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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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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thods: The study sample was 600 elementary school third graders (308 boys, 292 girl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ten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SPSS 21.0 and AMOS 20.0.
Results: Firs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eco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rough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In other words, when mothers showed
higher levels of positive parenting behavior, children tended to have lower levels of media device
addiction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which, in turn, led to more school adjustment.
Conclusion: These results ad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linki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especial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xecutive
function f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can serve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future research and practices for promot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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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증가한 17,797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된 학업중단율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

2019). 특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추

생의 경우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0.1%(1,375명)

정되는 초등학생은 2016학년도 2,903명, 2017학년도 3,344명,

Corresponding Author: Minjoo Kim, Research Professor, Child & Family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mj24@ewha.ac.kr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im and Kim 106

2018학년도 3,5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Robinson, Mandleco, Olsen, & Hart, 1995) 주목 받아왔다. 반면,

는데(M. Jeon, 2020),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온정은 낮으나 높은 통제 수준을 가지

년기의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H. Lee,

는 유형이고, 허용적 양육행동은 온정은 높으나 통제 수준은

Son, & Hong, 2018; Y. Lee & Chung, 2016), 이들의 학교생활

낮은 유형으로, 두 유형 모두 권위적인 양육행동에 비해 부정

의 적응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

적 양육행동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기된다.

양육행동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들은 부

학교적응이란 아동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모가 온정적이거나 합리적 설명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양육

의 생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인식, 참여, 수행과 같은 전

을 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H.-J. Kim &

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

Hong, 2015;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특히 어머니의

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학교적응에 영향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교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과

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 형태, 가족

(D.-G. Kim & Kang, 2017; Min, 2018)와 더불어, 어머니의 지

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행동, 교사 특성 등의 환경

지적인 양육행동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K.-Y. Choi & Choi, 2010; Y.-S. Park,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그렇지 않은

Yoo, Han, & Chung, 2007; Pettit, Bates, & Dodge, 1997)와 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Dormitrovich & Bierman, 2001) 및 아

불어, 정서문제, 자아탄력성, 집행기능 등 아동 개인의 특성에

버지보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더

초점을 맞춘 연구(Chen & Li, 2000; S.-H. Park, 2009; H. Song,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결과(Im, 2015)가 발견된다.

2011)가 있다. 아울러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 특성을 동

즉, 아직 부모와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아동기인 경우

시에 살펴본 연구들도 발견되는데(Chen, Chang, He, & Liu,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교적응을 예측하

2005; A.-S. Hong & Cho, 2014; H.-J. Kim & Hong, 2015) 이는

는 중요한 환경적 특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한다는

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는 아동의 환경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먼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 중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이어 아동 개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

서도 아동에게 가장 밀접하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

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H.-J. Kim & Hong, 2015;

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

Lim, 2013; Pullmann & Allik, 2008), 자아탄력성(S.-H. Park,

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가 보이는 일반적 태도나 행동으로

2009), 자기조절능력(Lim, 2013), 자기효능감(Jeong & Shin,

(Becker, 1964),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부모와 상호작용했던 경

2019) 등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해왔다. 이에 더해, 최근 컴퓨

험은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짐과 더불

것은 물론이고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

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 및 고위험군의 비율이 매

인이라는 점에서(Bronfenbrenner & Mahoney, 1975) 중요하다.

년 증가하고 있으며(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Baumrind (1967, 1971)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애정과 관심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이로 인한 역기능적 문제가

을 가지고,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기기 중독에

통을 하는 양육행동인 ‘애정’, 자녀가 부모의 규칙 및 기대에 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디어기기 중독이란 미디어기기

르도록 하고 자녀로 하여금 성숙한 행동을 하도록 하며 부적절

에 의존하여 점점 미디어기기 이용시간이 많아지며, 사용하지

한 행동은 제한하는 양육행동인 ‘통제’라는 두 차원(Min, 2018)

않을 때에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등 개인의 전반

에 따라,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

적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발생하는 것으로(H.-J. Kim, Kim,

적(permissive)의 세 가지 양육행동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 Jeong, 2012), 학교라는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

권위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온정과 통제의 수준이 모두 높은 특

이 미디어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 규칙이 있는 학교 내에

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육행동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정신적

서 생활하면서 미디어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으로 성숙하고 또래와 어른들과 협력하며 책임감과 독립성을

여러 가지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서

들은 이에 주목하여 미디어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의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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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컴퓨터 사용과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거부하거나 과보호하는 수준이 낮을

관련하여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담임교사, 또

수록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부

래, 학업 및 전반적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였고(K. S. Lee &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 2011; Paik & Oh, 2017;

Cho, 200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

Yoo, Kim, & Park, 2018).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을수록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함께 살펴본 연구에서(B. Park & Noh, 2019), 아버지의 긍정적

결과도 발견된다(Eom & Choi, 2018; Y.-J. Park, 2019). 이처럼

양육행동은 초등학생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영향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 중독은 학교적응의 어려

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미디어기

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의

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

대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Eom & Choi, 2018; Y.-J. Park,

행동이 특히 초등학생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

2019)이나 청소년(T.-R. Kim & Choi, 2016; Seo & Lee, 2016)을

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몇몇 연구 이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마트폰의 보급 연령

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

이 점점 낮아짐과 동시에 유아 및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

향을 다룬 대부분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유아 또는 청소년에

험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스마트폰을 처음 사주는

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

주요 시기인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J. Y. Kim,

요성이 있다.

2017)에 주목하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길러줄

학교적응에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 앞서 언급
한 미디어기기 중독에 더하여, 집행기능은 개인의 발달과정에

수 있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서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적응을 해나감에 있어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에도 영향을 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Luna & Sweeney, 2004)에서 주목

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민감성 있고 반

해볼만하다. 집행기능은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적극적이

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자율성을 지지하는 등의 양육행

고 목표지향적인 조절에 있어 중요한 인지과정을 포괄하는 개

동이 자녀의 집행기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

념으로(Anderson, 2008), 유연하게 사고하도록 하고, 정신적으

다(Bernier, Carlson, Deschênes, & Matte-Gagné, 2012; Kraybill

로 정보를 갱신/조작하며, 목표와 관련없는 행동은 억제하고,

& Bell, 2013). 이러한 경로는 종단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며,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계획하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가 42개월일 때 실험실 상황에서 지지

고 적용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Jurado & Rosselli, 2007).

적이고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적절한 제한을 제시하는 등의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집행기능의 저하가 인지, 사회 및 학업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Moffit et al., 2011)를 통해, 집

되었을 때 높은 집행기능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기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Meuwissen & Englund, 2016).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밝힌

녀의 집행기능을 함께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

국내외 선행 연구들이 발견된다. 즉, 아동의 집행기능은 학교

혹은 더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는데(Bernier et al.,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S.-Y. Chun, 2018; Min, 2018;

2012; Cha & Kim, 2018; Hwang & Song, 2013; M. Jang & Shin,

Sasser, Bierman, & Heinrichs, 2015; H. Song, 2011), 집행기능 수

2018; Kraybill & Bell, 2013; Y.-J. Lee, Kong, & Lim, 2014), 그 이

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학업성취(Monette, Bigras,

유는 집행기능의 발달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변화가 5-8세 사

& Guay, 2011), 또래 유능성(S.-Y. Chun, 2014; Zorza, Marino, &

이에 일어난다는 연구결과(Korkman, Kemp, & Kirk, 2001)와

Mesas, 2016) 등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9-12세 사이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서도 여전히 집행기능 관련 요인들이 발달함을 보고하며, 각

치는 선행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

요인들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음도 보고되는 바

기 중독 및 집행기능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일부 선행 연구들

(Anderson, Anderson, Northam, Jacobs, & Catroppa, 2001), 그동

은 이들 선행변인들 간의 관계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어머니

안 집행기능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온 초

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

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집행기능 간의

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거나 애정을 보여주는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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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결과 변인으로 가정한 아

러한 세 변인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

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집행기능 곤란 또한 서로 밀접한 관

기 어려우나, 부모의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인터넷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일상

사용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

화 되면서 미디어기기 사용이 집중력이나 만족지연능력, 기

(Y.-A. Jang & Park, 2011)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미

억 등과 같은 인지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에 대한 관

디어기기 중독이 집행기능 결함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심이 많아지고 있는데(Wilmer, Sherman, & Chein, 2017), 선행

치는 간접경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들에서는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은 경우 전두엽의 집행기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집행기능 결함을 통해 학교적응

능에 손상을 보인다거나(H.-Y. Jeon, Hyun, & Chun, 2011), 중

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 Choi, 2014).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스마트폰을 더 자주 사용하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집

는 경우 집행기능과 관련된 스트룹 과제 수행이 빠르지만 정

행기능 및 학교적응 변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대

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bramson et al., 2009). 초

부분의 연구들은 이들 변인 중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고

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미디어기기 중독과 집행기능 간의 관

려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를 다룬 몇몇 연구들

요인으로서 미디어기기 중독이나 집행기능을 고려한 연구들

은 집행기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경로를 가정한 연구

은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들이 많았다. 따라서 본

(J. Choi & Choi, 2019; Oh & Ha, 2014) 및 미디어기기 중독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집행기능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J. Choi, 2014) 등 경로

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집행기능 곤란 및 학교적응 간

의 방향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때 텔

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레비전과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수록 13개월 뒤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

주의력 문제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Swing, Gentile, Anderson,

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 Walsh, 2010)나 14세 때 텔레비전을 과다하게 시청한 경우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Figure 1)은 다음

이후 주의력 문제를 예측한다는 연구결과(Johnson, Cohen,

과 같다.

Kasen, & Brook, 2007) 등과 같은 종단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경

연구문제 1

로를 가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위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집

는가?

행기능 곤란 및 학교적응 등 네 변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
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연구문제 2

곤란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해볼 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곤란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변인 중 일부 변인들 간의 간접경로를 살펴본 연구들이 발견
된다. 먼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
란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방식 중 온정적 양육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낮추고 나아가 학교적응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Min, 2018)
가 발견되며, 비록 집행기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
나, 집행기능과 연관되는 실행주의력이 의도적 통제에 수반된
다는 점(Bae & Lim, 2011)에서 집행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
는 의도적 통제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
응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J. Kim, 2015)도 발
견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
어기기 중독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경로의 경우, 이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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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에
는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요인들 간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

연구대상

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을 역코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스스로 자신이 권위적인 양육행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동을 많이 보이고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

on Korean Children [PSKC])의 1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는 등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한국아동패

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권위적

널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06년 분만건수가

은 .90, 권위주의적은 .88, 허용적은 .60이었다.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출하고, 이 중 30개 의료기관에서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

미디어기기 중독

2,150 가구가 표본으로 최종 등록되었고, 이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종단연구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

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 조사에 참

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관찰자용 ‘K-척도(인터넷중독

여한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어머니와 학급의 담임교사이다.

진단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본 연구에서는 2,150명의 표본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였고,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원척도는 3가지 요인 각각을 1요

미디어기기 중독, 집행기능, 학교적응 모두에 응답한 600명의

인, 3요인, 4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1요인을 일상생활장애(5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항), 3요인을 금단(4문항), 4요인을 내성(4문항)으로 명명하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

였다(B. Park & Noh, 2019). 각 하위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별의 경우 남아는 308명(51.3%), 여아는 292명(48.7%)이었으

일상생활장애의 경우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며, 아동의 월령은 평균 112.56개월(SD = 1.27)이었다. 스마트

PC, 스마트폰을 한다.”, 금단의 경우 “PC, 스마트폰을 사용하

폰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66.8%(401명)가 스마트폰을 가지

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내성은 “점점 더 많은

고 있었으며, 아동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시간동안 PC,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1일 평균 1.18시간(SD = 0.8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평균 39.93세(SD = 3.56)이었고,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를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기에 아동이 각각

졸업한 경우가 227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제 대

의 미디어기기 중독 하위요인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

학 졸업(180명, 30.0%), 고등학교 졸업(159명, 26.5%)의 순으

을 의미한다. 금단과 내성 요인의 경우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

로 나타났다.

을 각각 1문항씩 제거하고 총 3문항씩을 분석에 활용하였는
데,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일상생활

연구도구
어머니의 양육행동

장애는 .74, 금단은 .67, 내성은 .59로 나타났다.

집행기능 곤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Robinson 등(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H. Song (2014)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대상으로 타당화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집행기능 곤란 척도를

어머니가 직접 보고하였다. 본 척도는 총 62문항으로 크게 권

사용하였고,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본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문항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정서통제

의 예로는 권위적 양육행동의 경우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이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귄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이

데, 각 문항의 예로는 계획-조직화 곤란은 “해야할 일(과제, 활

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꾸짖고 비판한다.”, 허용적 양육

동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

행동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한다.” 등의 문항이 포

다.”, 행동통제 곤란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함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있다.”, 정서통제 곤란은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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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는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등이 있다. 전혀 아니다 (1

수의 간접경로를 포함하기 때문에, Cheung (2007), Macho와

점)에서 자주 그렇다 (3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점

Ledermann (2011)이 제안한 가상의 팬텀(phantom) 변수를 활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기에 아동의 집행기능에 어려

용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적용해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계획-조직화 곤란은 .88, 행동통제 곤란은 .82, 정서통제 곤란
은 .89, 부주의는 .92이었다.

학교적응

Results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아동의 학교적응은 Chi와 Jung (2006)이 개발, 타당화한 척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를 사용하였고, 아동의 학급 담임교사가 보고하였다. 본 척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

는 총 35문항으로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

과 관련하여 권위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85 (SD = 0.37), 권

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위주의적 양육행동(SD = 0.45)과 허용적 양육행동(SD = 0.31)

구성되며, 각 요인의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은 “학교

의 평균은 모두 2.36으로 나타나, 권위적 양육행동은 척도의

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학업수행적응은 “과제를 잘해오며

중간값보다 높았으며,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점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또래적응은 “친구를 잘 도와준다.”,

수는 중간값보다 약간 낮았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경

교사적응은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등이

우 일상생활장애의 평균은 1.46 (SD = 0.42), 금단과 내성은 각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

각 1.49 (SD = 0.50), 1.44 (SD = 0.4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평

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하기에

균점수가 척도의 중간값보다 낮았다. 또한, 아동의 집행기능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곤란의 평균값은 계획-조직화 곤란 1.64 (SD = 0.43), 행동통제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학교생활적응 .95, 학업수행적응

곤란 1.25 (SD = 0.28), 정서통제 곤란 1.44 (SD = 0.43), 부주의

.94, 또래적응 .94, 교사적응 .82로 나타났다.

1.56 (SD = 0.48)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척도의 중간값에 가
까운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의 경우, 학교

자료분석

생활적응의 평균은 4.24 (SD = 0.82), 학업수행적응은 4.01 (SD
= 0.80), 또래적응과 교사적응의 평균점수는 각각 4.10 (SD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0.78), 4.07 (SD = 0.74)로 나타나 척도의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

및 AMO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활용하

이었다.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1.25～1.67, 첨도는 -.41～3.44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

로 나타나,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

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

라는 정규성 가정의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도를 산출하였고,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집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

행기능 곤란 및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본 연구의 측정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

1). 첫째, 양육행동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모형분석 및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모형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²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

의 양육행동 중 권위적 양육행동은 학교적응 중 학업수행적

감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될 수 있으므로(S. Hong, 2000), 절대

～.09, p < .05),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

적합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행적응 및 또래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s = -.13～

및 Goodness-of-Fit-Index (GFI), 상대적합지수인 Tucker-Lewis

-.09, p < .01 또는 p < .05).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허용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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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은 학교적응의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

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

으며, 학교적응 중 교사적응 변인은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

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이 다

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권

응 및 또래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s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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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1

2

1

―

2

-.09*

―

3

-.01

-.4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4

.12** -.44*** .52***

5

.29*** -.27*** .25*** .33***

6

.21*** -.26*** .26*** .36*** .78***

7

.31*** -.25*** .22*** .29*** .79*** .69***

8

.05

-.30*** .35*** .33*** .36*** .38*** .31***

9

.05

-.22*** .29*** .32*** .32*** .41*** .25*** .66***

10

-.08

―
―
―
―
―

-.20*** .30*** .27*** .21*** .34*** .16*** .37*** .46***

―

-.28*** .28*** .28*** .39*** .37*** .35*** .59*** .55*** .33***

―

11

.03

12

-.11**

.01

-.13**

-.03

-.21*** -.23*** -.18*** -.22*** -.35*** -.15*** -.21***

13

-.11**

.09*

-.09*

-.07

-.18*** -.19*** -.17*** -.25*** -.25*** -.11** -.16*** .68***

14

-.07

.08*

-.10*

-.06

-.16*** -.17*** -.14** -.18*** -.25*** -.16*** -.15*** .73*** .78***

15

-.03

.03

-.03

-.05

-.09*

-.10*

-.10*

-.06

-.08

-.03

-.04

M

1.18

3.85

2.36

2.36

1.46

1.49

1.44

1.64

1.25

1.44

1.56

4.24

4.01

4.10

4.07

SD

0.81

0.37

0.45

0.31

0.42

0.50

0.46

0.43

0.28

0.43

0.48

0.82

0.80

0.78

0.74

Skewness

1.36

.03

.21

-.15

.95

.82

.74

.65

1.67

.97

.79

-1.25

-.84

-.92

-.82

―
―
―

.41*** .70*** .58***

―

Kurtosis
3.96
.17
.03
.10
.10
.01
-.41
.05
3.44
.57
.11
1.06
.49
.61
.53
Note. N = 600. 1 = duration of media use; 2 = authoritative; 3 = authoritarian; 4 = permissive; 5 =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6
= withdrawal; 7 = tolerance; 8 = planning-organizing difficulty; 9 = behavior control difficulty; 10 =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11 =
attention-concentration difficulty; 12 = school life adjustment; 13 =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14 = peer adjustment; 15 = teacher
adjustment.
*p < .05. **p < .01. ***p < .001.

위적인 양육을 하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든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s = .27～.35, p <

아동은 대체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수행을 잘 하며

.001).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은 집행기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

능에 있어 어려움을 덜 경험하였다. 다섯째, 미디어기기 중독

둘째,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

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서도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관

보면,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가 유의하여(rs = -.23～-.09, p

계가 유의하여(rs = .16～.41, p < .001) 미디어기기 중독의 수준

< .05, p < .01 또는 p < .001), 미디어기기에 중독된 수준이 높을

이 높을수록 집행기능에 어려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

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았다. 셋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의 경우, 권위적

학교적응 간의 관계의 경우 집행기능 곤란의 모든 측정변인

양육행동은 미디어기기 중독의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

과 학교적응 내 교사적응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

관(rs = -.27～-.25, p < .001),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rs = -.35～-.11, p < .01 또는 p

미디어기기 중독의 모든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 .001),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적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

가 나타나(rs = .22～.36, p < .001), 어머니가 권위적인 양육행

고 학업수행을 잘 하며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학

동을 보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하

교적응 수준이 높았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

는 등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미디어기기에 중독되는 수

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서 권위적 양육행동은 집행기능 곤란

준이 낮았다. 통제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미디어(스마트폰,

의 모든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rs = -.30～-.20, p <

컴퓨터) 사용 시간은 주요 변인들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을 보

.001),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집행기능 곤란의 모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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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Loading of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Media device addicti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hool adjustment

Indicators
Authoritative
Authoritarian
Permissive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Withdrawal
Tolerance
Planning-organizing difficulty
Behavior control difficulty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Attention-concentration difficulty
School life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Peer adjustment
Teacher adjustment

B
1.00
1.40
1.01
1.00
1.05
.98
1.00
.65
.62
.97
1.00
1.16
1.09
.82

β
.62
.70
.73
.94
.84
.84
.82
.80
.51
.71
.77
.91
.88
.69

SE

C.R.

.12
.09

11.87***
12.00***

.04
.04

28.03***
27.72***

.03
.05
.06

19.12***
11.87***
17.11***

.05
.05
.05

22.24***
22.55***
17.29***

Note. N = 600.
***p < .001.

측정모형 분석

& Jeong, 2015; J. M. Kim & Choi, 2019) 및 미디어 사용 시간
(Ahn et al., 2017; J. M. Kim & Choi, 2019)이 연구변인들에 미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

치는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더불어, 실제로 상관

기 중독, 집행기능 곤란 및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

관계 분석을 통해 유의한 관계를 확인한 성별 및 미디어 사용
시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²

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 395.57 ( p < .001, df = 94), χ²/df = 4.21, NFI = .91, TLI = .91,

Likelihood Method [MLM])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
수는 χ² = 325.11 ( p < .001, df = 71), χ²/df = 4.58, NFI = .93,

CFI = .93, GFI = .92, RMSEA = .073 (90% CI [.066, .081])로 나

TLI = .92, CFI = .94, GFI = .93, RMSEA = .077 (90% CI [.069,
.086])로 나타났다. χ²값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다른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집행기능 곤란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한 결과, GFI, TLI, CFI, NFI가 .90

3, Figure 2).

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이상이고(S. Hong, 2000), RMSEA가 .08 이하로 나타나(Browne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

& Cudeck, 1993)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잠재변인에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

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β)의 경우에도 .51～.94로 p <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어 간접경로의 경우, 첫째, 어머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40 이상

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쳤

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여(J. Song, 2015), 측정변인들이

으나(β = -.42, p < .00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에

각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었다(Table 2).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
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

구조모형 분석

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
행기능 곤란에(β = -.44, p < .001),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집행기능 곤란

교적응에(β = -.28, p < .001)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교적응

을 분석하였다. 이 때, 성별(Ahn, Kang, & Lee, 2017; H.-J. Kim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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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Paths
B
β
SE
C.R.
Maternal parenting behavior
School adjustment
-.21
-.08
.18
-1.15
→
Media device addiction
School adjustment
-.10
-.06
.09
-1.11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hool adjustment
-.52
-.28
.13
-4.12***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64
-.44
.09
-7.44***
→
Media device addicti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25
.29
.05
5.56***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Media device addiction
-.72
-.42
.08
-8.66***
→
Note. N = 600. Scores for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items were reversely coded in order to match direction with maternal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gender and duration of media use were controlled in the structural model.
***p < .001.

Figure 2. The path coefficients of the final model.
Note. N = 600. The coefficients shown in the figure are standardized values; Scores for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items were reversely coded
in order to match direction with maternal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gender and duration of media use were controlled in the structural
model.
***p < .001.

이 높을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낮았으며, 이는 높은 학

즉,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미디어기

교적응으로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

기 중독이 낮았고,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낮을수록 집행

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고(β = -.42,

기능의 어려움 또한 낮아져 결과적으로 높은 학교적응을 보이

p < .00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집행기능 곤란에 정적인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쳤으며(β = .29, p < .001),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적응

이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β = -.28, p < .001) 어머니의 양육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

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

법을 이용하였다(Table 4).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

교적응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발견되었다.

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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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esults
Bootstrapping
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124

Maternal parenting behavior

→

School adjustment

-.08

.18*

.11*

Media device addiction

→

School adjustment

-.06

-.08*

-.14*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

School adjustment

-.28*

-

-.28*

Maternal parenting behavior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44*

-.12*

-.56*

Media device addiction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29*

-

.29*

Maternal parenting behavior

→

Media device addiction

-.42*

-

-.42*

.432
.302

Note. N = 600.
*p < .05.

(β = -.12, p < .05)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집행기능 곤란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긍정적인

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β = -.08, p < .05)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

는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순차적으로

연구들(D.-G. Kim & Kang, 2017; H.-J. Kim & Hong, 2015)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교적응

는 상이한 결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에 이르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였다(β = .18, p < .05). 내생변

영향을 미치기보다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능

인이 외생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다중상관자승(Squared

력 등과 같은 아동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매개로 학교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

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Lim, 2013; H. Song &

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적응의

Choi, 2012)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어

12.4%를 설명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

머니의 양육행동, 특히 권위적 및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학

기 중독은 집행기능 곤란의 43.2%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적응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어머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30.2%를 설명하였다.

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마지막으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이해하기보다는, 구조모형 안에서 고려된 아동의 개인 내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 경로에서의 개별 간접효과를

변인들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부

확인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모와의 상호작용이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아동기의 특성상,

양육행동 →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 아동의 학교적응의 간

아동이 학교에 적응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

접경로는 유의하였고(B = .33, p < .05), 어머니의 양육행동 →

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 특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 아동의

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적응의 간접경로 또한 유의하였다(B = .09, p < .05).

이어서 간접경로 중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
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와 관련
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Discussion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아동의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

미디어기기 중독, 학교적응을 직접적으로 함께 살펴본 연구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3학년 아동 600명을 대상으로 어머

는 발견하기 어려우나,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의 인터넷

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비

사용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Y.-A. Jang & Park,

롯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간

2011)에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높

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

여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을 낮추는 간접경로가 나타난 결과와

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차이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어머니의 긍정적 양

직접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

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와 미디어기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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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간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

성별이나 미디어 사용 시간에 따라 본 경로의 유의성이 달라

치는 영향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권위적인 양육행

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에 따른

동을 많이 보이고, 권위주의적·허용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차이를 주요 연구문제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아동의 미디어기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이나 미디어 사용 시간에 따라 경로

기 중독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B. Park & Noh, 2019)

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따로 구분

둘째,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하지는 않았으나,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초등학

학교적응 간의 경로가 발견되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

생이 스마트폰 중독(Paik & Oh, 2017; Yoo et al., 2018)이나 인

일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낮았고, 이는 높은 학교적응

터넷 중독(Jo, 2011)을 덜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기능이 어머니의 온정

유사하다. 즉, 수용적이고 민주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적 양육행동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한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하며(Min, 2018),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의도적

위안을 얻어 이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통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J. H. Kim, 2015)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임과 동시에 적절

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미디어기

한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아동의 계획-조

기 중독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

직화 능력이 좋아지고 행동 및 정서통제 등을 더 잘하게 되고,

한 어머니의 중재와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Chang

이는 아동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et al., 2019; H.-J. Kim & Jeong, 2015), 이러한 어머니의 중재가

있다. 각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어머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선행

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부정적인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한 문제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정이 있는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낮추거나 더 나은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집행기능을 보이게 한다는 선행 연구(Hwang & Song, 2013;

일관적이고 적절한 제한설정을 제공하는 등의 양육행동을 할

Meuwissen & Englund, 2016)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교육과 같은 중재적 노력이 매우 필

로 진행된 연구(Cha & Kim, 2018; M. Jang & Shin, 2018; Y.-J

요하다.

Lee et al., 2014)에서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합리적이며 애정적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학교적응에

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집행기능을 높인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H.-Y.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선행 연구

Kim, Jeon, & Ham, 2005; K. S. Lee & Cho, 2007)이나 스마트

들은 집행기능의 주요 발달시기와 맞물리는 영유아 시기에 주

폰 중독(Y.-J. Park, 2019)이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목하여 집행기능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부모의 양육행동

선행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

에 주목해왔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유아뿐만 아니라 초

시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 간 유의한

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도 상황을 계획·조직화하고 자신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에는 어

의 행동 및 정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미디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이 중요함을 확

기 중독뿐만 아니라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고려

인하였다.

했기 때문에, 미디어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적응에 영

영향력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부트스트랩핑 분석

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이 많을수

결과를 살펴보면, 미디어기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

록 아동이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한 연구(Jeong

접효과가 유의하여 매개변인으로서의 집행기능 곤란의 효과

& Shin, 2019; H. Song, 2011; Yi & Jun, 2019)와 일치한다. 이와

가 나타나,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

더불어 집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

에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성별과 미디어 사용 시

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 성공을 예측한다는 연구(Graziano,

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기 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Reavis, Keane, & Calkins, 2007) 및 집행기능에 있어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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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S.-Y.

기 중독이 집행기능에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여 일치되는 결

Chun, 2014)를 일부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정서·행동

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집행기능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

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집행기능 수준이 학업수행에 긍정적인

는 경로를 가정한 연구들도 발견되는바(J. Choi & Choi, 2019;

영향을 미치고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전반적인 학

Oh & Ha, 2014),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교차

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

지연모델을 적용하여, 미디어기기 중독과 집행기능 간에 선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려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집행기능

행·후행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의 곤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

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지시하

타났는데, 이는 순조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아동이

거나 처벌하는 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닌 애정적이고 민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등의 집

주적이고 편안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이 인터넷

행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계획과 조직화, 행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이 성공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

동 및 정서통제를 더 잘하게 하며, 이렇게 아동의 집행기능 곤

록 아동의 집행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란이 줄어들면 학교에서의 수행과 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순차적으로 아동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

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

하고 통제하며 집중하는 집행기능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

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네

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기기 중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그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지

독,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만,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휴대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전화의존을 통해, 집행기능의 행동조절과 유사한 측면에서의

중독을 줄이고 집행기능 곤란을 낮추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 Kim, 2014)

요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와 더불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적

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J. Choi, 2014)와 관련지

을 낮추거나 집행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 이해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기능 곤란이 학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미디어기기 중

내용을 다루는 미디어를 보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독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

선행 연구(Linebarger, Barr, Lapierre, & Piotrowski, 2014)에 따르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을

면,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노출되는지, 즉 어

수록 집행기능 곤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스마트폰

느 정도로 아동이 몰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따라

중독이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J. Choi,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

2014)를 지지한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성

도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디어기기 중독의 수준

향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집행능력과 관련

과 더불어, 미디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

한 수행을 더 저조하게 보였다는 연구(C.-W. Jeon, 2014)를 부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미디어기기 중독 척도의 신뢰도 분

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집행기능은 주로 뇌의 전전두엽

석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이 관장하는데(Goldstein, Naglieri, Princiotta, & Otero, 2014),

신뢰도(금단은 .67, 내성은 .59)를 보였다. 삭제한 문항이 모두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기기를 통한 강한 자극에

역코딩 문항인 것과 더불어, 본 자료가 질문지에 다수의 문항

오래 노출되는 경우 전전두엽의 부피가 감소된다는 연구결과

을 포함하는 패널조사 자료인 점을 감안해볼 때, 어머니가 지

(Lin, Dong, Wang, & Du, 2015; Wang et al., 2015)에 근거하여,

속적으로 집중하여 질문지에 응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조심

미디어기기 중독에 의해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집행기능에

스럽게 제기해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역코딩

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본

문항의 문제를 탐색해보거나, 미디어기기 중독을 측정하는 다

연구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른 척도를 활용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

이후의 주의력 문제를 예측한다고 밝힌 국외 종단연구 결과들

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가 스스로 보고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Johnson et al., 2007; Swing et al., 2010)을 바탕으로, 미디어기

한계점이 있다. 지각심리학 이론에 의하면(I. S. Lee, 20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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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실제로 부모가 양육을 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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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인지한 양육행동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실제 양육행동과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
구에서는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개인의 특성으로서 연구에서 다소 소외
되어왔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에 주목하여, 이
들 변인들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아동의 집행기능 곤
란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나, 학교현장에서 아동의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동의 집
행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
교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교사교육이나 부모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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