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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어머니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영향과 반응성의 매개효
과를 단기종단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3-5세 유아-어머니 144쌍(남아 73명, 여아 71명)을 대상으로 
시점 1에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6개월 후인 시점 2에서 유아의 몰입경향성
과 모-아 상호작용 동안 양육자 반응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과의존과 유아의 몰입경향성은
어머니 보고를 통해, 양육자 반응성은 모-아 상호작용 녹화 자료에 대한 관찰자 코딩을 통해 수집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점 1에서의 유아의 몰입경향성을 통제했을 때, 시점 1에서의 어머니의 과의존 경향성은 시점 2에
서의 양육자 반응성을 매개로 시점 2의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간접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양육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특성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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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n effect of moth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and short-term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mother’s responsiveness on children’s overindulgence tendency in 
smart devices. A total 144 children-mother dyads(male 73, female 71)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mother’s smart phon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overindulgence tendency in smart devices were measured at time 1 and mother’s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overindulgence tendency were measured at time 2, six months later. When Time 1 children’s 
overindulgence tendency in smart devices was controlled, Time 1 mother’s smart phone 
overdependence significantly predicted time 2 children’s overindulgence tendency. This study suggested 
empirical findings that caregiver’s smart device were related with children’s overindulgence tendency.

Key Words : Early childhood, Overindulgence tendency in smart devices, Mother’s responsiveness, 
Mother-child interaction,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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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는 언제 어디서
든 원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종류 또한 교육 
뿐 아니라 게임 및 음악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매
우 다양하다. 이러한 즉시성과 용이성, 다기능성은 과몰
입으로 연결될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킨다[1]. 더욱이 아
동이 스마트기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연령은 갈수록 하
향화되어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2.27세로 보고되고 있
다[2]. 이처럼 스마트기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연령이 
하향화됨에 따라 생애 초기 스마트기기에 대한 몰입경향
성 혹은 과의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몰입경향성(overindulgence tendency) 혹은 과몰입
(over immersion)이란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된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유의미한 장애로 볼 수는 없지만 
몰입으로 향하는 경계선적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 관심사가 특정한 것에 몰두되어 대인관계와 일상
생활 활동에서 부적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
다[3]. 이러한 몰입경향성은 영유아의 경우 더 나이 든 아
동이나 성인들의 중독 개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
는 경향이 있다[4]. 스마트기기에 노출되는 연령이 하향
화되는 추세에 따라 생애초기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
경향성 역시 증가될 수 있다. 실제로 만 5세 유아의 부모
를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환경과 과몰입 정도를 
알아본 결과 스마트폰 과몰입 유아의 비율이 17%에 달
했다[5].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
원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유아동 10명 중 2명은 스마트
기기로 인한 금단, 내성 및 일상생활 장애를 경험하는 과
의존 위험군에 해당된다[6].

최근 여러 연구자들은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부정
적 발달 결과 간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구체
적으로 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주
의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7] 정
서조절에서의 곤란도 보고되었고[8] 또래관계 문제와 발
달문제 등 문제행동과 관련성도 나타났다[9]. 요컨대 유
아기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자칫 부정적 발달 결과와 
관련성이 깊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
기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유아기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10], 어머니의 양육행동[11, 
12], 어머니의 놀이참여도[13],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
존 경향성[14-16] 등이 보고되어 왔다. 이 중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은 어머니가 유아기 동안 행동발
달의 모델이자 주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
로 관찰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주요한 모델이 되며
[11], 모-아 상호작용을 손상시킴으로써[12] 유아의 스마
트폰 몰입경향성과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모-아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아동 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체적인 기제이자 
경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어머니
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양육자의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부적응,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 저하 등 지속적으로 영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과도 관련
된다는 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스마트기기 중독경향성
과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간 관련성에 대한 연
구결과들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모의 스마트기기 중독경향성이 모-아 상호작용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어떻게 유아의 스마트
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직접 살펴본 연
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명확한 이론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McDaniel과 Radesky는[14] 
유아기 자녀를 둔 17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스마
트기기 과의존 경향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스마트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현저히 방해받고 끊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유아의 문
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Wofers 등도
[15] 어머니와 0-3세 영유아 89쌍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을 오래 사용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반응성이 낮았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
면,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자녀와의 원활한 상호작
용을 방해하고 특히 자녀의 행동에 대한 민감하고 적절
한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김연수와 정윤경은[16] 3-5세 사
이의 유아-어머니 124쌍을 대상으로 3개월 간격으로 3
회 가정 방문을 통해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
성과 모-아 상호작용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시점에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이 높을수
록 이후 6개월 간 모-아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반응적 행
동과 부정적 행동의 변화폭이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시점 1에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이 높
을수록 이후 두 시점에 걸쳐서 반응적 행동의 감소는 크
고 부정적 행동의 증가량이 큰 경향이 있었다. 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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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1에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이 높을수록 함
께 있는 자녀들의 행동을 무시하고 요청에 잘 반응하지 
않고 얼굴을 찌푸리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빈번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살펴 본 연구들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모아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몇몇 한계가 있었다. 즉, McDamiel
과 Radesky의 연구는[1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
상으로 부모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상호작용에서의 저해
를 살펴보았지만 부모의 자기보고자료만 수집되었다. 한
편 Wofers 등은[15] 모-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반응
성을 관찰자의 평정을 통해 측정하였으나 관찰 시간이 
통제되지 않았고 놀이터와 같은 짧은 에피소드에 제한되
어 있었다. 김연수와 정윤경의 연구는[16] 어머니의 스마
트기기 과의존과 모-아 상호작용 간 인과적 관련성을 종
단적,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으나 아동의 스마트
기기 몰입경향성과의 관련성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이 원활한 모-아 상호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유아의 스
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세 변인들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생애초기 스마
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이 유아의 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모-아 상호작용에
서 어머니 반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무엇

보다 횡단적 자료로는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추
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6개월간의 단기종
단자료를 통해 시점 1(T1)에 측정한 부모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이 실제로 6개월 후(시점 2, T2)에 모-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에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해당 시점에서의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방법

2.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유아-어머니 144쌍(자녀 성별 남아 73명, 여아 71명)이
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터넷 육아 사이트에
서의 연구참여 공고를 통해 모집되었다. 자발적인 연구참
여를 원하는 보호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가정 방문에 대
한 동의를 얻었다. 참여의사를 밝힌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보호자에게 서면 연구설명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절차
와 예상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원할 경우 
연구 진행 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가정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평균 연령은 만 
3.95세(3세 50명, 35%; 4세 49명, 34%; 5세 45명, 
31%)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20-40대에 걸쳐 있었다
(20대 38명, 26%; 30대 89명, 62%; 40대 17명, 12%).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전업, 취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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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만 취업 순이었다(아버지 취업(어머니 전업) 77명, 
53%; 어머니만 취업 1명, 1%, 부모 모두 취업 66명, 
46%)였다. 유아의 평균 연령 및 어머니의 연령, 취업 여
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이
후 분석에서는 이들 변인에 따른 집단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코딩 및 분석은 2019년 12월
에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시 연구책임자와 아동학 전공 
학부졸업생 2명, 총 3명이 연구참여 가정을 개별 방문하
였다. 첫번째 방문에서 연구자는 연구목적 및 절차에 대
해 자세히 안내한 다음 어머니는 질문지를 통해 자신과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질문지 작성 
뿐 아니라 일대일 모-아 상호작용 녹화(평균 20분)에도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6개월 간격
으로 수집된 자료들이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절차와 연
구도구는 소속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사용되었다.

2.3 도구
2.3.1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성인용 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17]. 전체 15문항 중 13문항
은 스마트 기기 이용 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Likert 4
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머지 2
문항은 스마트기기를 주중과 주말에 비업무용으로 이용
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13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13-52점이
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79였다.

2.3.2 모-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
모-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반응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20분 동안 유아와 어머니의 자유놀이 상
황을 녹화하였다. 두 사람은 전화기 장난감 2개, 공, 인
형, 이야기 책, 인형의 집 세트가 담긴 바구니를 앞에 두
고 마주 앉아서 가능한 평소와 같이 자유 놀이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모-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은 

Caregiver-Child Affect, Responsiveness, and 
Engagement Scale(이하 C-CARES)[18]를 통해 분석
되었다. C-CARES는 개발된 영유아기 모-아상호작용시 
어머니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평정 척도이다[16, 18].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반응성(responsiveness)은 아동
의 언어적․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어머니의 전반적인 반응
성의 정도를 뜻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눈맞춤, 아
동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 등을 뜻하였다.

C-CARES에 근거한 어머니의 반응성은 실험 가설을 
모르는 발달심리학 전공자 2명이 평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평정자들은 총 20분의 녹화자료에서 앞뒤 2분 30초
씩을 제외하고 15분간을 3분씩 분할한 다음 어머니의 반
응성을 1점부터 5점까지 평정하였다. 평정자들은 각 어
머니의 행동 특성에 대한 2회의 사전 교육을 통해 내용
을 숙지한 후 함께 녹화된 비디오를 관찰하여 각 차원에 
근거한 상호작용 특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범위는 
5-25점이었다. 평정자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
된 자료 중 20%인 28명의 자료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
도는 .87이었다. 이때 평정자간 신뢰도의 산출은 녹화된 
상호작용 자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였다
[19-21].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유아의 모-아상호
작용 및 사회인지 행동 자료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 산
출은 수집된 전체 자료의 15-29%에 대해서 이루어지므
로 본 연구에서도 20%의 자료에 대해 평정자가 따로 코
딩한 후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많은 연
구에서 행동자료의 평정자는 관련 전공의 학부 혹은 석
사생 이상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일반적인 기
준을 따랐다.

2.3.3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황태경과 손원경이 

개발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3]. 어머니 보고를 통한 
총 11문항의 4점 척도로서 점수 범위는 11-44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중독경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문 시점(T1)에서 측정된 어

머니의 스마트기기 과몰입 경향이 6개월 이후(T2)의 모-
아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을 매개로 6개월 이
후의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몰입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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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B SE β

T1 Moth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 T2 Mothers’ responsiveness -.07 .02  -.30***

T1 Moth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 T2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18 .04   .27***

T2 Mothers’ responsiveness → T2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57 .22 -.25**

T1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 T2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24 .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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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Path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Respon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and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과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
인하기 위하여 시점 1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
성을 통제하였다.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하
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은 SPSS 23을,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검증
은 Mplus 7.4를 사용하였다.

3. 결과

우선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고, 경로 분석 및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3.1 주요 변인 간의 상관
주요 변인 간 상관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 경향은 어머니의 반응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
으며(r=-.31, p<.01), T1과 T2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r=.41 ~ .32, p<.01). 어머니의 반응성은 T1에서 
어머니의 과의존 경향성, T1과 T2의 유아 스마트기기 몰
입경향성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35 
~ -.27, p<.01).

3.2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이 유아의 스
    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
    니 반응성의 매개 효과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과 유아의 몰입경향

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반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2에, 경로 계수를 Fig. 2에,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활용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Table 3
에 제시하였다. Table 2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T1에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성은 T2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β=.30, p<.001), T1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
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T1의 어머니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이 높을수록 T2의 어머니 반응성 수준이 낮아지고
(β=-.27, p<.001), T2의 어머니 반응성 수준이 낮을수록 
같은 시점의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β=-.25, p<.01)으로 나타났다.

1 2 3 4
1. Moth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T1) 1

2. Mothers‘
 responsiveness (T2)

 
-.37** 1

3.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T1)

 .39** -.27** 1

4.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T2)

 .41** -.36** .45** 1

**p<.0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한편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경향과 아동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반응성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컨대 유아의 스
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대해서는 어머니 스마트기기 과
의존 경향성의 직접효과와 어머니의 반응성에 의한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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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diating model of Mother’s responsiveness on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Variables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T1 Mothers’ smart device overdependence
→ T2 Mothers’ responsiveness
→ T2 Children’s smart device overindulgence tendency

.04 .02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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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Responsiveness

기기 과의존 경향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직
접 증가시킬 뿐 아니라 모-아 상호작용 시 어머니의 반응
성 수준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도 몰입경향성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
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과 어머니 
반응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수집된 
단기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첫째, 상관분석에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
성은 어머니의 반응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점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
향성과는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여 선행연구 결과와 일
관되게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임이 재확인되었다[11-13]. 특히 어
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은 6개월 후의 모-아 상

호작용시 어머니의 반응성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임으로
써,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이 모-아 상호작용시 유아의 
말과 행동에 대해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심할수록 반응성 초기값과 변화폭
이 크다는 선행연구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16].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과 유아의 스
마트기기 몰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반응성의 매
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
의 직접효과와 어머니 반응성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
였다. 즉 시점 1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통
제했을 때 6개월 뒤인 시점 2에서 스마트기기 몰입경향
성은 시점 1의 어머니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에 의해서
도 설명되는 동시에 시점 2의 어머니 반응성을 통해서도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서 
양육자 변인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어머니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은 유아
의 스마트기기 사용에서 중요한 사회적 모델로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모-아 상호작용에서 반응성을 현저히 저해
시킴으로 유아로 하여금 직접적인 면대면 상호작용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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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했을 수 
있다. 이는 양육자와 유아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부정적인 아동 발달 간 관련성을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16]. 유아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관계
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
는 방법을 배워 나간다. 모-아상호작용 중 반응성은 동시
작용적 상호성을 유발하며 애착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어머니 행동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22, 23]. 어
머니와 유아, 양쪽 모두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
존과 몰입은 이러한 놀이기반적 모-아 상호작용을 저해
하여 결과적으로 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양육자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유아의 스마
트기기 몰입경향성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두 변인 간 관련성에서 어머니 반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양육자의 스마트기기 과
의존과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 간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러한 상관이 얻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연구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모-아 상호작
용을 통해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 초기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한 가
지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앞서 기술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는 서울 경기 지
역에 거주하는 유아와 어머니가 참여하였다. 이는 여러 
시점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 종단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일정 기간 추적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를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 연구에서 여러 지역을 포함시켜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우울 및 불안, 부부갈등 및 결혼불만족 등의 
변인을 포함시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근접환경체계들을 포괄하는 종합적 
이론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
과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어머니의 자기보고
를 통해 수집되었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을 관

찰자 평정을 통해 측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
해 유아기 동안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
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보다 폭넓
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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