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fer.or.kr Copyright © 2021 by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387

서론 

오늘날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기기는 아동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자기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아동들은 미디어기기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여가시간을 보낸다. 이제 이러한 기기들은 아동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아동들은 미디어기기 없

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미디어기기 과의존상태에 놓여있는

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능정보사회원 산하 스마트쉼센터(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에 의하면, 과의

존은 미디어기기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먼저 현저성이란 개인의 삶에서 미디어기기를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조절실패는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목표 대비 미디어기기 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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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grit,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media device addiction. Data on 1,132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the 11th (2018)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Academic Stress Scale, Grit Scale-

Children, Child-Adolescent Self-reporte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and K-Internet 

Addiction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3.0 program with Pearson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bootstrapping.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Children’s academic stres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grit. 2) Children’s gri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media device addiction. 3)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media device addiction. 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was mediated by their grit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found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for children’s addiction to media devices. We suggest that 

children’s grit be improved, and their academic stres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be reduced to prevent 

and mediate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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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숙·임지영

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문제적 결과

는 이러한 기기의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

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기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말한다(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 2021. 2. 1).

최근 실시한 조사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의 심각한 실상

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이 만 3세 이상 69세 이하 스마트폰(인터넷) 사용자

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일상

생활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을 보

일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겪는 ‘위험사용자군’과 사용시간이 늘어 

자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주의사용자군’을 의미하는 과의존 위

험군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30.5%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

의 과의존위험 비율인 23.3%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1).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가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1학년) 청소년 

13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

관 진단조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이러한 조사의 결과들은 미디어기기 과의존이 초

등학생들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

울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300명과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62%와 학부모의 

72.7%가 인터넷 중독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Babynews, 2021. 2. 20).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

의존을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은 미디어기기 과의존이 아

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도한 미디어기기

의 사용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부적응

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즉, 장시간의 미디어기기 사용은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경추에 무리를 주고 목과 어깨에 통증을 유

발하며(Park et al., 2015), 안구건조증과 시야 흐려짐과 같은 시

각적인 손상을 야기한다(Moon et al., 2014). 특히 아동들은 잠

자리에서도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기기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면시간이 줄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데 이로 인해 집중력

과 기억력이 낮아지는 등 인지능력이 손상된다(Gradisar et al., 

2008). 

또한 미디어기기의 과다사용은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

게 한다. 즉,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아동들은 신체화 증

상, 불안, 우울증, 위축 등 내재화 증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

고(Baek et al., 2014),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 분노, 짜

증, 우울감, 상실감, 과민반응, 불안감 등 약물 중독자의 금단 징

후와 유사한 금단 증상을 보이며(Shin, 2017), 과다한 미디어기

기 사용은 심지어 자살생각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Yi, 

2016; Jeon et al., 2012). 더불어 아동의 과도한 미디어기기의 

사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크게 높인

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더 용이하게 하고 

책임감을 감소시켜 가해참여 행동을 높이며(Shin, 2017), 온라인

상의 공개적인 사이버 괴롭힘은 여러 사람을 통해 반복되고 확대

되며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Slonje et al., 2013). 무엇보다도 아직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는 위험 감수성이 더 

높고 새로운 것과 자극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선호하므로 미디어기기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Crews et al., 

2007). 

아동발달에 미치는 이러한 미디어기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고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미디어기기 과의존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들의 미디어기기에 과의

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아동의 학업스

트레스이다. 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인 학

업스트레스는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하는 주요

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CNN은 한국 청소년들의 과도

한 학업적인 압박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도하

였다. 학습량이 과중한데다가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

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스마트폰을 선택한다는 것이다(News1, 2019. 10. 21). 또한 최

근 조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군의 학업성취 수준은 일반 사용자

군에 비해 더 낮았고(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 학업

만족도도 더 낮아(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1), 미디어

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아동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을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

독 위험군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았다(Oh 

& Kim, 2019).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상

실해 수업참여도가 낮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언제든 이

용 가능한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경향이 높다고 밝혀졌다(Kim et 

al., 2017; Kim & Shin, 2016).

한편, 우리나라 아동들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10

명 중 9명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학업경쟁 등으로 인해 고

질적인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한다(Newsis, 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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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초·중·고생 3명 중 1명은 야간자율학습, 학원, 학교성

적 등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Newsis, 2019. 11. 19). 아울러 우리나라 아

동들은 OECD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세계에서 가장 긴 학업시간으로 인한 학업부담인 것으

로 밝혀졌다(OhmyNews, 2017. 04. 27). 이렇듯 우리나라 아동

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아동들

이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간의 관계는 청소년

(Kim et al., 2017; Kim & Shin, 2016; Park & Koo,  2012; 

Oh & Kim, 2019)이나 대학생(Lee et al.,  2020) 등을 위주로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미디어기기 과의존이

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여겨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심

각한 초등학생의 미디어기기 과의존 실태와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미디어기기 과의존을 악화시키는 요인

인 반면,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

으로는 그릿(grit)을 들 수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데, 그릿이 높은 사람은 회복탄력

성과 끈기가 있고 실패나 방해물이 있어도 이에 굴하지 않고 장기

적인 목표에 집중하며 계속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Duckworth et 

al., 2007). 높은 수준의 그릿은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하도록 해주

어 위험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에 덜 관여하도록 하지만(Guerrero 

et al., 2016), 낮은 그릿 점수는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약물 남

용, 그리고 온라인 게임중독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orzikowsky & Bernhardt, 2018; Guerrero 

et al., 2016).

따라서 높은 그릿 수준은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과다하게 의존

하는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휴대폰의존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그릿 점수가 낮을수록 휴대폰에 더 많이 의존한

다고 보고되었다(Cho, 2020). 아울러 Maddi 등(2013)에 의하면 

그릿이 높은 사람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

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있다고 한다(Maddi 

et al., 2013). 또한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Jung & Jeong, 

2018),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Jung et al., 2020)는 그릿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그릿은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

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열정과 인내인 그릿이 아동의 미디어

기기 과의존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반

면,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을 악화시킬 것이라 예측되는 또 다

른 요인으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

능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문제해결 세트를 유

지하는 능력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부적절한 행동과 정서를 통제

하며, 목표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의집중을 유지하게 

한다(Welsh & Pennington, 1988). 집행기능이 부족한 아동은 

계획을 세우는 능력과 통제력이 부족한 반면 충동적이고 감각적

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은 더 높으므로 즉각적인 보상과 피드백이 

주어지는 미디어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의집중 

결함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Oh 

& Ha, 2014). 또한 집행기능 곤란과 유사한 개념인 낮은 자기조

절 능력과 자기통제력은 미디어기기 과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낮은 자기조절 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위험을 예측하

였고(Van Deursen et al., 2015),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원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한 휴대폰의 사용 정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몰

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Koo & Kim, 2015). 이러

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집행기능이 부족한  아동은 자신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어기기 사용을 계속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기능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자기조절능력은 비교적 부족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집행기능의 부족과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과다하게 의존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여겨지는 집행기능 곤란은 학업스트레스와도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집행기능은 새로운 자료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학업의 복잡성이나 불명확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으며(Zelazo et al., 2016),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주

의를 산만하게 하고(Shields et al., 2016), 작업기억과 인지적 유

연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De-Sola Gutiérrez et al., 

2016).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목표에 대한 표상을 유지하고 목

표에 맞추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Miller & Cohen, 

2001), 자기통제능력을 손상시켜 목표지향적인 반응을 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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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충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을 하도록 유도한다(Wolff et al., 

2021). 이상의 연구로 미루어볼 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미디

어기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

스가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관계는 집행기능과 유사한 개념인 자

제력이 가족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Kim, Min et al., 2018)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릿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 Yu, 2019)에서 그릿과 집행기능

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릿

이 높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고 개인의 내외적

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높으므로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하며 행동이나 정서를 통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연구에서 목표지향적 사고와 행동, 과제의 

관리와 계획, 인지적 및 정서적 통제 등과 같은 집행기능의 다양

한 측면을 제어하는 전두엽의 활성화정도가 그릿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매개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Wang et al., 2017)로 미루어 

볼때 집행기능 곤란은 아동의 그릿과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의 그릿은 더 장기

적이고 상위의 목표를 다루며 동시에 열정과 같은 정서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기능은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을 억제하여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Duckworth & 

Gross, 2014)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릿과 집행기능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

행기능 곤란은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아

동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각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불어 아동의 학

업스트레스는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미디

어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구

조적인 관계를 규명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연구  문제 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미디

어기기 과의존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제11차년도(2018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전국에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

된 2,15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성

인기에 진입하는 2027년까지 매해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

아동패널은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학교 특성, 육아지

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등 아동과 아

동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본 연구

에서는 2018년도 조사 자료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

답한 아동의 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1132명의 자료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조사일 기준으로 아동들은 초등학교 4학년으

로 연령은 만10세 1개월에서 만10세 9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평

균은 만10세 4개월이었고 성별은 남아가 540명(47.79%), 여아가 

592명(52.31%)이었다. 모의 평균 연령은 40.93세, 부의 평균 연

령은 43.37세였다. 

미디어의 컨텐츠 종류별 이용 정도를 ‘전혀 사용안함’, ‘가끔 사

용함’, ‘자주 사용함’‘매일 사용함’까지 응답하는 질문에서 응답 아

동 중 719명(63.5%)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미디어기기를 자주 

또는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게임에는 623명(55.0%), 정

보검색은 405명(35.8%), SNS는 439명(38.8%), 학습에는 309명

(27.3%)이 매일 또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1)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했던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Grit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Media device
addiction

Academic stress

Figure 1. Hypothes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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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평정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

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아동 자신이 평정하며, ‘그런적 없

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 Cronbach’s a는 

.795로 나타났다. 

2) 그릿

아동의 그릿은 Kim과 Hwang (2015)이 Duckworth의 8-item 

Grit Scale-Children을 한국아동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용 

끈기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Kim과 Hwang (2015)은 하위

척도 없이 하나의 구인으로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Varimax 

요인분석 결과 척도의 원 개발자인 Duckworth & Quinn (2009)

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속적 관심(consistency of interest)과 꾸준

한 노력(perseverance of effort)의 2요인 구조로 확인되었다. 그

릿의 원 척도는 8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를 과도하게 낮추는 지속적 관심의 한 문항과 꾸준한 노력의 한 문

항을 제외한 총 6 문항의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릿척도는 아동 본인이 평정하며, ‘OO이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니’와 같은 지속적 관심을 나

타내는 문항과 ‘OO이는 노력가라고 생각하니’와 같은 꾸준한 노

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릿 척도는 ‘전혀 그렇

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

이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Hwang(2015)이 보고한 아동용 그릿척도의 문

항내적 합치도 Cronbach’s a는 .71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

속적 관심 .652, 꾸준한 노력 .567, 전체는 .649로 나타났다. 

3)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Song (2014)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

상으로 타당화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집행기능 곤란 척도는 ‘무슨 일이

든 시작하기 힘들어 한다’등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 ‘너무 거

칠게 행동한다’등 행동통제 곤란 11문항,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

게 폭발한다’등 정서통제 곤란 8문항,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등 

부주의 4개 문항, 총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기능 곤란은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하며,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

의 곤란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ng (2014)이 보고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

기능 곤란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 Cronbach’s a는 계획-조직

화 곤란 .868, 행동통제 곤란 .877, 정서통제 곤란 .868, 부주의 

.889이고 전체는 .9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계획-조직화 곤

란 .889, 행동통제 곤란 .844, 정서통제 곤란 .899, 부주의 .910

이고, 전체는 .945로 나타났다. 

4) 미디어기기 과의존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

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한

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본 척

도는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의 PC·스마트폰의 과의존 정도를 평

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구성

된 4점 Likert 척도이다. 미디어기기 과의존 척도는 ‘PC·스마

트폰 사용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등 일상생활장애 5문항, 

‘PC·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적으로 변했다’등 금단 4문항,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등 내성 4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요인 총 13문

항 중 신뢰도를 과도하게 낮추는 금단의 한 문항과 내성의 한 문

항을 제외하고 총 11 문항의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정형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PC 및 스마트폰의 과의

존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는데, PC, 스마트폰 행위에는 게임하

기, SNS 보내기, 동영상 보기, 인터넷 하기 등 미디어 기기를 이

용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

의존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는 일상생활장애 

.768, 금단 .713, 내성 .600, 총문항 .88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ver 25.0과 AMOS ver. 23.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를 사

용하였고,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

기 과의존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고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고 χ2값과 CFI, 

NFI, TLI, 그리고 RE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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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학업스트레스가 그릿과 집행

기능 곤란을 차례로 매개하여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순차

적 매개효과는 Phantom 변인을 설정하고 Bootstrapping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에서 p＜.05로 유의수준

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기 과의

존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기 과의

존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본 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

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서와 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의 하위요인인 지속적 관심

과 꾸준한 노력, 집행기능 곤란의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그리고 미디어기기 과의존의 일상생

활장애, 금단, 내성 간의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측정 변인의 다변량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왜도(Skewness)는 -.083∼1.7까지였고 첨도(Kurtosis)는 .020

∼3.1까지로 나타나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4를 넘지 않아 모든 측정변인이 정규분포를 보

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통계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추정치는 Table 2과 

Figure 2에 각각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χ
2비롯해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χ2값은 표본 수가 많

은 경우 대부분 p값이 .05미만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CFI, 

NFI, TLI는 .90이상, RMSEA는 .80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Kim, Jung et al., 2018). Table 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FI .964, NFI .959, TLI .946, RMSEA 

.076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적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델의 잠재변수들 간의 상

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Figure 2에서와 같이 상관계수는 .49이하

로 나타나 구조변인들 간의 변별 타당도의 평가기준 .85이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2009). 그리고 수렴 타당도

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꾸준

한 노력을 제외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50이상으로 나타

났다. 요인부하량이 .50미만으로 나왔더라도 그 변수를 빼면 구

성개념의 의미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측정모델의 적합도가 양호

하고 값이 너무 낮지 않다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

에(Kim, Jung et al., 2018; Yu, 2013), 본 연구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 

그리고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미디어기기 과의존

에 각각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더불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그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N=1132)

 1 2 3 5 6 7 8 10 11 12

1. Academic stress 1

Grit 2. Consistency of interest -.43*** 1

3. Perseverance of effort -.23*** .29*** 1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4. Planning-organizing .19*** -.20*** -.19*** 1

5. Behavior control .15*** -.13*** -.11*** .65*** 1

6. Emotional control .10** -.09** -.07* .45*** .54*** 1

7. Attention concentration .12*** -.16*** -.13*** .60*** .51*** .39*** 1

Media device addiction 8. Disturbance of adaptive life .14*** -.17*** -.12*** .37*** .38*** .28*** .32*** 1

9. Withdrawal .12*** -.16*** -.10** .36*** .45*** .41*** .33*** .79*** 1

10. Tolerance .10*** -.15*** -.12*** .31*** .32*** .25*** .27*** .79*** .69***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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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과 집행기능 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간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구조모형

의 적합도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FI .966, NFI .960, 

TLI .948로 .90보다 크고, RMSEA가 .068로 .08보다 더 작은 것

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표준화 계수는 Figure 3과 같고, 변인 간 

경로계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Figure 3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β=-.60, p＜.001)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기능 곤란(β=.01, ns)

과 미디어기기 과의존(β=-.04, ns)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동의 그릿이 집행기능 곤란(β=-.31, 

p＜.0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집행기능 곤란이 미디어기기 

과의존(β=.48, p＜.0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그릿이 

미디어기기 과의존(β=-.14, p＜.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 test를 사용하여 살펴보

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서 보듯이 아

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미디어기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179, p

＜.01)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고, 학업스트레스가 집행기능 

곤란으로 가는 간접경로(.185, p＜.01)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그

릿이 미디어기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146, p＜.01)에서도 간

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매개하

는 단일매개 모형이 아니라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이 매개변인으

로 존재하는 다중매개모형이다. 다중매개모형인 경우 Amos에서 

보고하는 간접효과는 총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인데, 다중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변수와 관련된 간

접효과는 특정간접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Bae, 2018). 즉 아동

의 학업스트레스→그릿→미디어기기 과의존, 학업스트레스→집

행기능 곤란→미디어기기 과의존 그리고 학업스트레스→그릿→

집행기능 곤란→미디어기기 과의존의 간접효과를 각각 살펴보아

야 하는데, 이때 Phantom variable을 이용할 수 있다. Phantom 

variable을 사용한 매개효과 검증은 표준화계수의 유의확률이 산

출되지 않아 비표준화계수로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

인한다(Bae, 2018). 본 연구에서 특정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설정한 모형은 Figure 4와 같고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을 매개로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간접적인 영향(B=.04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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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Table 2. Goodness of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Model c2 p df c2/df CFI NFI TLI RMSEA

179.095 .000 24 7.462 .964 .959 .946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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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을 주고,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

의 이중 매개경로를 통해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간접적인 영향

(B=.045,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ootstrapping 

test를 통한 검증결과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설정한 Phantom variable을 사용한 경로 중 아동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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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model.

Table 3. Goodness of Fit of the Structural Model

Model c2 p df c2/df CFI NFI TLI RMSEA

187.880 .000 30 6.263 .966 .960 .948 .068

Table 4. Path Estimates of the Model

Path B b S.E. C.R.

Academic stress → Grit -.406 -.604*** .025 -16.026

Academic stress → Media device addiction -.018 -.036 .022 -.816

Academic stress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004 .011 .022 .194

Grit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182 -.306*** .045 -4.013

Grit → Media device addiction -.107 -.141** .045 -2.368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 Media  device addiction .611 .477*** .045 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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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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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 Direct Indirect Total

Academic stress → Grit -.604 - -.604

Academic stress → Media device addiction -.036 .179** .143

Academic stress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011 .185** .196

Grit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306** - -.306

Grit → Media device addiction -.141 -.146** -.287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 Media device addiction .477** - .47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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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트레스가 집행기능 곤란을 거쳐 미디어기기 과의존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132명을 대상으로 아동

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고 결론

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그릿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였지만,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미디어

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는 그릿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이 학교성적이 좋지 않거나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해진 목표에 장기

간 관심을 유지하고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이를 이겨내는 능력

인 그릿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스

트레스가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O’Neal, 2018)와 

간호대 학생들의 그릿에 학업스트레스가 부적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난 연구(Jung & Jeong, 2018)와 유사한 결과로, 아동의 과중한 

학업부담은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의 열정

과 끈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집행기

능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억제, 그리고 작업기억

은 손상시켰지만, 행동에 대한 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De-Sola Gutiérrez et al., 2016)와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가 작업기억, 억제, 인지적 유연성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연구(Cumming, 2016)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은 계획-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부주의이며, 또한 집행기

능 변인을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학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

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와 본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교

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그릿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함께 설정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스트레스가 집

행기능 곤란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기 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

Grit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cademic stress

A

B

Smart device
addiction

P2 P4

P1 P3

P5

P6 P7C

A

D C

A E

B

D CE

Figure 4. Indirect effect model using a phantom variable.

Table 6. Specific Indirect Effects

Path B SE
95%Cl

LL UL

Academic stress → Grit → Media device addiction .044** .020 .011 .085

Academic stress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 Media device addiction .003 .015 -.030 .030

Academic stress → Grit →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 Media device addiction .045** .013 .022 .07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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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

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 밝힌 Oh와 

Kim (2019) 그리고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 청소년이 스

마트폰에 빠져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한 Kim과 Shin (2016)의 결

과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Kim 등(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고 밝혔다(Kim et al.,2017). 본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미

디어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

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는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매개변인들을 통해 간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아동의 그릿은 집행기능 곤란과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각

각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그릿은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나 시련

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이겨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끈

기가 높으면 아동이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하며, 자신의 행동과 정

서를 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서의 곤란을 낮추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이 높은 유

아는 억제, 전환, 감정조절, 계획 및 조직화 등의 집행기능도 높

다고 보고한 Lee와 Yu (2019)와 초등학생의 그릿은 인지적, 행동

적, 정서적 자기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충동을 조절하고 노

력을 조절하며 목표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Kim (2018)의 연

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

의존 중재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에 대해 오랫동안 끈기와 열정을 

갖게 하는 그릿과 부적절한 충동을 억제하여 자신의 행동과 반응

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는 집행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아동의 그릿은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높은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신에게 닥친 문제나 시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겨내려는 강

력한 의지가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미디어기기에 의존하려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상

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요소인 끈

기, 열정, 노력과 같은 그릿이 학업열의나 부모 영향보다 스마트

폰 의존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Kwon과 Lee (2020)와 그릿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Kim과 Kim (2021)의 연구

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

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상위목표를 적절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인식하고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계획이나 조직화

에 곤란이 있고,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주의력이 부

족하면 스마트폰이나 PC등의 미디어기기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력이 낮은 아동은 집중이 분

산될 때마다 언제든 꺼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

성이 높고(Oh & Ha, 2014), 집행기능 곤란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Min (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낮은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몰입할 가능성이 높

다는 Koo와 Kim (2015)과도 유사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Lim (2020)과 Choi (2014)는 미디어기기의 과도한 사용

이 주의집중 및 충동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손상

시켜 집행기능 곤란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와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집행기능 곤란은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과다

하게 몰입하게 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기기의 과도한 사

용으로 유발된 결과 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 

중 충동통제와 작업기억,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초등학교 시기(Lee & Hong, 2006) 아동들의 미디어기기 의존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을 매개로 미디어기기 과의

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

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목표의식을 통해 장기적인 성취를 위

해 끈기있게 나아가는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아동은 미디어

기기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그릿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Choi와 Yoo 

(2019)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즉, 아동의 높은 학업스트레

스는 열정과 인내를 약하게 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

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투지를 감소시키고, 이는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의 공간인 스마트폰이나 PC등을 사용해서 게임, 영상, SNS

등에 몰입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경향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미디어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지 학업스트레스의 직접

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숙제, 시험, 지겨운 공부 등에서 기인한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적 자원인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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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파생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과 집행기능곤란을 순차

적으로 매개하여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

다는 회피하고 부정하도록 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게 한다(Maddi et al., 2013). 또한 낮아진 그릿은 문

제해결력을 저하시켜(Lam et al., 2020),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

동들은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미디어기

기에 과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기기에 과

다하게 의존하는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이로 인

해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Shin, 2017), 결과적으로 학업스트레

스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

라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아동의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그릿과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하여 미디어기기 과의존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미디

어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그릿을 증진시키고 

집행기능곤란과 학업스트레스는 낮출 필요가 있다. 

아동의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전략을 가르치

고, 자신의 자질과 재능이 노력으로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인 성장 마인드세트(Growth mindset)를 채택하게 

하며, 장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며, 스트레

스와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몰입경험을 통한 흥미 발견을 촉진하는 것은 그릿 

증진에 좋은 방안이지만 인터넷 게임을 포함한 미디어의 남용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Hwang & Nam, 2021). 

또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과

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누고, 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합

리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주변 환경

을 정돈하고,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

며, 과제를 완성한 후에는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잘 하지 못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2011). 특히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을 줄

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업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는 억눌린 감정 풀어주

기, 명상하기, 스트레스에 수반되는 감정을 관리해 주기, 목표

와 가치를 적절히 변화시키기 등이 제안되었지만(Zarei et al., 

2016) 무엇보다도 학업스트레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와 부모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표본을 이용하여 자기통제력이 상대적

으로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아동기를 대상으로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

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릿 척

도는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 두 요인 모두에서 낮은 신뢰도

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형으로 표준화된 그릿 척도의 개발이 필

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자료는 2018년에 수집되었기 때문에 

COVID-19 이후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의 양상을 살펴볼 수 없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 및 집합금지로 인해 아

동들의 미디어기기 사용 시간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길어진 상

황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적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거나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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