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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과잉행동성향과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Objectiv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hyperactivity 
tendencies on smartphone game overflow mediated by ego-resiliency.     
Methods: Surveys were performed, targeting 278 mothers and 23 teachers of 4-and 5-year-old 
children attending childcare centers. SEM was used to test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hild 
hyperactivity tendencies on smartphone game overflow using SPSS 19.0 and AMOS 19.0.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an indirect pathway from hyperactivity tendencies on 
smartphone game overflow via ego-resiliency was significant.
Conclusion: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hildren’s hyperactivity tendency determining 
smartphone game overflow and imply that their ego-resiliency could prevent smartphone use from 
becoming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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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모든 인간들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살아간

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유아들은 과

거에 비해 더 많은 스마트 기기에 쉽게 노출되고 영향을 받으

며 성장한다. 2017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가입자는 

총 55,170,871명으로, 이 중 84.9%에 해당하는 46,845,046명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7). 이러한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은 유

아의 스마트폰 접근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로 영유아 대상의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

마트폰을 최초로 사용하는 연령이 3세인 경우 24.6%, 1세는 

23.6%, 2세는 19.6%로 보고되어 대다수 영유아가 생애 초기

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 Lee, Do, & 

Oh, 2013).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

은 의심의 여지없이 게임이다(Goldstein, 2013). Bang과 Kim 

(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은 유아

의 여가 시간에 하는 주요 활동으로 보고되고 있어, 유아의 하

나의 놀이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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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도한 스마트폰 게임은 성인의 우려로 이어진다. 이는 구

체적인 사물의 탐색과 조작이 중요한 학습과 발달의 기제인 

영유아기에 자신의 신체와 적절한 교구를 이용한 놀이가 아닌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여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그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다른 멀티미디어 기기나 플랫폼에 비해 

이용의 편의성이 높으며, 높은 보급률로 접근성 또한 높고, 게

임을 사용하기 위한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

고 있다(Gillespie-Smith & Fletcher-Watson, 2014). 그러나 유아 

대상의 멀티미디어 게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비디오 영상물

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므로(Chung & Um, 

2006; Seo & Lim, 2010), 새롭게 우리 생활에 일부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아기 게임 관련 연구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게임 관련 유아 대상 연구

는 그간 게임 중독에 초점을 두어 왔다(T. K. Hwang & Son, 

2014; H. N. Kim, Lee, Lee, Chon, & Kim, 2014; H.-J. Lee, Chae, 

Bang, & Choi, 2015; Lim & Kim, 2014; K. S. Yim, Kim, & Hong, 

2014). 그러나 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스마트폰 게임의 보편

성을 고려하여 볼 때, 과한 몰입으로 인해 강박적으로 의존하

고, 내성으로 인해 사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용이 

제한될 때 발생하는 금단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한 상태를 의미하는 중독(Department of Pharmacology, Yonsei 

University, 2012)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일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유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중

독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이 아닌 과몰입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

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Bang & Kim, 2013; Cho & Cho, 2015; 

S.-H. Kim & Hwang, 2017; S.-K. Lee & Lee, 2014; S.-K. Lee, Lee, 

& Hong, 2014). ’Overflow’, ’immersion’, ’overindulgence’ 등의 용

어가 혼용되는 과몰입은 매체를 사용하는 시간의 통제가 어렵

거나, 매체 사용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Chung & Um, 2006). 유아기 발달 특성상 스

마트폰 게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시청각 

자극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몰입하는 성향이 보편적이므로(S.-

O. Hwang & Hwnag, 2016), 일반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이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접근은 이들의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수준

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한편 과잉행동(hyperactivity)은 멀티미디어 기기 이용과 관

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발달 특성 중 하나이다. 생

애 초기에 발생하기 쉬운 행동 장애인 과잉행동은 부주의, 충

동성, 높은 수준의 행동성 등을 주한 특징으로 한다(S. Kim & 

Lee, 2006; Oh, 1990).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과잉행동성향

과 멀티미디어 기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과

잉행동성향이 높을수록 멀티미디어 매체 중독에 취약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Fletcher-Watson & Durkin, 2015; Y.-W. Hwang 

& Lee, 2011; Peper, 2014; Shaw, Grayson, & Lewis, 2005; We & 

Chae, 2004). 이는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잉행동성향 

아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주의를 자극하는 신호와 메시지에 민

감하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을 계속 제공하는 

매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Fletcher-Watson & Durkin, 2015; Y.-W. Hwang & Lee, 2011). 

특히 과잉행동성향의 대표적인 행동 특성인 충동성은 멀티

미디어 중독을 충동조절 장애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관점과 맥

을 같이하는 것이다(Beard & Wolf, 2001; Davis, 2001). 실제로,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장애를 가진 

아동의 대규모 생활실태를 조사한 Tong, Xiong과 Tan (2016)은 

ADHD 증후를 가진 아동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며, 이용하는 시간대 또한 식사 시간 및 잠자리 등과 

같이 일상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부적절

한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스마트폰과 같

은 매체의 과도한 이용을 조절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볼 때, 충동성과 과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일반 유아보다 높은 과잉행동성향의 유아는 스

마트폰 게임에 과몰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 및 주의력 결핍 행동

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가 유의한 부적 관계임을 밝힌 H.-J. 

Lee 등(2015)의 연구와 같이 두 특성 간의 관계를 탐색해본 것에 

제한된다. 따라서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이 스마트폰 게임 과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다양한 특성 중 과잉행동성향이 스마트폰 게

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면, 보호요인으로 역

할을 할 수 있는 유아의 긍정적 특성으로는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스트레스나 위험한 환경 또는 역경

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것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유아기는 

자아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기

초하여 자아탄력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발달에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유아 중 어떤 유아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거

나 그 상황을 잘 이겨내서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기도 하는 반

면, 어떤 유아는 상대적으로 발달에 덜 부정적인 환경 하에서 

발달상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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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자아탄력성 때문이다(S.-K. 

Lee & Mun, 2011).

그간 자아 관련 변인들은 멀티미디어 중독과 관련하여 광

범위하게 연구되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과도

한 멀티미디어 기기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일관되게 지

지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에 이

르기까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은 스마트폰이

나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매체에 대한 중독 수

준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 R. Hwnag & 

Ryu, 2008; Jackson, von Eye, Fitzgerald, Zhao, & Witt, 2010; Sim, 

Lee, & Kim, 2016; Walsh & White, 2007; Walsh, White, Cox, & 

Young, 2011; Woo, 2007). 이러한 경향은 유아에게도 동일하

게 나타나,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수준은 자아개념 및 자기

조절능력과 부정적인 상관을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T. K. 

Hwang & Son, 2014; M. H. Kim, 2015; S.-H. Kim & Hwnag, 

2017; Shin & Choi, 2014). 이러한 경향성을 볼 때, 유아의 자아

탄력성 또한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경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과 

Kim (2014)의 연구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과 Jo (2016)의 

연구 모두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

용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K. Lee와 Lee (2014)

는 유아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부적 상관관계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자

아탄력성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몰입 경향은 낮추는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영향력을 살

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ADHD 증상이 아동의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화 문

제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모두 살펴

본 M.-J. Lee (2007)는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모형의 매개변인

으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함을 밝힌 바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

으로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한 Ju (2011) 또한 자아탄력성은 조

절효과가 아닌 매개효과를 가진 변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이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자아탄력성은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개입하여 개별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

타내도록 하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위험요인의 영

향력이 아동의 행동특성에 이르는 경로에 위치하는 매개변인

으로서의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은 스

마트폰의 대중화와 기기 노출 연령의 하향화와 보편화로 인

해 최근 부모와 교사의 문제의식과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온 

특성으로, S.-O. Hwang과 Hwang (2016)의 국내의 유아 대상 

스마트 기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연구 주제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아기

는 발달상 자신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유롭게 스

마트폰을 일과 중 이용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다운받

는 것이 초등 이상의 아동에 비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관한 요인은 대부분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

정 및 환경 특성이 연구되었으며(Kang, Jang, & Kim, 2011; J. 

M. Kim, Mun, & Kweon, 2014), 개별 유아의 특성은 사용 습관

이나 사회적 유능성 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Bang & 

Kim, 2013; Cho & Cho, 2015). 더욱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

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에 관한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게임 과몰

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과잉행동성향을 위험요

인으로, 보호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을 선정하고, 과잉행동성

향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게임 사용습관 형성

하기 위한 적절한 중재의 지점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

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유아의 과잉행동성향, 자아탄력성 및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Figure 1. Pathways from child hyperactivity tendency to 
smartphone game overflow via ego-resiliency.

Hyperactivity ,
Tendency,

Ego-Resiliency,

Smartphone Game ,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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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5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 5세

반 유아 278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 23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인 유아의 성별은 남

아 51.4%, 여아 48.6%로 남아가 다소 많았으며, 유아의 평균 

월령은 59.9개월(SD = 6.9개월)이었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

째가 38.5%, 둘째가 38.8%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외동은 

14.7%, 셋째 이상은 7.9% 수준이었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

버지가 39.4세(SD = 3.9세), 어머니가 37.2세(SD = 3.7세)였으

며,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40.3%, 전문대졸 21.6%, 고졸과 대

학원졸 이상이 각각 19.1%로 보고된 것에 반해, 어머니의 학

력은 대졸 48.6%이었으며, 전문대졸 29.1%. 고졸 22.3%의 순

으로 나타나 대졸과 고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구에 참여

한 어머니 중 취업모는 60.1%였으며, 가구소득은 300만원미

만 20.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7.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9%, 500만원 이상 32.0%로 고르게 나타났

다. 유아가 게임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반수 이상이 어

머니의 기기였으며,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진 유아는 4명

(1.4%)에 불과하였다. 

연구도구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Chung (2006)

이 개발한 컴퓨터 게임 과몰입 검사 도구를 수정하여 부모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일

상생활문제, 사회정서문제, 건강생활문제, 게임에 대한 집착 

및 현실구분장애의 5개 차원별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

데, 이 중 현실구분장애 차원의 문항은 내용타당도 검증과 예

비조사 단계에서 부모가 응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예: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에서 나 오는 소

리가 들린다.”,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자꾸 게임을 하고 있

는 것 같다.” 등), 해당 차원을 제외한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한편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제외하여 

일상생활문제 3문항(예: “가족과 외출하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더 즐겁다.”), 사회 · 정서문제 3문항(예: 

“게임하는 도중 방해를 받으면 짜증이 나서 참기 어렵다.”), 건

강생활문제 4문항(예: “게임하느라 잠을 늦게 잔 적이 있다.”), 

게임에 대한 집착 3문항(예: “다음에 게임하려고 미리 계획해

둔다.”)으로 총 13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로 구성

되었으며, 내적합치도는 게임에 대한 집착 .74, 일상생활문제 

.80, 사회 · 정서문제 .67, 건강생활문제 .68로 산출되어, 동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 or M (SD)
Child characteristics

Age (in months) 59.9 ( 6.9)
Gender

Boys 143 (51.4)
Girls 135 (48.6)

Birth order
Only 41 (14.7)
First 107 (38.5)
Second 108 (38.8)
Third or more 22 (  7.9)

Paternal characteristics
Age (in years) 39.4 (  3.9)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53 (19.1)
2- or 3-year college graduate 60 (21.6)
4-year college graduate 112 (40.3)
Master’s degree or higher 53 (19.1)

Maternal characteristics
Age (in years) 37.2 (  3.7)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ower 62 (22.3)
2- or 3-year college graduate 81 (29.1)
4-year college graduate 135 (48.6)

Occupation
Working 111 (39.9)
Nonworking 167 (60.1)

Household characteristics
Monthly income (ten thousand ￦)

< 300 56 (20.1)
300–399 75 (27.0)
400–499 58 (20.9)
> 500 89 (32.0)

Ownership of smartphone the child uses
Father 87 (31.3)
Mother 163 (58.6)
Child 4 (  1.4)
Other 24 (  8.7)

Note. N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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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행동성향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은 Conners (1969)가 개발한 Conners 

Parents and Teachers Rating Scales를 Goyette, Conners와 Ulrich 

(1978)가 간편형으로 수정한 수정판으로, Park 등(2003)이 한

국어판으로 타당화한 Conners의 교사용 척도(Conners Teachers 

Rating Scales [CTRS])를 사용하였다. CTRS는 유아의 문제행

동을 품행문제, 과잉행동, 부주의/피동성의 3개 차원으로 구

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잉행동 차원에 해당하는 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사

용된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로 구성되었으며, 타당화된 척도의 단일차원에 해당

하는 문항인 만큼 별도의 요인분석 없이 내적합치도를 검토한 

결과 .90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문항은 “상황에 맞

지 않게 시끄럽게 한다.”, “꼼지락거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자아탄력성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LeBuffe와 Naglieri (1999)

가 제작한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DECA)를 Um 

(2013)이 번안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형식으로 측정되는 본 도구는 애착 8문항, 주

도성 12문항, 자기통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

료를 이용한 요인분석결과 아이겐값 1을 기준으로 4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으나, 제1요인을 제외한 세 개의 요인에 부하되

는 문항의 요인부하량 중 .40 이상인 문항은 요인별로 1개씩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들 3개 문항은 모두 제1요인에도 요인부

하량이 .40 이상으로 중복 부하되었다. 이에 자아탄력성은 단

일차원으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여 내적합치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는 .93으로 산출되

었으며, 제외되었을 때 내적합치도를 크게 개선하는 문항 또

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27개 문항을 단일차원으

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매

우 자주 하였다 = 5, 전혀 하지 않았다 = 1)로 제작되었으며, 대

표적인 문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

을 시도했습니까?”, “화가 났을 때 달래주는 어른들께 긍정적

으로 반응하였습니까?” 등이 해당한다.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몰입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질문지를 각 가정에 보내 어머

니가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한 것을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고, 과잉행동성향은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에 한해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346

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315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1%), 

질문지 검토 결과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 8부를 제외

한 307부 중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는 29부를 제외, 최종적

으로 2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의 문제점이나 이해 여부, 응답

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10명의 부모와 교

사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3일에서 5일까지 총 3일간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지 작성에는 5분에서 10분 정

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설문조사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예비 조사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연구 대상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기 위해 AMOS 19.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과잉행동성향, 자아탄력성 및 스마트폰  
게임몰입 간의 관계

유아의 과잉행동성향, 자아탄력성, 스마트폰 게임몰입의 상관

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된 바

와 같다.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의 평균은 2.99 (SD = 1.34)로 보

통 수준을 나타낸 반면,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그렇다에 해당

하는 4점(M = 3.89, SD = .43)에 가깝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

가되었다. 한편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평균은 2점을 못 미쳐

(M = 1.56, SD = .75),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2에서 .59 수준이었으며, 변수들의 

관련성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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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의 하위차원 중 사회정서문제와 게임집착이 과잉행동

성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각 변인들의 분산

팽창계수 VIF 값이 3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지 않

았다.

유아의 과잉행동성향과 자아탄력성이 스마트
폰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을 외생변수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

로 각각 설정하고, 종속변인을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을 4개의 

지표변수로 구성된 잠재변인으로 투입한 연구모형 검증하였

다. 그 결과, 과잉행동성향이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어, 두 변인 간 영향력

의 경로는 부분매개가 아닌 완전매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NFI, TLI 및 CFI는 .90

을 상회하여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df = 2.7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고, SRMR과 RMSEA 또한 .05를 상회하여 수

용은 가능하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이에 수정지수를 검토한 결과, 과잉행동성향과 건강생활문

제의 오차변량 간의 공분산이 유일하게 추가 시 모형의 적합

도를 개선시키는 경로로 나타났다. 이에 초기 연구모형을 부

분매개모형에서 완전매개모형으로 수정하고 상기 공분산을 

추가하여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NFI, TLI 및 CFI는 

각각 .971, .984, .992로 개선되었으며, χ2/df 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게 산출되었고, SRMR 및 RMSEA 또한 모두 .05 미

만으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으로 밝혀졌다(Table 3 참조). 이에 

수정된 완전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최종모형으로 판단되

었다. 

다음의 Table 4에서 제시된 두 모형의 경로 계수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과잉행동성향에서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으로

의 경로가 제외되고 과잉행동성향과 건강생활문제의 오차변

량 간의 공분산이 추가로 인해 초기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

부하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또한 각 계수의 방향과 유의도

에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종모형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과

잉행동성향이 높아질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며(β = -.21),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과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 -.39). 또한 과잉행동성향은 게임으로 인한 

수면이나 배변과 같은 기본행동습관의 문제나 시력이나 두통 

등의 건강문제로 설명되지 않은 변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

여, 과잉행동성향은 스마폰 게임 과몰입 성향으로 추정되지 

않은 건강생활문제와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22). 이 같은 경로는 아래의 Figure 2에 도식화되어 제시

Table 2
Correlations Among Children’s Hyperactivity Tendency, Ego-Resiliency and Smartphone Game Overflow 

Variables 1 2 3 4 5 6
1. Hyperactivity tendency —      
2. Ego-resiliency -.20** —     
3. Smartphone game adherence .30*** -.32*** —  
4. Daily life problems .12* -.28*** .59*** —    
5. Social-emotional problems .40*** -.26*** .56*** .55*** —  
6. Healthy life problems .25*** -.30*** .33*** .41*** .37*** —

M 2.99 3.89 1.56 1.50 1.85 1.63
SD 1.34 0.43 0.75 0.71 0.80 0.67

Note. N = 278. 
*p < .05. **p < .01. ***p < .001.

Table 3
Goodness of Fit Indices of Initial and Final Model

Models χ2 df p χ2/df NFI TLI CFI SRMR RMSEA
Initial model 21.681 8 .006 2.710 .944 .931 .963 .056 .079
Final model 11.139 8 .194 1.392 .971 .984 .992 .030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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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최종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과잉행동성향

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간접효

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간접효과는 .08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C (Bias-Correlated) 신뢰구간은 .05에

서 .13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성 또한 수용 가능한 것으

로 밝혀졌다. 

Table 4
Path Coefficients of Initial and Final Model

Paths
Initial model Final model

Estimates C.R. Estimates C.R.
Hyperactivity tendency → Ego-resiliency -.21*** -3.58 -.21*** -3.58
Hyperactivity tendency → Smartphone game overflow .09 1.32 — —

Ego-resiliency → Smartphone game overflow -.38*** -5.68 -.39*** -5.97
Smartphone game adherence → Smartphone game overflow .76*** — .76*** —

Daily life problems → Smartphone game overflow .78*** 11.02 .77*** 10.99
Social-emotional problems → Smartphone game overflow .72*** 10.53 .72*** 10.61
Healthy life problems → Smartphone game overflow .51*** 7.57 .47*** 7.26
Hyperactivity tendency → e4 — — .22*** 3.41

Note. e4 = Measurement error of healthy life problems.
***p < .001.

Figure 2. Final model of pathways from children’s hyperactivity tendency to smartphone game overflow through ego-resiliency. All 
coefficients are significant at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Final Model

Path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Upper 
bounds

Lower
bounds

Hyperactivity tendency → Ego-resiliency -.21  -.21 — —

Hyperactivity tendency → Smartphone game overflow — .08**  .08 .13 .05
Ego-resiliency → Smartphone game overflow -.39 — -.39 —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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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스마트

폰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자

아탄력성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유아의 과잉행동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스마트

폰 게임에 과몰입하는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상대적으로 주

의집중이 짧고, 산만하고, 충동적인 유아들의 경우 자아탄력

성이 낮아, 긍정적이고 적응적이고 주도적인 특성을 덜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해 규칙

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또래와의 관계

에서 공격적이거나 불안해하고, 수면이나 배변 등의 일상생활 

및 건강생활에 지장을 받고, 게임에 대한 집착 정도가 과도하

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ADHD 증상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탐색

한 M.-J. Lee (2007)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M.-J. Lee 

(2007)에 따르면 아동의 ADHD 증상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은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

지는 않으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와 동일하게 완전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ADHD 아동의 멀티미디어 사용 수준이 유의한 상관이 있

으나,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 그 외 가족 특성 등을 통제한 후

에는 관련이 없음을 밝힌 Tong 등(201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

는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Tong 등(2016)의 결과에서는 일반 

아동과 ADHD 아동 간의 신체활동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기질이 인

터넷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Koo (2013)의 연

구 결과, 활동성을 포함한 유아의 기질은 인터넷 게임 과몰입

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탄력성이 높은 유아는 인터넷 게임 과

몰입 성향이 낮음을 밝혀, 높은 과잉행동성향이 스마트폰 게

임에 대한 과몰입에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과잉행동성향이 높은 유아들

이 멀티미디어 중독 성향이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Fletcher-Watson & Durkin, 2015; Y.-W. Hwnag & Lee, 2011; 

H.-J. Lee et al., 2015; Peper, 2014; Shaw et al., 2005)와는 일치하

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ADHD 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비

디오 게임 비교 연구를 실시한 Bioulac, Arfi와 Bouvard (2008)

의 결과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통상 비디오 

게임 중독으로 여겨지는 ADHD 아동이 통제집단에 해당하는 

일반 아동에 비해 외현화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 수준은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비디오 게임 빈도 및 사용 시간 등은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디오 게임과 관련하여 유

일하게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게임을 실시하는 상황

에서 보이는 아동의 행동으로, ADHD 아동은 게임 중 몰입 정

도나 조절 수준, 과민한 반응이나 게임과 관련한 거짓말 등의 

수준이 일반 아동보다 높아, 게임에 집중하는 강도가 상대적

으로 센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Bioulac 등(2008)이 비디

오 게임 관련한 행동으로 정의한 특성이 바로 본 연구에서 살

펴본 게임 과몰입에 해당한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멀티미

디어에 대한 중독을 기기 사용에 대한 시간과 빈도로 접근하

는 것과는 다르게,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관련 특성은 과몰입

과 같은 특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관점으로 볼 때, 기질적인 취약성인 과잉행동성향이 직접

적으로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

는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몰입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

는 개인의 유능감인 자아탄력성에 작용하여,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은 타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단,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

석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연구설계의 특성상 스마트폰을 이

용하지 않은 유아는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수준의 평정 자체

가 불가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

용하지 않는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은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해당하는 유아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유추는 가능하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는 연구대상 중 스마트폰을 하지 않은 유아는 

과잉행동성향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유아 스스로의 선

택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 자신의 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유아들의 특성상 스마트폰 이용은 부모의 기기를 특별한 

시간이나 상황에서 상호간의 결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인 실태이다(J. Kim & Oh, 2016; S.-K. Lee et al., 2014). 본 연

구의 대상이 된 유아들 또한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진 경

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대부분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부모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이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몰입 정도, 자녀의 스마트폰 게임

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진 

바 있다(Bang & Kim, 2013; H. N. Kim et al., 2014; M. S. Kim 

& Moon, 2015; S.-O. Kim, Yoo, & Kim, 2009; H.-J. Lee et al., 

2015). 따라서 유아기의 특성상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이르

는 과잉행동성향 및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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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

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인 학령기 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 지지된 완전매

개모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는 과잉행동성향과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의 하위차원 중 건강생활문제의 잔차 간 공분산이 

추가되었다. 과잉행동성향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들떠있는 경

향으로, 주의집중 시간이 비교적 짧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시

끄럽거나 산만한 특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현화된 행동 

문제로 평가되기 쉽다. 다만 이러한 과잉행동성향이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문제가 아닌 건강생활상의 

문제와 체계적인 변량을 갖는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로운 것

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의 하위차

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게임 과

몰입의 하위차원 중 일상생활문제는 유아가 놀이나 외출, 여

타 일상적인 생활을 즐기는 대신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이 중요한 일과 

시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나, 구체적인 문제행동의 발현과는 

큰 관계가 없다. 반면, 건강생활문제는 장시간의 스마트폰 게

임으로 인해 수면이나 배변 습관에 문제가 있고, 시력이나 두

통과 같은 신체화 증상까지도 유발되는 것으로, ADHD가 아

동의 식습관 등과 관계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Erhart et al., 2012; Joo et al., 2006; Tong et al., 2016). 즉, 

건강생활장애는 구체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

으므로, 과잉행동성향과 체계적인 변량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

다. 단,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의 하위

차원 중 건강생활문제의 요인부하량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산출된 점은 건강생활문제 자체가 다른 과몰입의 

문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일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의 탐색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게임은 통상 오락적인 특

성과 함께 교육적인 특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마트

폰 게임의 질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의 적절성을 차별

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 게임을 유

아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보고,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과몰입에 초점을 두고 경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멀티

미디어의 특성상 게임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은 유아는 게임 

이외의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몰입 수준 또한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게임 외의 기능이 허용되는 경우 전반적인 스마트

폰 의존도는 심화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게임은 부모가 

게임 앱을 선별적으로 다운받아 자녀의 이용을 차단 또는 통

제할 수 있으나, 동영상 시청 등의 용도는 상대적으로 유아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유아의 과몰입 수준이나 

강도가 스마트폰 게임에 비해 더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특성을 고려하는 과몰입 관

련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과잉행동성향을 위험요

인으로 보고, 어려운 상황에서 발현되는 유능감인 자아탄력성

이 이러한 어려움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하는데 초점을 두

었다. 즉, 탄력성이란 상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 또는 어려

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

념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아의 과잉행동성

향은 평균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탄력성이란 개인에

게 역경이 되는 일부 상황에서 발현이 되는 것일 뿐 일부 개인

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성이나 고유의 강점은 아니

므로(Masten, 2009), 연구대상의 과잉행동성향 수준은 자아탄

력성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닐 수 있다. 이에 

최근 자아탄력성과 대비하여, 일반적인 환경에서 발현되는 노

력과 열심을 의미하는 그릿(grit; 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을 매개변인으로 탐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그릿이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으나 개념의 적용 및 측정 도구의 부족으로 유아 대상 

연구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

에서는 자기보고가 가능한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을 중심으로 

이를 검증해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스

마트폰 게임 과몰입에 있어 관계를 매개해주는 중요한 변인으

로 작용하므로, 올바른 스마트폰 게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서는 유아 자신이 주도성과 긍정성, 적응성을 증진시키는 노

력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Notes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and 
was presented at the 2016 Annual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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