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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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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appines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focusing on the sequential mediational role of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0th (2017)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Study
participants were 1,366 mothers and their children, all of whom were 9 years ol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1.0 and SPSS macro.
Results: First, mothers’ happine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econd, both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were significant single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appines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ird, the indirect path linking mothers’ happines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rough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was significant, and the sequential mediational model
was supported.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mother's happiness,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should 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explaining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children. Specifically, the strategy to improve children's ability to self-regulate their media device
use by promoting their happiness through improving mothers’ happiness will help improve
problematic executive function. These findings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intervention plan to improve the executive function of school-age children.

Keywords : mothers’ happiness, children’s happiness, media device addicti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Corresponding Author: You Jin Han,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34 Geobukgol-ro,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yjhan@mj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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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and Han 86

Introduction

미도 가진다. 집행기능의 발달은 전두엽의 발달이 진행되는

집행기능은 뇌의 전두엽 발달과 관련된 고차원적 인지능력

청소년기까지 지속된다(Do, Cho, Kim, Kim, & Shin, 2010). 이

(Denckla, 1996)으로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서, 행동,

는 집행기능 중 일부는 어느 시기까지는 미완성인 상태로 있

사고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기술(Min, 2018)과 관련되어 있다.

으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까지 발달 과정 안에 있음을

집행기능은 마치 지능과 같이 여러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의미한다(Song, 2011).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으며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기 때문에 집행기능에 대한 일관

적절한 도움과 중재를 고려하는 것은 이 시기의 적응적 삶에

된 정의를 내리는데 제한이 있지만(Song, 2014), 주로 상황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후 시기의 집행기능 발달에도 영향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계획 및 조직화 능력, 필요한 요구에 따라

주고 결과적으로 한 개인의 적응적 인생을 돕는 중요한 부분

특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작업기억 유지 및 주의집중 능력,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 5세 전후에 구체적인 기능 발달이 시작되어 후기 아동기와

정서 및 행동 통제 능력 등이 핵심 하위요인으로 설명되고 있

집행기능은 뇌의 전두엽 부위 발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

다(Carlson, Moses, & Claxton, 2004; H.-O. Kim, Park, & Kim,

에(Glaser, 2000),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2020).

위해서는 뇌의 신경학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해

이렇게 집행기능을 다차원적 구성체의 집합 관점에서 살

볼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은 신경생리학적으로는 생애 초기

펴본다면 개인이 복잡한 심리 사회적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

의 신경망 발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Song, 2012). 부모와 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모음(Delis,

녀 간에 이루어지는 애착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뇌의 신경학적

Kaplan, & Kramer, 2001)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Chung,

집행기능을 단일 요인을 가진 통합적 인지처리과정(Cicerone

Kwon, & Park, 2011; DeBellis, 2001), 특히 양육자와 자녀의 정

et al., 2000)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

서적 유대와 대화, 양육 민감성 등이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르면 집행기능은 우리를 유연하게 사고하고, 스스로를 모니터

있다(Chung, Kwon, Park, & Yee, 2012).

링하며,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

양육자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태도와 민감한 상호작용을

는 상위기능(Jurado & Rosselli, 2007)에 가까우며 정보처리 및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심리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J. Y.

인지능력의 발휘 뿐 아니라 일상의 적응적 영위 및 적절한 사

Lee, Ko, Choi, & Sung, 2018), 어머니가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

회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 집행기능

적 행복감 및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태도

이 발휘되는 영역은 지각, 정서, 인지, 행동 등으로 광범위하며

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McCloskey, 2012), 감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공감 등에도 관여

는 변인이기에(H. Choi, Hwang, & Kim, 2009) 특히 주목해 볼

하기 때문에(S.-S. Lee, Yoo, Kim, & Kim, 2007), 한 개인이 변화

필요가 있다.

와 도전을 경험하는 전 생애 발달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
(Luna & Sweeney, 2004)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 및 자녀의 또
래 유능성과 연관이 있으며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변인으로

특히 학령기 아동에게 집행기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M.-J. Kim, & Kim, 2010), 아동의 공격성, 반항, 우울, 불안 등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적 생활공간에 적응해야 하며, 규범과

부정적 문제들이 감소시키고(Y.-M. Kim & Kim, 2011), 아동의

통제를 경험하고, 적응이라는 과업(C. Kim, 2019)을 수행해

집행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 아동의 집행기능은 학교 적

주관적 행복감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자녀의 집행기능에

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eo & Kim,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Hong & Moon, 2019)가 있으며,

2018),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고(Yeon & Choi, 2019), 사회적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

기술과 연관되어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며(Chun, 2014;

을 미친다는 해외 연구(Malmir, Seifenaraghi, Farhud, Afrooz, &

J.-R. Lee & Kang, 2012),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문제

Khanahmadi, 2015)가 이를 지지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행복감

행동을 낮추고, 학업활동에 전념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할 수

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

있게 해주며(Song, 2011), 과잉행동과 주의집중결핍의 중재방

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의 특성 및 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

안(Chun, 2014)이 되어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지지한다.

고 집행기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탐색은 아직 부족하기

무엇보다 아동기는 집행기능의 중요한 발달시기로서의 의

에,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녀의 집행기능 사이를 매개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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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인을 살펴보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J.-I. Kim, 2018). 부

있을 것이다.

모의 행복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O.-

집행기능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으로 아동의

K. Lee, 2008), 스트레스 조절과 자아탄력성 향상(A.-R. Choi &

심리·정서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는

Lee, 2015) 등의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행복감과 연결된다.

아동기 적응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렇듯 어머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아동의 행복감은

데(Y.-K. Choi & Lee, 2011; Chung, Jang, & Kim, 2011; K. H.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에 어머니의 행

Kim & Ju, 2013),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심리요인인 아동의 행

복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사이에서 아동의 행복감이 매개역할

복감에 집중하였다. 아동의 행복감이란 또래, 가족, 교사 등의

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 사

주변 인간관계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놀이 등의 일상적 생

이의 정서 전이가 자녀의 발달과 기능 발휘에 미치는 영향을

활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Gwon & Sung, 2010). 아동기에 경험한 긍정적 정서인 행복

어머니와 아동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을 설명하는

은 정서의 확대-순환과정(Frederickson, 2001)을 통해 이후 삶

정서적 요인이라면, 집행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조절

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적 측면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

(Shin & Choi, 2014). 이러한 아동의 행복감은 집행기능을 설

근 미디어 기기 중독군의 저연령화 추세로 초등학생들의 미디

명해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도 밝혀졌는데, 자아존중감, 외현

어기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019

적 문제행동, 내재적 문제행동 등 아동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

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22.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였으며, 전년도

느끼는 전반적 행복감은 집행기능에 대한 가장 설명력 높은

와 비교했을 때 전 연령대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변인으로 나타났다(Kwon & Kim, 2020). 실제 아동의 정서적

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 National

안정감은 정서조절, 관리능력, 대인관계기술능력 및 학업능력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20).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Mayer & Cobb, 2000),

이처럼 과다한 미디어 노출은 대뇌피질 중 전두엽 영역

이를 통해 집행능력과의 연관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동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uss & Griffiths, 2012;

안 부모 요인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 관련 연구(Hong & Moon,

Weng et al., 2013) 이 영역은 집행기능과도 연관된 부분이기

2019; E. Kim, 2020; Yeon & Choi, 2019)는 활발히 진행되어 온

때문에 미디어기기 중독이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논

것에 비해 아동의 행복감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요인과 관련

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전두엽의 기능이 미성숙하고 신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살펴

경회로 형성의 과정에 있는 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미디어 중

볼 필요가 있다.

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미

한편 아동에게 있어 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는 중요한 심

디어 중독은 전두엽의 구조와 기능을 다르게 발달시킬 수 있

리 환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느끼는 긍정적 정

기 때문이다(Yuan et al., 2011).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강렬하고

서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Y. H.

단순 반복되는 화면은 전두엽 전부 피질의 기능을 떨어뜨리

Kim & Han, 2017). 행복이라는 정서는 대인 간 서로 전이되

며, 특히 안와전두피질의 과한 활성화는 뇌의 고른 부분 자극

며(M.-A. Kim & Lee, 2015), 그중에서도 부모-자녀 간 행복은

을 방해하여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H. S. Park et al., 2010).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은 심리적 환경을 경

실제 미디어 중독 성향자들의 전두엽 집행기능 특징을 밝

험하며 정서를 배우고 형성하는 곳이며, 행복을 추구하는 삶

힌 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기기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충동

의 행동 혹은 가치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성이 높고, 인지적 유연성이 낮으며 자기조절에 실패하는 등

(Headey, Muffels, & Wagner, 2014).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온

미디어 중독이 전두엽 집행기능의 손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정적 양육태도(J.-I. Kim, 2018),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적이며

점을 알 수 있다(Jeon, Hyun, & Chun, 2011; J. Lim, Lee, Kwak,

일관된 양육행동(J. R. Kim & Kim, 2014), 높은 수준의 양육 효

Chang, & Koo, 201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

능감(Jun & Choi, 2013)을 통해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기

디어 기기 중독이 집행기능 결함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변인

도 한다. 어머니의 행복감 수준이 증가할 때 가족 유연성과 응

으로 보고되었으며(Jeong, Lee, Lee, & Lee, 2019), 미디어 기기

집력과 같은 가족 기능이 좋아져 자녀의 행복감 수준을 조절

사용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이 매개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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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도 나타났다(J. Choi, 2014). 미디어로 인한 자극은 편향

연구문제 3

적이고 강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뇌의 기형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적 발달, 우측 전두엽 기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한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순차적 이중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현상의 원인이 되며 집행기능 결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J.
Choi, 2014).

Methods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는
데 그중에서도 미디어 과의존을 조절해 주는 아동의 정서적

연구대상

역량인 행복감의 역할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실제 아동의 다양
한 심리요인은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주며(W. Sung, 2017), 그

본 연구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중에서도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은 미디어 과의존을 방지하는

Korean Children [PSKC])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이 부정적 정

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신생아를 출생한 2,150가구를

서를 경험하고 정서조절 곤란을 겪으면 이것을 미디어 사용

전체 표본으로 구축하여, 이후 매해 아동발달, 가족과 지역사

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은 반면(S.-S. Kim, Lee, & Kang,

회 환경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0차년도 데이터

2017), 긍정적 정서 경험인 행복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는 조사대상 연령이 만 9세가 된 시점이었다. 이 시기는 집행

이 감소된다(S.-G. Park & Jo, 2018). 특히 행복감은 일반 이용

기능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5-8세 직후로 집행기능의 발달

자 대비 고위험 이용자가 될 확률을 낮추는 변인으로 나타났

진행상황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Jeong et

다( J. Choi & Choi, 2019; Hull, Williams, & Griffiths, 2013).

al., 2019). 10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 1,484가구 중 본 연구

아동의 미디어 사용은 부모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

에서는 주요 연구변인에 모두 응답한 1,366가구의 자료를 분

려져 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아동의 행복감이

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 690명(50.5%),

높을수록 아동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기기에 덜

여아 676명(49.5%)이며 출생순위는 첫째 632명(46.3%), 둘째

중독되며(B. Park & Noh, 2019), 부모의 양육태도와 미디어기

578명(42.3%), 셋째 이상 156명(11.4%)으로 나타났다. 어머

기 중독 사이에서 아동의 행복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니의 연령은 20~29세가 4명(0.3%), 30~39세 667명(48.8%),

밝혀졌다(C. Park & Chung, 2019). 따라서 양육태도의 바탕이

40~49세 685명(50.1%), 50~59세 10명(0.7%)이었으며, 학력

되고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의

은 대학교 졸업이 516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행복감 역시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졸업 이하가 371명(27.2%), 전문대 졸업 394명(28.8%), 대학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원 졸업 85명(6.2%)의 분포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근거
로 하여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미디어기기

연구도구

중독이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
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행복감

연구문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er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적 영향을

(1999)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으

미치는가?

로,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한 모의 주관적 행복감 척
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보고식 설문 형태로 “전반적으로 나

연구문제 2

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은 전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

대한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개별매개효

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과는 어떠한가?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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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보인다. 나는⋯.” 등 단일요인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척도를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1점)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7점)의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예: 차근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행동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 수준이었다.

통제 곤란(11문항, 예: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
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정서통제 곤란(8문항, 예: 사

아동의 행복감

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부주의(10문항, 예: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총 40문항으로

아동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illennium

구성되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가 관찰한 자녀의 모습에

Cohort Study (MCS)에서 사용한 행복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대해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며, 아동이 보이는 곤란의 정도에

연구진이 번역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3점)의 Likert식 3점

총 6문항으로 6개 영역(가족, 친구, 외모, 학교생활, 학교공부,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문항 점수를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느낌을 4점 척도로 응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아동의 집행기능이 낮은

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1점)에서 매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집행기능이 뛰어난 것을 의

우 행복해요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조사자

미한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

가 아동에게 직접 질문하고 아동은 4가지 종류의 표정카드

곤란 .88, 행동통제 곤란 .83, 정서통제 곤란 .91, 부주의 .91로

(face scale)를 사용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높은

나타났다.

점수일수록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인구
사회학적 요인인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 시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

다.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행기능 발달의 속도 및 편차

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

에는 성별이 관련되어 있으며(E.-H. Lee, Kim, & Oh, 2019; I. J.

단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

Lee, 2011), 하위영역별로 성별에 따라 다른 발달 속도를 보인

며 어머니가 평소 아동을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평정하였다.

다고 알려졌다(Do et al., 2010). 성별은 더미코딩(남자 1, 여자

본 연구에서는 금단(4문항, 예: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

2)을 적용하였다.

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내성(4문항, 예: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 일상생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활장애(5문항, 예: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
스마트폰을 한다.)의 세 가지 하위요인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능력 곤란에 미치는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영향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순차적 이중매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

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에는 SPSS 21.0 (IBM Co.,

하기에 미디어기기 중독의 각 하위요인 특성을 아동이 더 많

Armonk, NY)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er. 3.5 프로그램을

이 보임을 의미한다. 내성과 금단의 경우 신뢰도를 낮추는 한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

문항씩 제외하고 각각 3문항씩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아동

번째, 연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일

였다. 두 번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상생활장애 .74, 금단 .70, 내성 .62이었다.

계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 연구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어머니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능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

아동의 집행기능 능력은 Song (2014)이 타당화한 집행기능 곤

기 위하여 Hayes (2017)의 PROCESS macro version 3.4 (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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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1. Mothers’ happiness
2. Children’s happiness
3. Media device addiction
4.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5. Sex (boy = 1, girl = 2)
M
SD
Skewness
Kurtosis
Note. N = 1,366.
***p < .001.

1

2

―
.13***

-.22***
-.23***
-.002
20.89
4.06
-.55
.49

3

4

5

―

-.19***
-.25***
.13***
19.94
2.73
-.96
1.51

―

.43***
-.19***
15.94
4.67
1.03
.74

―

-.22***
58.88
13.05
.92
.81

―

6)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어머니의

느낄수록 아동도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미디어 기기에 덜 중

행복감-아동의 행복감-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와

독되고 집행기능 곤란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행복

어머니의 행복감-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아동의 집행기능

감은 미디어기기 중독(r = -.19, p < .001) 및 집행기능 곤란(r =

곤란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행복감-아동의 행복감-미디어기

-.25, p < .0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

기 중독-집행기능 곤란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동시

동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미디어 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이

에 진행하였다. 기존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인 Sobel test와 달리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과 집행기

Process macro는 이중매개효과 또는 다중매개효과 모형과 같

능 곤란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은 정교한 매개모형의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 연구모형의 측

= .43, p < .001). 이는 아동이 미디어 기기에 더 많이 중독될수록

정오차를 반영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 모형에 통제변수를

집행기능 곤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 개별 매개효과 각각의 통계적 검증이 가

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아동의 성별은 어머니의 행복감을 제

능하다는 점 등 많은 장점(HUR, 2013)을 가진 검증방법이다.

외한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진행
되었으며, 신뢰도 구간 95%,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Results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미디어기기
중독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미디어기기 중독이 아동의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

집행기능 곤란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기 위해 Process macro 를 활용하여 Hayes (2013)가 제안한 방식

먼저 관련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계수

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을 어머니의 행복감,

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변수들의 왜도는 –.96∼1.03, 첨도는

매개변인을 아동의 행복감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종속변

.49∼1.51로, 왜도의 절대값이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

인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으로 설정하고 성별을 통제한 상태

하라는 정규성 기준(Kline, 2015)를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어

에서 각각의 경로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머니의 행복감 및 아동의 행복감, 미디어기기 중독, 집행기능

Table 2 및 Figure 1에 제시되었다.

곤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행복감

행복감 사이에는 정적 상관(r = .13, p < .001), 미디어기기 중독

은 종속변인인 아동의 집행능력 곤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부

(r = -.22, p < .001) 및 집행기능 곤란(r = -.23, p < .001)과는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73, p < .001). 즉 어머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행복감을 많이

니의 행복감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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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ression Analysis of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appines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ependent variabl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Children’s happiness
Media device addicti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Independent variable
Sex
Mothers’ happiness
Sex
Mothers’ happiness
Sex
Mothers’ happiness
Children’s happiness
Sex
Mothers’ happiness
Children’s happiness
Media device addiction

SE
.67
.08
.15
.02
.24
.03
.04
.63
.08
.12
.07

β
-5.72***
-.73***
-.72***
.09***
-1.57
-.23***
-.24***
-3.48***

-.43***
-.71***

.99***

LLCI

ULCI

R 2 (F)

-7.04

-4.40

.10 (75.70***)

-.90
.44
.05
-2.05
-.29
-.33
-4.71

-.57
1.00
.12

.04 (24.81***)

-1.10

.10 (50.21***)

-.17
-.15

-2.25
-.27

-.58
-.94

-.49

.85

1.12

.25 (113.54***)

Note. N = 1,366.
***p < .001.

Table 3
Verification of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appines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95% CI
ULCI

Model pathway
Mothers’ happiness → Children’s happiness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β
-.06

SE
.02

LLCI

-.10

-.03

Mothers’ happiness → Media device addiction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22

.04

-.30

-.15

Mothers’ happiness → Children’s happiness → Media device addiction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Note. N = 1,366.

-.02

.01

-.03

-.01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으로 가

.001)하였다.

는 경로인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β = .09, p < .001)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β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순차적 이중매

= -.23, p < .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검증을 위해 신뢰구간

변인이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아동의 행복

을 95%로 설정 후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

감이 집행기능 곤란으로 가는 경로(β = -.71, p < .001), 아동의

를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미디어기기 중독이 집행기능 곤란으로 가는 경로(β = .99, p <

우선 연구문제 2의 개별매개효과 검증 결과 어머니의 행복

.001)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복감도 미디어기기 중

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의

독(β = -.24, p < .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6, 95% CI = -.10

타났다. 또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행복감이 종속변인인 아

∼.03).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β

관계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간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

= -.43, p < .001)확인되었다.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이 집행

으로 나타났다(β = -.22, 95% CI = -.30∼-.15).

기능 곤란에 미치는 전체효과(β = -.73, p < .001)에 비해 아동

다음으로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검증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β = -.43, p <

계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이 순차적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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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hildren’s
Happiness

Media Device
Addiction

.09***

.99***
-.23***

Mothers’
Happiness

-.71***

-.73*** → -.43***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Figure 1.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linking mothers’ happiness to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rough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p < .001.

개하는 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2, 95% CI =

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요인이며(J. C. Park et al., 2005), 특히 부

-.03∼-.01). 따라서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모의 정서는 아동의 정서조절(Yoo & Lim, 2006), 사회성(Yeon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개별매개

& Choi, 2017), 자아탄력성(A. R. Choi & Lee, 2015) 등 다양한

효과 및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러

발달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의

한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Figure 1과 같다.

행복감이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가 아동의 뇌 신경망을 발달을 기초로
보다 광범위한 부분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미디어기기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행기능의 주요 발달시기인 아동
기 전반에 있어(Do et al., 2010),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중독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간의 관계

고,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집행능력 사이에서 아동의 행

에서 아동의 행복감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어머

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갖는지 알

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아동의 행복감을 거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과 아동의 미디어

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감이 아동

기기 중독을 포함한 경로모형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A. R. Choi & Lee, 2015;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우

Jun & Choi, 2013; D.-R. Kim & Kim, 2008; J.-I. Kim, 2018; J. R.

울이 낮을수록 집행기능 곤란이 줄어든다는 연구(Hong &

Kim & Kim, 2014)를 지지하며, 아동이 가진 정서 자원이 집행

Moon, 2019)를 지지하며,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이

기능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선행 연구(Seo

높을수록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

& Kim, 2018; Yeon & Choi, 2019)와 부합한다. 반면 아동의 행

(Je & Chae, 2019; Malmir et al., 2015)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복감은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주지만 어머니의 행복감은

집행기능은 뇌의 신경망 발달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Glaser,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H. Kwon과 Kim (2020)의 연구와

2000), 애착체계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의

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아동의 집행기능

행복감(Han & Lee, 2012; M.-J. Kim & Kim, 2010)은 자녀의 뇌

에 대한 어머니 행복감의 설명력이 다른 변인에 비해 다소 떨

신경망 발달의 핵심적 요인인 정서적 교류와 애착(Chung et

어질지라도 매개변인들을 경유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발휘할

al., 2011; DeBellis, 2001)을 촉진 시켜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적절한 양육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도 및 양육환경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에( Jun & Choi, 2013;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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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im, 2018) 직접적으로 자녀의 집행기능을 높이는데 중요한

자녀의 행복이라는 정서적 요인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라는 행동 조절 요인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아동의 집행

더 잘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의 관계

이다.

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여주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건강성이 아동의 안정적 정서에

었다.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 영향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져 왔

을 주기도 하지만,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거쳐 아동의 집

지만(A. R. Choi & Lee, 2015; Hakvoort et al., 2012; Y.-M. Kim

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 관련

& Kim, 2011; O.-K. Lee, 2008), 인지발달과 기능의 발휘를 의

변인과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연관성을 밝힌 기존 연구결과와

미하는 아동의 집행기능발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어

흐름을 같이 하며(H. Y. Kim & Kim, 2020; J. M. Kim & Choi,

머니의 정서, 아동의 정서, 아동의 행동조절, 아동의 집행기능

2019), 미디어기기 중독이 집행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

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구( J. Choi, 2014; Jeong et al.,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

영유아기에는 애착과 긍정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던

다. 어머니의 정서는 어머니 자신의 미디어기기 이용 패턴에

부모들도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영향을 미치며(N.-S. Park, Song, Park, Kim, & Byun, 2017), 자

가 많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 상호작용의 영향은 아동기에

녀의 미디어 이용시간 허용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서 청소년기에까지 지속적인 효과를 미치며(Creswell, Murrary,

져 있다(Bank et al.,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와

Stacey, & Cooper, 2011),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정서는 어느 시

연결하여 본다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자

기이든 발달의 중요한 출발지점이 되어준다. 또한 아동의 정

녀에게 미디어 이용에 대한 긍정적 모델이 되어주고, 미디어

서, 행동, 인지능력이 각각의 독립된 차원으로 발달하는 것이

기기에 의존하는 양육보다는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방

아니라 각 영역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발달한다는 점은,

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서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

발달 중인 아동의 핵심 능력이 강화되고 약화되는 과정에 대

석할 수 있다. 또한 행복감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효능감 및 적

한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접근(Bradley, 2000)의 필요성을 시사

절한 양육기술을 잘 발휘하여(H. Y. Kim & Kim, 2020), 자녀

한다.

의 학교 내·외의 일상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을 잘 감

본 연구를 통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행복

독하며 합리적 기준과 일관된 방식으로 자녀의 생활을 조절해

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J.-R. Kim, 2013), 이는 자녀의 미디어

혀졌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소

이용을 조절하여 자녀의 집행기능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로 아동에게 있어서 중요한 발달 환경인 어머니의 정서적 안

수 있다.

정 및 행복감을 증진 시키는 사회적 돌봄 및 상담 접근이 함께

넷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미

서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기기 중독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디어기기 중독이 집행기능 곤란에 순차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집행기능에 곤란을 보이는 아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며, 높아진 아동의 행복감은 미디어

동에 대한 중재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아동에 대한 개별적 접

기기 중독을 감소시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켜줄 수

근만이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환경, 아동의 정서 상태,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부모-자녀 상

아동의 미디어 습관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도움

호작용, 아동의 행복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이라는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령기 아동의 뇌 발달 촉진을

연구결과(C. Park & Chung, 2019)와 연결성을 가진다. 어머니

위해 여전히 부모와의 긍정적 정서 교류 및 안정적 관계가 중

가 행복한 정서를 바탕으로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수

요하다는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관계 개선

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면 자녀들은 어

측면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중재하고자 한다면 양육자와 자녀

머니와의 관계에서 위안과 정서적 지지를 얻고, 이로 인한 심

의 애착과 의사소통 강화를 돕는 집단 프로그램, 모-아 치료놀

리적 만족감은 미디어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줄여주는 것

이 프로그램과 같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접근이 도

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H. Y. Kim & Kim, 2020) 이 과정은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행복감은

정서적 건강성이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여전히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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