<표 2> 청소년의 애착외상, 스마트폰 독, 우울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합도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0: 모형9에 추가하여, ‘애착외상’에

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

(F)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1: 모형10에 추가하여, ‘스마트폰 중

독’에서 ‘우울’로 가는 교차회귀계수(G)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2: 모형10에 추가하여, ‘우울’에서 

‘애착외상’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H)에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3: 모형10에 추가하여,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I)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4: 모형 13에 더하여, ‘애착외상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오차공분산(J)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5: 모형 14에 추가하여, ‘애착외상’

와 ‘우울’의 오차 공분산(K)에 동일성 제약

을 가한 모형

모형16: 모형 15에 추가하여,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의 오차 공분산(L)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주요 변인들 간의 모형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동일성의 성립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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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경로도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2와 기저

모형인 모형1 간의 값의 차이(∆　　(∆df= 

3)=10.276), 모형3과 모형2 간의 값의 차이

(∆　　(∆df=3)= 2.343), 모형4와 모형3 간의　
값의 차이(∆　　(∆df=3)=8.06)가 모두 유의하

였다.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한 결과, TLI, 

CFI, RMSEA가 나빠지지 않아 동일성이 성

립된 것으로 판단, 본 연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

성의 경우, 모형5와 모형4 간의　값의 차이

(∆　　(∆df=6)=.465), 모형6과 모형5 간의 값

의 차이(∆　　(∆df=2)=1.529)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7과 모형6 간의 

값의 차이(∆ (∆df=2)=13.282)가 유의하였

다. 그러나 TLI, CFI, RMSEA가 나빠지지 않

아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이 성립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차회귀계수에 대

한 경로동일성에 해당되는 모형8~모형13

의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가 이전

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14~모형16 또한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가 이전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오차공분산의 동일

성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16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최종모형인 모형16의 적합도는 값이 

2529.604로 유의하지 않고, CFI가 .902, 

RMSEA가 .063으로 청소년들의 애착외상, 스

마트폰 중독, 우울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

형은 본 자료에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최종모형의 경로도와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모형 분석결과, 4

차 년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애착외상 경험

과 스마트폰 중독, 우울간의 자기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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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1년 간격으로 이전 시점의 애착외상

이 이후 시점의 애착외상을(β=.520, .577, 

.510, p<.001), 이전시점의 스마트폰 중독이 

이후 시점의 스마트폰 중독을(β=.520, .577, 

.510, p<.001),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시

점의 우울을(β=.570, .610, .545, p<.001) 유

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세 변인이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

인 변화양상을 나타냄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애착외상과 우울간의 교차회

귀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경험한 애착

외상은 이후 시점의 우울에(β=.043, .045, 

.038, p<.01)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은 우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이후 시점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β=.061, .062, .053, p<.001), 역으로 우울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하게 예측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051, .056, .057, 

p<.001). 즉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은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는 

인과적 상보성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

혀졌다. 한편, 애착외상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청소년의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

독 그리고 우울간의 변화과정을 종단적으로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학교 2학년 시

점에서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

까지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

간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종단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

였다.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

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경험하는 애착외상, 스마

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 각각은 시간의 경

과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5년이라

는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현상임을 확인하

였다. 먼저, 애착외상의 경우, 이전 시점의 

애착외상은 이후 시점의 애착외상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플로리다 주의 

아동학대 재학대률이 37%에 이른다는 배화

옥(2004)의 연구와 학대 집단 초4 패널 중 

신체학대의 낮은 유지형과 증가형이 30.4%

를, 정서학대의 낮은 유지형과 증가형이 

41.5%을 차지한 한지현과 최옥채(2017)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2016 전국아

동학대현황보고서(2017)의 재학대 현황에 의

하면 만10세~12세가 23.7%, 만13~15세가 

23.2%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재발생률이 

68%를 차지한 것과 맥을 같이하며, 재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과 애착외상의 

지속화를 막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 시점의 스마트폰 중

독이 이후 지점의 스마트 폰 중독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폰 중독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백승희, 

전현정과 정혜원(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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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마트폰 중독은 일시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지속되는 행동이며 방치될 경우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

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 시점의 우울

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우울이 안정

적으로 지속된다는 국내선행연구들과 일치

한다(이주영, 오경자, 2011; 홍태화, 황순택, 

2015). 이처럼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

리고 우울은 5년이라는 시간를 거치며 자연

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적

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다.

특히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

울은 3차에서 4차에 미치는 자기회기계수가 

가장 높았다. 이 시기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즉,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은 중

학교 시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에 정점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Stewart, Livingston과 Dennison 

(2008)이 아동보호 서비스를 받은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학대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기와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의 전환기에 정점을 이룬 결과와 부분

적으로 일치한다. 애착적 관점에서 삶의 전

환기는 애착체계가 활성화되고 불안정해지

며 다시 안전 기저를 기반으로 탐색을 하게 

되는 시점이다. 비록 연구의 결과는 전환기

가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결과이기는 하나, 

Weinfield, Sroufe와 Egeland(2000)가 주장했듯

이 애착체계가 활성화가 될 때 애착체계는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이 시기는 역설

적으로 위기이면서 동시에 재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로

의 전환기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바라

봐 주고 기대해 주는 안전기저로서의 어른

의 존재가 더욱 필요한 때라 판단된다.

둘째, 애착외상은 다음해 우울에 영향을 

미쳤고, 애착외상이 지속될수록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우울은 더욱 가중될 것임을 나타

내었다. 이는 애착외상과 우울과의 관계에

서 애착외상이 우울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학대의 부모효과를 지지한 결과이다. 이러

한 결과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전숙영, 2018; 김은

경, 이정숙, 2009).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준성, 안정민과 정태연(2017)이 애

착외상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효과와 자

녀효과 둘 다를 지지한 결과와는 부분적으

로 일치한다. 이같은 결과는 애착외상과 우

울간의 관계패턴이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변화됨을 시사한다. 또한 학대로 신고 된 

아동 중 22.2%의 아동이 뚜렷한 특성은 없

으나 학대가 일어난 것과 같이(2016 전국아

동학대현황보고서, 2017), 청소년기 학대가 

주로 부모특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학대와 우울 

및 비행을 함께 살펴 본 김민주와 도현심

(2017)의 연구는 자녀효과를 지지하는 상반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을 겪는 우울한 청소년의 애착외상은 우울

의 원인이고, 비행을 경험하는 우울한 청소

년의 애착외상은 비행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정신과적 장애에는 개인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 및 기제가 개입됨을 시사한다(Kru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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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

하는 애착외상청소년은 비행을 경험하는 애

착외상청소년과는 다른 심리적 기제를 가지

고 있으며 우울에 보다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애착외상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

신 애착외상이 우울을 완전히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애착외상이 스마트폰 중독의 

직접적인 원인변인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

(김옥희 등, 2017; 서인균, 이연실, 2017; 최

은실, 2017)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반면 Baumeister (1990)의 도피이론의 선형모

델에서 정서적 요인이 스마트 폰과 같은 행

위 중독에 선행하는 것으로 설정한 모델을 

부분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애착외상은 먼저 우울을 일으키고 우울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행위중독을 일

으키게 된다. 이는 우울이 애착외상을 경험

한 청소년의 중독행동의 원인임을 시사한 

다. 또한 우울은 청소년 자살 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이면서, 애착적 관점에

서 청소년기는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고 정

서적 취약성은 더욱 가중되는 때이다. 그러

므로 애착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우울은 

단순히 삶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발달 특성

만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위기개입에 있어 

적극적인 개입 전략을 필요로 하는 변인임

을 시사한다.

세 번째,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간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

하는 양방향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우울은 다시 스마트폰에 영

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

에 원인이라는 결과(김옥희, 이경자, 한연현, 

2017; 진미령, 신성만, 2016; 이상준, 2015)와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의 원인이라는 결과

(정은혜, 이소연, 2017; 배성만, 2015; 장여

옥, 조남억, 2014)라는 상반된 결과는 이와 

같은 상보적인 관계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애착외상을 경험한 청소

년에게 있어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와 스마

트폰 중독과 같은 행동문제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강화, 반복하게 되는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 즉,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이 공존하는 경우 한 가지 장애만 있는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먼저는 애착외상

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들이 우울의 위험요

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애착외상을 예

방, 중지,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뿐 아니라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이 악순

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애착외상과 관련된 많은 폐해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폐해 중 하나가 애착외상

을 경험하며 성장한 청소년은 친구, 동생을 

학대하거나 급기야 약25~30%는 자신이 부

모가 된 후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악순

환, 이른바 ‘학대의 대물림’을 반복하게 된

다는데 있다(이봉주, 김세원, 2014;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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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2009; Kaufman & Zigler, 1989). 최근 

10대의 청소년 부모에게서 일어나는 아동학

대는 2001년 15건(2001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02)에서 2016년 83건(2016 전국아

동학대현황보고서, 2017)으로 약 5.5배가 늘

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새로

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애착외상을 경험하며 자란 젊은 청소년 부

모들은 성장기에 필요한 돌봄을 못 받고 자

라다보니 적절한 양육방법을 모를 뿐 아니

라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해 

쉽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고 다시 우울해

지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고 학대를 대물

림하게 된다. 특히 10대 청소년 부모는 19

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학대자이면서 보호받

아야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순환

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다각적 노력은 청소년

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치료적 함의 및 시

사점은 첫째, 그동안 아동기 애착외상에 비

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청소년의 애

착외상이 나타내는 전이과정을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데 있다. 둘째,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간의 관계에서 

애착외상이 우울을 거쳐 스마트폰 중독으로 

다시 우울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패턴을 경

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사회현상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상현장도 변화를 맞게 된

다. 최근 사회현상과 맞물려 떠오르는 청소

년기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의 결과는 청소년의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

독 그리고 우울의 예방, 상담 및 치료적 개

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최근 국

내에서도 애착이론기반의 치료, 정신화 기

반의 치료, 정서초점 치료 등과 같은 애착

외상 치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 모델들이 소

개되고 있다(이문희, 이수림, 2013). 그 중 

대표적으로 Twemlow, Fonagy와 Sacco(2005)은 

정신화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학교 환경 조

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장기적 공동체 모

델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 뿐 아니라 성

적 향상의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임상

적 흐름은 애착의 회복이라는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관심과 함께, 학교, 군,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구조적이고 공동

체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미 

수집된 패널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였으므로 척도의 타당도가 부족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확인

된 척도를 활용하여 검증력을 높이는 노력

이 필요하겠다. 둘째, 정서문제 변인에는 청

소년기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변인으로써 우

울을 이용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불안, 

충동성, 공격성 등 다양한 관련 정서변인들

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

다. 셋째, 본 연구는 각 변인 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는데 차후 질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

리고 우울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질적인 특

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아직까지 애착외상,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우울간의 종단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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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많지 않으므로 추후 반복측정을 통해 세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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