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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취학아동의 미디어 중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배경

2019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초등4학년의 인터넷 과의존 비율은 2017

년 8.1%, 2019년 10.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제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들은 미디어 매체에 더 쉽게

중독되며, 중독의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발현한다. 아동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해 아동 생애 전반의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상 및 방법

취학 아동의 미디어 중독 여부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08년∼’17년

아동 패널 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아동 개인의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 출생 시 체중, 분만형태, 2008년 발달검

사 결과와 2010년 발달검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부모 요인으로 모의 나이, 모의 산전 우울, 8개년간 모의 우울 지수, 부모의

최종학력, 모 흡연 여부를 사용하였다.

·환경요인으로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 양육분담지수, 부모의 맞벌이 여부,

아동의 개별 방 소유 여부, 하루 중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형제 유무,

아동의 학교적응지수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미디어 중독 유무를 정상,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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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아동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과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인 경우 여아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는 1.88(95% CI: 1.18-3.00),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는

1.84(95% CI: 1.36-2.49)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에서

는 의심스런 발달을 보인 아동이 정상인 아동에 비하여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

즈비가 1.76(95% CI: 1.15-2.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1점 높아질주록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는 0.91(95% CI:

0.86-0.98)로 줄어들었다.

부모 요인으로는 8년간의 모 우울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의 우울기간이 1년 길어지는 경우 아동이 잠재적 위험군이 될 오즈비가

1.14(95% CI: 1.02-1.28), 고위험군이 될 오즈비 역시 1.24(95% CI: 1.15-1.33)

으로 증가하였다.

환경 요인에서는 아동 혼자 보내는 시간, 아동의 개별 방 여부, 형제여부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시간 이상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동이 고위험군이 될 오즈비는 2.39(95% CI:

1.53-3.73)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개별 방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개별 방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에 이환되는 오즈비가 0.63으로 감소하였고, 외동인 아동에

비해 형제가 있는 경우, 고위험군에 이환되는 오즈비가 0.53(95% CI:

0.34-0.85)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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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합적으로,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임신

및 육아기 부모의 우울도를 낮추며, 아동이 육아 공백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병원 및

학교에서는 정책적으로 발달검사 결과 의심되는 발달로 판정받은 아동이거나

남아의 경우 유아기, 청소년기의 미디어 사용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

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가정에서는 아동이 비자의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최소 2시간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상황이 가용하다면 개

별 방을 꾸며주거나 형제와 함께 생활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아동의 미디어 중

독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심어: 취학 아동, 미디어 중독, 모 우울,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아동의 자아존중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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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인터넷 기반의 사물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일상생활에

서 인터넷 및 미디어 기기는 TV, 컴퓨터를 넘어서서 일상 가구로 그 범주를

뛰어넘고 있다. 냉장고에서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미디어 기기가 보

편화 되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자동차나 로봇의 보편화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4시간 눈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 TV, 컴퓨터 등의

미디어 기기에 노출하는 시간을 셈하는 것보다 미디어 기계와 떨어져 있는 시

간을 셈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우리는 지금 미디어 기기에 제한 없이 노출

되어 있다. 2017년 대한민국의 미디어 기기 보유율은 디지털 TV 88.3%, 셋톱

박스 85.7%, 라디오 5.2%, 노트북 26.6%, 가정용 전화기 55.2%를 기록하였고,

휴대폰 보유율은 2012년 90%를 돌파한 이래 2017년 95.0%를 기록하였다

(20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음식점에서 아이와 밥을 먹는 부모 중 식탁 위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틀어

주지 않고 먹이는 경우를 보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고, 지갑은 잃어버리더라

도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말할 수 없이 곤란하고, 가족끼리 집 현관 비밀번호

는 공유하더라도 핸드폰 잠금장치는 열어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디

어 기계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생각과 감정 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도구가

된 것이다. 이런 세태에서 많은 사람이 현실 세계보다 미디어 속의 세상에 집

중하는 요즘의 현실은 짐짓 당연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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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addiction’은 어원에서 그 의미를 고찰할 때, 라틴어 ‘addicene’에서 유

래 한 말로써, 원래 ‘동의·굴복·양도하는 것’이란 의미를 지닌다(2012, 배상률).

과거에 중독은 알코올이나 마약 등 주로 약물을 대상으로 하는 단어였다. 하

지만 올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 베타초안

(ICD-11beta draft)의 물질 및 행위 중독 질환 범주에 게임 장애

(gaming-disorder) 항목을 신설하면서, 현대인의 미디어 매체 사용이 도마 위

에 올랐다. 현재 중독의 정의 안에 미디어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전 세계에서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인터넷은 어떤 대상이 아

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에 중독될 수는 없다(Internet

addiction disorder, 2008)는 의견과 이미 많은 사람이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장애의 범주에 속한

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서로 맞서고 있다.

1970년대 거브너(Gerbner) 교수는 TV 시청시간을 기준으로 중시청자 (heavy

viewers)와 경시청자 (light viewsers)로 구분하여 경시청자에 비해 중시청자

들이 세상을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Gerbner & Gross, 1986), 국내 연구 중에서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다양한 신

체 증상이 야기되고 가족 간의 갈등, 대인관계 부적응, 학교생활의 어려움, 성

적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행 및 범죄와 연루된다고 보

고하고 있다(장재홍 등, 2004).

2019년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에 있는 초등 4년·중등 1년·고등 1년

청소년 128만6천56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20만6천102

명(16.0%)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있으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

존 청소년 비율은 2017년 14.3%, 2018년 15.2%로 매년 1%포인트 가까이 증가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19년 현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수는 7

만1천912명에 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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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수가 8억 명을 넘어선 중국에서는, 사설 인터넷 중독 치료

캠프가 중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어 그 효과성과 청소년 인권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2019.6.27.)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미디어 매체

의 과다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의 개념으로 굳어지는 추세이나, 진단부터

치료 및 예방이나 관리까지는 명백한 근거나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인보다 통제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들은 미디어 매체에

더 쉽게 중독되며, 중독의 부작용은 깊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진단 및 치료·교육·예방하는 국가적

관리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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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연구의 목적은 취학아동의 미

디어 중독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취학아동의 미디어 중독 예방에 기여하기 위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미디어 중독 아동의 출생 시점부터 아동 생애 전반의 다양한 요소를

변수로 발췌하였으며, 부모 요인, 가정 내 양육 환경 및 학교적응 간 지표

가 되는 척도를 발췌하여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나. 취학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동이 미디어 매체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여 다채로운 기회와 도전으

로 향하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기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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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중독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 따

르면 올해 63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은 디지털경쟁력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4계

단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연합뉴스, 2019.9.27.).

한국의 디지털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IMD가 디지털경쟁력 순

위 발표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이며, 대한민국의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미디어 기기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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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연합뉴스, 2019]

그림 1. 디지털경쟁력 상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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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 소비 실태를 분석하면, 2017년 기준 10세 미만

아동의 53.4%가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고 있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

터넷진흥원, 2017), 2010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게임 이용시간은 평

일 2시간 13분, 주말 2시간 33분(배상률, 2010)으로 일주일에 16시간 이상 게

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량과 미디

어 기기 의존 정도는 다분히 적정 수준을 넘은 것으로, 2019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14.3%(60,314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11.2%(49,514명) 초등학교 4학

년 학생의 10.6%(44,579명)가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019, 여성가족부).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2019]

구분 (단위:명) 2017년 2018년 2019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합계 129,966 140,421 154,407 

위험사용자군 12,646 13,440 14,790

주의사용자군 117,320 126,981 139,617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합계 135,181 120,840 123,607

위험사용자군 16,165 14,324 14,456

주의사용자군 119,016 106,516 109,151

표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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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상화된 미디어 기기의 오남용이 결과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

는 영향은 다분히 부정적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 사용시간이 적은 그룹일수록 시민적 참여의식

이 높았으며, TV 이용이 적을 그룹일수록 자존감이 더 컸다. 반면에 TV를 많

이 보는 그룹일수록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

었으며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은 자신의 동네에 대한 안전 인식도가 낮았다

(배상률, 2012). 전반적으로 미디어 매체를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는 아동 대비

사용시간이 높은 아동의 경우 아동 개인의 정신 심리 발달 및 대인관계와 사

회적응 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디어 중독 아동의 폭력성향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이 최소한 중학생에서 폭

력성을 배양하지 않는 것(김수아, 2012)으로 나타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반면에 인터넷 및 게임중독은 폭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서술한 연구가 많

았다.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인

터넷 중독 정도가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폭력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승민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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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관련 요인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그 유발 요인을 찾는 다양한 연구를 간추려, 그 관련

요인을 요약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불안 등의 개인적 요인이 미디어

중독의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이거나 과보

호하는 경우가 영향을 미치며,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학교생활, 친구 관계,

사회적 지지도의 중요성도 미디어 중독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기(전

호선, 2016)하고 있었다.

아동 성별은 미디어 매체 중독 경향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게임의

경우 남학생이 중독 위험군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소셜미디어 이용시간 및

중독 위험군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고은혜 등, 2016).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중 인터넷 중독에서 그 주요한 사용처가 소셜미디어인

경우를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정의할 때, 소셜미디어 중독은 학교성적, 부모의

학력 수준, 가구소득과는 관계없이 발생하였으며, 오프라인에서 또래 관계가

좋을수록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은 낮아졌고,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

용을 통제하거나 관망하는 태도는 자녀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을 강화시켰

다(고은혜 등, 2016).

미디어 중독 대상을 PC와 스마트폰으로 제한하였을 때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미디어 중독 고위험 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주의집중 곤란에

문제가 있는 아동일수록 미디어 중독 위험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최지

수 등, 2019).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12년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이용 내용을 통

제하는 자녀 보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보안관’을 무료배포 및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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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세 미만 사용자에게 판매한 모든 스마트폰에 스마트보안관 앱을 설치

해야 함을 법규로 지정하였고, 앱 설치를 실패하면 폰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

였다. 국가에서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

화한 보호자 제어 앱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제 언론에 다수 보도되며 2015

년 6월 기준 500,000회 다운로드 되는 등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여 2015년 11월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현재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관리 프로그램은 사이버 안심존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미디어 매체는 양날의 칼로 사용자가 주인이 되어 도구로 활용할 때, 그 가

능성과 활용도가 무한히 펼쳐지지만 오·남용하는 경우의 부작용 또한 가늠하

기 어려우며,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특성과 미디어·인터넷 연결이 쉽고 일상

화된 대한민국의 환경적 특성상 관리 및 치료가 어렵다. 성인에 비하여 미성

숙하며 통제력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하

며,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아동 청소년이 미디어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할 때, 취학 아동의 미디어 중독의 요인을 생애 전반에 걸쳐 조기에

살펴보는 것은 예방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 연관요인을 밝히는 것은 건

전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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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취학 아동의 미디어 중독 여부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아동 패널 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아동 생애 전반의

개인 요인, 부모 요인, 환경 요인을 고려하였다.

아동 개인의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 출생 시 체중, 분만형태, 2008년 발달검

사 결과와 2010년 발달검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부모 요인으로 모의 나이, 모의 산전 우울, 8개년간 모의 우울 지수, 부모의

최종학력, 모 흡연 여부를 사용하였다.

환경 요인으로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 양육분담지수, 부모의 맞벌이 여부,

아동의 개별 방 소유 여부, 하루 중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형제 유무,

아동의 학교적응지수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미디어 중독 유무를 정상,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중독

단계 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구분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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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패널 10개년도 DATA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차시 변수

개
인
요
인

1 아동 성별
1 출생 시 체중
1 분만형태
1 발달검사(‘08)
3 발달검사(‘10)
10 자아존중감

부
모
요
인

10 모의 연령
1 모의 산전 우울

1~8 모의 8개년 우울 지수
10 부모 최종학력
1 모 흡연 여부

환
경
요
인

7 양육분담지수
8 학교 적응지수
10 맞벌이 여부
10 아동 개별 방 소유 여부
10 아동 혼자 보내는 시간
10 형제 유무
10 월 평균 가계소득

표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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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한국 아동 패널연구 DB

한국 아동 패널은 보건복지부 예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하는 연구로, 우

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 지원기관의 기

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 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

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출처 : 한국아동패널, 2019]

그림 2.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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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조사모형의 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 1차년도 조사부터 2027년 20차

년도까지 20년간 매년 시행하는 일반 조사와, 간헐적으로 계획된 총 6회의 심

층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2019년 12차년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목적

에 부합하기 위해 조사내용 간 응답 대상을 다양화하여 어머니, 아버지, 아동

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다각도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등을 수집하였다.

2008년 전체 2149가구로 시작하여 1차년도 조사는 2,078가구 참여하였으며, 공

개된 2017년 자료에의 참여 패널 수는 1,479가구로 전체 패널 표본 유지율은

68,8%이다.

그림 3. 한국아동패널의 표본 유지율

[자료출처 : 한국아동패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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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까지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1,479가구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보호자 관찰상 미디어 중독 유무를 판단하는 설문지

응답 내용을 토대로, 미디어 중독 유무를 판단하는 설문지 문항 중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독군으로 판별된 343명과 정상군으로 판별

된 1046명을 포함하여 총 1,3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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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는 총 19개의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변수 추출대상으로 변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수준 변수로 아동의 성별, 출생 시 체중, 분만형태, 2008년 발달검사 결

과와 2010년 발달검사 결과, 자아존중감을 사용하였다.

부모 요인 변수로 모의 나이, 모의 산전 우울, 8개년간 모의 우울 지수, 부모

의 최종학력, 모 흡연 여부를 사용하였다.

환경요인 변수로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 양육분담지수, 부모의 맞벌이 여부,

아동의 개별 방 소유 여부, 하루 중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형제 유무,

아동의 학교적응지수를 사용하였다.

변수를 추출한 시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차시(‘08년) 조사에서 반영한 변수는 주로 아동의 선천적인 출생상태에 관련

한 변수였으며 해당 변수로는 아동 성별, 출생 시 체중, 분만형태, 출생 년도

의 발달검사 결과, 임신 간 모의 흡연 여부, 모의 산전 우울을 사용하였다.

3차시(’10년) 조사에서는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아

동의 출생 년도 발달검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7차시(‘14년) 조사에서 양육분담지수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

양육분담지수는 6차시, 7차시 2개년간에 한하여 조사가 수행된 내용으로 아동

의 미디어 중독 조사 시점과 가까운 7차시(’14년) 조사내용을 사용하였다.

1차시(‘08년)부터 8차시(‘15년) 조사에서 모의 우울지수를 발췌하여 8개년간

의 모의 우울지수를 종합하였는데,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모의 우울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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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9차시와 10차시에서의 모의 우울지수는 반영하지

않았다.

10차시(’17년) 조사에서 변동 가능한 변수 중 미디어 중독 판별 시점과 시점

이 같은 조사결과를 사용하여 모의 연령, 부모 최종학력, 맞벌이 여부, 아동의

방 유무, 아동 혼자 보내는 시간, 월평균 가계소득, 형제 유무, 아동의 학교 적

응지수,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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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점 변수명 내   용

독

립

변

수

1차시

(‘08)

아동 기본 변수 출생시 체중, 성별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응급제왕절개로 분류

모 흡연여부 비흡연, 흡연, 임신/수유 간 비흡연 분류

모 산전 우울
자가보고식 설문지(6문항, 30점 척도)

측정 내용을 연속형으로 발췌

발달검사
DENVERⅡ를 도구로 출생년도의 발달상

태 검사하여 정상, 의심스런 발달로 분류

3차시

(‘10)
발달검사

DENVERⅡ를 도구로 생후 1년 이후의 발

달상태를 정상, 의심스런 발달로 분류

7차시

(‘14)
양육분담지수

양육분담에 대한 자가보고식 5점 척도 16

문항 평가 내용을 연속형 변수로 발췌

1~8차시

(‘08~’15)
모 우울지수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우울군으로 분

류하는 햇수를 엄마의 우울지수로 종합 

8차시

(‘15)
학교 적응지수

교사가 아동을 관찰하여 평가한 학교적응

점수를 35문항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측정

10차시

(‘17)

모 연령 미디어 중독 측정 당시의 모의 연령

부모 최종학력
부모의 학력을 각각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 이상으로 분류

맞벌이 여부
부모가 모두 현재 근로소득이 있다고 답

한 경우 맞벌이로 분류

아동 방 유무 아동의 개별 방 유무에 따라 분류

아동 혼자 

보내는 시간

아동이 하루 중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2시간이하, 4시간 이하, 4시간 이

상의 범주형으로 구분함

월평균 

가계소득

연속형으로 자가 보고한 내용을 소득분위

에 따라 범주형으로 분류

형제 유무 외동, 형제있음의 범주형으로 분류

자아존중감
자가보고식 설문지(5문항, 4점 척도) 측정 

내용을 연속형으로 발췌

종속변수
미디어 

중독 여부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정상사용군으로 

나누어 범주형으로 분류

표 3. 연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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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 여부로, 아동의 보호자가 응답한 설문지의

점수를 기초로 변수를 생성하였다. 자세한 연구변수는 아래와 같다.

가. 미디어 기기 중독

수집한 도구의 출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며, ‘K-척도’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근거로 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이 미디어기기로 대상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을 PC·스마트폰으로 수정

하였으며, 40문항을 15문항으로 축소하여 4점 Liker 척도로 설문을 시행하였

다.

설문대상은 아동의 주 양육자가 답변하도록 하였고, 사용군 분류는 점수의

총점과 3개의 하위요인 점수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 분류는 일상생활 장애(1

요인), 금단(3요인), 내성(4요인)의 요인별 점수와 총점을 기준으로 일반사용자

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나누었다.

총점 30점 이상이거나, 각 요인별 점수를 모두 해당하는 경우(1요인 14점 이

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1점 이상)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총점이

28점 이상 29점 이하 이거나 요인별 점수(1요인 13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4요인 10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잠재적 위험군에, 그 외는

일반 사용자 군으로 분류하였다.



총점, 각 요인별 점수 확인

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일반사용자군｣입니다

2) 1요인：14점 이상이고,

3요인 : 12점 이상이고,

4요인: 11점 이상이라면

1) 총점：30점 이상이거나

수정 K-척도 실시

총점, 각 요인별 점수 확인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예

예

아니오

아니오

그림 4. 미디어 중독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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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 프로그램]

1) 총점：28～29점

이거나

2) 1요인：13점

이상이거나

3) 3요인：11점

이상이거나

4) 4요인：10점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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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요인 문항 내용 (* 역체점 문항)

1 1요인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2 - 평소와는 달리, PC·스마트폰을 할 때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3 3요인 PC·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으로 변했다.

4 4요인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

5 1요인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스마트폰을 한다.

6 -
PC·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7 3요인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8 4요인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9 1요인 PC·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10 3요인 * 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 내지 않는다

11 4요인 * 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다.

12 1요인 PC·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13 3요인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14 4요인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15 1요인 PC·스마트폰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표 4. 미디어 중독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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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전 모 우울

Kessler 우울척도(K6)를 도구로 사용하여 자가보고식으로 채점한 결과를 변

수로 사용하였다. 총 6개 문항 5점 Liker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며, 합산 점수를 사

용하여 다음의 정도로 우울 수준을 구분한다.

- 6∼13점 : 정상수준

- 14∼18점 : 경도/중등도 우울

- 19∼30점 : 중도 우울

아동의 출산 전(1차시, ‘08년)에서의 산전 모 우울지수 측정치를 연속형 변

수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순서 문항 내용

1 불안하셨습니까?

2 무기력하셨습니까?

3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4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5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6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표 5. Kessler 우울척도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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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 우울지수

우울척도(K6)를 사용하여 매년 측정한 모의 우울지수를 종합하여 변수를 생

성하였으며 다음수준으로 우울을 구분하였다.

- 0점 : 우울척도 상 13점 이하, 정상

- 1점 : 우울척도 상 14점 이상, 우울함

’08년(1차시)부터 ‘15년(8차시)까지 8개년의 우울척도를 매해 각 1점으로 계산

하여 최소0점, 최대8점으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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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달검사 DENVER Ⅱ(한국형 DENVER Ⅱ)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 22문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27문항, 언어발

달 영역 34문항, 운동발달영역 27문항으로 구성하여 아동의 발달상태를 평가

한다. 훈련된 검사자가 아동의 수행을 관찰하거나, 보호자에게 질문한 후 획득

한 응답을 바탕으로 채점하며 검사 결과는 정상발달과 의심스러운 발달로 구

분하여 판단한다.

총 125문항으로 구성된 DENVER Ⅱ 검사 중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적절

하지 않은 항목을 삭제하고 110항목으로 편집하여 제작한 한국형 DENVER

Ⅱ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시(1차시, ’08년)와 생후 1년 이후(3차시, ‘10년)에 시행한

검사 결과를 범수형 변수로 발췌하였다.



- 25 -

마. 양육분담지수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lopment) 홈페

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2007년 1월에 인출, 한국아동패널에 적용하였다. 총 16

문항 5점 Liker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

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

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 6차시(’13년), 7차시(‘14년) 2개년간 조사된 내용을 본

연구에서는 7차시 모 작성 부분만 발췌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양

육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양육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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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문항 내용

1 아이를 목욕시킨다

2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

3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4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5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한다

6 아이의 옷을 입혀준다

7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에 일어난다

8 아이와 함께 놀아준다

9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돌봐준다

10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와의 일정을 계획한다

11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12 아이에게 옷을 사준다

13 아이의 아침식사를 차려준다

14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간다

15 아의 친구가 집에 와서 놀 때 지켜본다

16 아이가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표 6. 양육 분담지수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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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 적응지수

지성애, 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에

서 도구를 발췌하여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점의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였으

며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5점 척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하였다.

설문 문항은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학교생활 적응 11문항, 학업수

행 적응 11문항, 또래와 적응 8문항, 교사와 적응 5문항으로 총 35문항의 설문

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발췌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다음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부적응군(0점∼112점 이하)

평균 적응군(113점 이상∼163점 이하)

평균 상 적응군(164점 이상)

적응 정도를 나누는 기준은, 척도 저자인 정대현의 지필 권고에 따라 전체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에 따라 평균(113점)에서 표준편차(25)

이하는 부적응군, 평균에서 표준편차 이상은 평균 상 적응군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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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문항 내용 (* 역체점 문항)

하위 

영역

1 *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학교

생활 

적응

2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3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4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5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6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7 자기 물건 정리를 잘하고 교실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8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9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10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듣늗다

11 *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12 매사에 의욕적이다

학업

수행 

적응

13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14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15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16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잘 주도한다

17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표 7. 학교 적응 지수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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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학업

수행 

적응

19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20 모듬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1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22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23 장난감을 친구와 나누어 가지고 논다

또래 

적응

24 친구를 잘 도와준다

25
친구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26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27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8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있는 아이이다

29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30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31 *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교사

적응

32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33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34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35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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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월평균 가계소득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측정하는 시점(10차시, ‘17년)의 가계소득을 측정하였

다. 주관식으로 설문한 결과를 소득분위에 맞추어 네 분류로 나누었으며 다음

의 정도로 소득을 구분하였다.

- 4분위 이하(기준중위 소득 대비 90%)

- 5∼7분위(기준중위 소득 대비 100∼150%)

- 8∼9분위(기준중위 소득 대비 200∼300%)

- 10분위 이상(기준중위 소득 대비 300% 이상)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

2017 4/4분기(전국, 2인이상, 전체가구, 단위: 원)                       

１분위 1,067,385

２분위 1,941,831

３분위 2,624,880

４분위 3,199,279

５분위 3,765,826

６분위 4,310,972

７분위 4,932,953

８분위 5,696,558

９분위 6,841,298

１０분위 10,056,619

표 8.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 31 -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미디어 중독 변수로, 중독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중독군을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중독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독군을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으며,

종속변수가 이분형이 아닌 다항형이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는 이분형 종속변수에 대하

여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인데 반하여 다항로

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는 명목척도가 3개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목적은 로짓계수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정

범주를 선택할 확률 또는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중독 그룹을 총 세가지의 종속변수(정상사용군, 잠재적 위

험 사용자, 고위험 사용자)로 분화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다항 로지스틱을 적용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취학아동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중독군에 속할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각각의 요인이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항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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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연구대상 및 데이터 수

연구대상자는 한국아동패널자료에서 ’17년(10차시) 조사에 응답한 1,479가구

중 미디어 중독 여부에 응답한 1,389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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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요인 기술 통계량

아동 개인 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자(701명)가 여자(688명)

보다 많았으며, 분만형태는 자연분만(756건, 55.9%)이 가장 많았다. 아동의 출

생 시 체중의 평균은 3.25kg였으며 발달검사 결과 출생년(‘08)에는 정상 아동

이 91.2%, 돌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10)에서는 정상 아동이 89.5%였다.

아동 10세 경 측정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17.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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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1389)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아동의 출생시 체중 3.25 1.20 4.90 0.42

아동의 자아존중감 17.39 5.00 20.00 2.15

인원 %

성별

남자 701 50.47

여자 688 49.53

분만형태

자연분만 756 55.88

제왕절개 359 26.53

응급 제왕절개 238 17.59

발달검사
(생후1년 이내)

정상 1037 91.2

의심스러운 발달 100 8.8

발달검사
(생후1년 이후)

정상 1178 89.51

의심스러운 발달 138 10.49

표 9. 개인 요인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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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 요인 기술 통계량

부모 요인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이 10세인 시점(‘17)의 모의 연령은

평균 39.81세였으며, 산전 우울은 평균적으로 11.28점 정도를 나타내었고, 우울

지수의 평균은 1.43으로, 평균적으로 1.43년의 우울 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97.7%의 어머니가 비흡연자였으며, 부모의 학력에서는 모두 대학교 졸업(4년

제 이상)의 비율이 각각 41.53%, 37.8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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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1389)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모 연령 39.81 28.00 55.00 3.63

모 산전 우울지수 11.28 6.00 27.00 3.89

(8개년간) 모 우울 지수 1.43 0.00 8.00 1.85

인원 %

모 흡연여부

(‘08)

비흡연 1216 97.75

흡연 9 0.72

임신, 모유수유 중 비흡연 19 1.53

부 학력

고졸 이하 367 26.56

전문대졸(3년제 이하) 284 20.55

대학교 졸(4년제 이상) 574 41.53

대학원 석사 이상 157 11.36

모 학력

고졸 이하 375 27.11

전문대졸(3년제 이하) 398 28.78

대학교 졸(4년제 이상) 523 37.82

대학원 석사 이상 87 6.29

표 10. 부모 요인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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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 요인 기술 통계량

환경요인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양육분담지수는 60.86으로 중간인 40점보다

높아 양육을 주로 응답자인 모가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차년도(’17)에 평균 525만원으로, 7분위에 해당하는 수

치였다.

학교적응지수의 평균은 138.66으로, 최소값은 47점, 최대값은 만점인 175점으

로 편차가 있었다.

맞벌이 가구(602가구, 47.85%)와 외벌이 가구(608가구, 48.33)의 비율이 비슷

하였으며, 절반 이상의 아동(63.5%)이 자신의 방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부분

(89.4%)이 형제나 자매가 있었었다.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없이 항상 성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이

32.9%, 1시간 미만 혼자 지내는 아동이 34.34%로, 대다수의 아동(67.2%)이 어

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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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1389)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양육 분담 지수 60.86 0.00 80.00 10.54

월 평균 가구 소득 525.50 90.00 5000.00 349.10

학교 적응지수 138.66 47.00 175.00 24.65

인원 %

맞벌이 여부

(‘17)

맞벌이 602 47.85

외벌이 608 48.33

아동 개별 
방 유무

(‘17)

개별 방 있음 882 63.50

개별 방 없음 507 36.50

성인 없이 
보내는 시간

(‘17)

혼자 보내는 시간 없음 457 32.90

1시간 미만 477 34.34

2시간 미만 271 19.51

2시간 이상 184 13.25

형제유무

(‘17)

외동 147 10.58

형제 있음 1242 89.42

월 평균 

가구 소득

(‘17)

4분위 이하 351 25.27

5~7분위 377 27.14

8~9분위 444 31.97

10분위 이상 217 14.62

표 12. 환경 요인 기술 통계량



- 39 -

가. 미디어 중독 기술 통계량

미디어 중독점수를 일반사용군, 잠재적 위험사용자, 고위험 사용자로 세분화

하여 분류하여 세 군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출생시 체중, 모의연령,

양육분담은 미디어 중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출산 전 산모의 우울과 미디어 중독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p <.0001),

정상 사용군에 비해 잠재적 위험 사용 아동의 어머니가 임신 시 우울이 평균

1.3점 가량 높았으며, 고위험 사용군에서는 그 차이가 0.9점으로 다소 줄어드

는 양상을 보였다.

8개년간 모 우울지수의 평균에서는 정상사용군에 비해 중독군이 모두 우울기

간이 길었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p <.0001) 하였다. 정상 사용군에 비하여

미디어중독 정도가 잠재적 위험인 경우 모의 우울기간이 0.53년 더 길어지며

고위험군은 0.85년 길어지는 등 모의 우울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디어 중독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학교적응지수는 정상아동의 140.03점에 비하여 잠재적 위험 아동의

평균이 137.11점, 고위험아동의 평균이 133.61점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양

상을 보였다(p <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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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미디어 중독

F p-value정상사용군

(n=1046)

잠재적 

위험 사용자

(n=86)

고위험 사용자

(n=257)

출생 시 체중 3.26±0.43 3.26±0.37 3.24±0.43 0.20 0.817

모 연령 39.81±3.59 39.62±3.44 39.91±3.90 0.22 0.804

산전 모 우울* 11.01±3.78 12.40±3.92 12.00±4.16 10.12 <.001

모우울*
(‘08∼’15)

1.24±1.71 1.77±2.07 2.09±2.17 23.71 <.001

양육분담
(‘17)

61.00±10.51 60.35±8.90 60.48±11.17 0.34 0.714

아동의 
학교적응*

140.03±24.77 137.11±21.48 133.61±24.71 4.66 0.010

아동의
자아존중감*

17.50±2.12 17.45±2.13 16.93±2.27 7.37 0.001

표 12. 미디어중독 기술통계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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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 당시의 분만형태와 출생년도의 발달검사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 성별은 미디어 중독 이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쳐, 남아의 30.52%가

중독군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는 18.75%가 중독군으로 나타났다.

모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비흡연모의 자녀인 경우 고위험 사용군으로 나타나

는 비율은 18.34%였으나, 흡연하는 경우 33.33%, 임신시 흡연을 중단한 경우

는 31.58%였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검사 정상인 아동이 향후 고위험군에 이환된 비율은

17.15%였으나 발달검사 상 이상발달 소견을 보인 아동이 향후 고위험군에 이

환된 비율은 28.9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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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사용군

1046명

잠재적 

위험사용군

86명

고위험 

사용군

257명

χ2 p-value

성별*

남

여

487(69.47)

559(81.25)

54(7.70)

32(4.65)

160(22.82)

97(14.10)

25.91 <.001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응급제왕절개

585(77.12)

256(71.31)

180(75.63)

42(5.56)

25(6.96)

15(6.30)

131(17.33)

78(21.73)

43(18.07)

4.49 0.343

모 흡연여부

비흡연

흡연

임신시 중단

916(75.33)

5(55.56)

12(63.16)

77(6.33)

1(11.11)

1(5.26)

223(18.34)

3(33.33)

6(31.58)

0.01 0.219

발달검사

(08)

정상

이상발달

782(75.41)

77(77.00)

65(6.27)

6(6.00)

190(18.32)

17(17.00)

0.13 0.938

발달검사*

(10)

정상

이상발달

902(76.57)

90(65.22)

74(6.28)

8(5.80)

202(17.15)

40(28.99)

11.57 0.003

표 13. 미디어 중독 기술통계량(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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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력에서 부모의 학력은 미디어 중독 이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학력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더욱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아동의 아버지가 전문대졸(3년제 이하)인 경우 아동이 고위험군에 이환되는

비율은 23.94%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경우 그 비율이 15.51%

로 감소하였다(p 0.0164).

아동의 어머니가 고졸이하인 경우에, 잠재적 사용군과 고위험 사용군에 이환

되는 비율은 각각 6.40%, 26.67인데 비해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경

우는 그 비율이 각각 6.08%, 15.85%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5.75%, 11.49%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

이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p <.0001).

아동의 개별 방 여부는 방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에서 두드러지게 그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개별 방이 있는 경우 미디어 중독 고위험군 비율은 16.33%인

데 비해 아동의 개별 방이 없는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22.29%로 더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178)

아동이 어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없을 때에 비해 그 시간이 1시간 미

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때 고위험군에 이환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항상 어른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이 고위험군에 이환되

는 비율은 15.32%, 1시간 미만 혼자 보내는 아동은 15.51%, 2시간 미만 혼자

있는 아동은 21.40%, 그리고 2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아동은 29.89%에서 고위

험군에 이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p <.0001) 하지만 이것이 부모의 맞벌이 유무와 연결되지는 않았으

며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 간 미디어 중독 이환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형제 여부와 월 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미디어 중독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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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사용군

1046명

잠재적 

위험사용군

86명

고위험 

사용군

257명

χ2 p-value

부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262(71.39)

201(70.77)

452(78.75)

126(80.25)

30(8.17)

15(5.28)

33(5.75)

7(4.46)

75(20.44)

68(23.94)

89(15.51)

24(15.29)

15.55 0.016

모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251(66.93)

303(76.13)

416(79.54)

72(82.76)

24(6.40)

31(7.79)

25(4.78)

5(5.75)

100(26.67)

64(16.08)

82(15.68)

10(11.49)

28.13 <.001

아동 개별 

방여부*

있음

없음

697(76.98)

367(72.39)

59(6.69)

27(5.33)

144(16.33)

113(22.29)

8.05 0.018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

없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54(77.46)

380(79.66)

198(73.06)

114(61.96)

33(7.22)

23(4.82)

15(5.54)

15(8.15)

70(15.32)

74(15.51)

58(21.40)

55(29.89)

28.52 <.001

형제유무

있음

없음

101(68.71)

945(76.09)

12(8.16)

74(5.96)

34(23.13)

223(17.95)

3.88 0.1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외벌이

450(74.75)

472(77.63)

33(5.48)

37(6.09)

119(19.77)

99(16.28)

3.43 0.488

가계소득

4분위이하

5~7분위

8~9분위

10분위이상

252(71.79)

276(73.21)

345(77.70)

173(79.72)

24(6.84)

21(5.57)

27(6.08)

14(6.45)

75(21.37)

80(21.22)

72(16.22)

30(13.82)

9.08 0.169

표 14. 미디어 중독 기술통계량(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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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가.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본 분석은 세 개 이상의 명목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로서, 종속변

수인 미디어 중독 정도가 정상사용군, 잠재적 위험 사용군, 고위험 사용군으로

순서를 보이고 있어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Score test가 0.0001 이하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서열 로지스틱 분석 수행

이 제한되었으며 이를 통해 종속변수가 단계별로 동일한 비율로 증감하지 않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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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1) 아동 개인 요인 모델

아동 개인 요인과 미디어 중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출생 시 체중과 분만형태, 출생년의 발달검

사 결과는 미디어 중독과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1점 높아지는 경우 고위험군이 될 오즈비가 0.89(95%

CI: 0.83-0.96)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미디어 중독에 덜 이환되는 것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아동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여아 대비 잠재적 위험군이 될 오즈비가

2.46(95% CI: 1.44-4.22), 고위험군이 될 오즈비가 1.90(95% CI: 1.36-2.63)

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가 의심스런 발달인 경우, 정상인 경우

에 비해 고위험군이 될 오즈비가 1.86(95% CI: 1.18-2.96)로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7 -

미디어 중독 정도
(기준: 정상 사용군)

잠재적 위험군

odds ratio(95% CI:)

고위험군

odds ratio(95% CI:)

출생 시 체중 0.93(0.50-1.71) 0.98(0.67-1.45)

*자아존중감 0.98(0.87-1.11) 0.89(0.83-0.96)*

*아동 성별(2:여자)
남자

2.46(1.44-4.22)* 1.90(1.36-2.63)*

분만형태(1:질식분만)
제왕절개

응급 제왕절개

1.25(0.70-2.22)
1.03(0.52-2.05)

1.08(0.74-1.56)
0.96(0.62-1.49)

08발달검사(1:정상) 
의심스런 발달

0.99(0.41-2.39) 0.97(0.56-1.71)

*10발달검사(1:정상)
의심스런 발달

0.96(0.40-2.31) 1.86(1.18-2.96)*

표 15. 아동 개인 요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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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 요인 모델

부모 요인에서는 모의 연령, 모 흡연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모의 산전 우울이 한 단계 증가하는 경우 아동이 잠재적 위험군이 될 오즈비

가 1.08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95% CI: 1.02-1.15)하였으나 고

위험군은 유의하지 않았다.

8년간 종합한 모의 우울 지수는 모의 우울 기간이 1년 증가하는 경우 아동이

잠재적 위험군이 될 오즈비는 위험도는 1.15(95% CI: 1.02-1.30), 고위험군이

될 오즈비는 1.22(95% CI: 1.13-1.32)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

모의 흡연 여부에서는 비 흡연하는 어머니에 비해 흡연하는 어머니를 둔 아

동의 경우 잠재적 위험군이 될 오즈비가 2.41, 고위험군이 될 위험비는 3.02

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모의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아동이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

즈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각각의 오즈비가 어머니가 전문대졸인 경우

0.51(95% CI: 0.33-0.78), 대학교 졸업인 경우 0.52(95% CI: 0.33-0.81),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0.34(95% CI: 0.14-0.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부의 최종학력은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 졸업인 아버지를 둔

아동이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가 1.59였으며 이는 근사한 차이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95% CI: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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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중독 정도
(기준: 정상 사용군)

잠재적 위험군

odds ratio(95% CI:)

고위험군

odds ratio(95% CI:)

‘17 모 연령 1.00(0.93-1.06) 1.03(0.98-1.07)

*산전 우울 1.08(1.02-1.15)* 1.03(0.99-1.08)

*8년간 모 우울 지수 1.15(1.02-1.30)* 1.22(1.13-1.32)*

모 흡연여부(0:비흡연)
흡연 중

임신/수유 간 비흡연
2.41(0.24-23.83)
1.03(0.13-8.19)

3.02(0.63-14.40)
1.80(0.60-5.44)

*모 최종학력(1: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1.30(0.68-2.47)
0.84(0.40-1.76)
1.22(0.38-3.90)

0.51(0.33-0.78)*
0.52(0.33-0.81)*
0.34(0.14-0.80)*

*부 최종학력(1: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0.61(0.30-1.25)
0.75(0.38-1.46)
0.51(0.18-1.45)

1.59(1.01-2.48)*
1.20(0.76-1.89)
1.27(0.67-2.44)

표 16. 부모 요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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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요인 모델

환경요인에서는 양육분담지수, 맞벌이 유무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

다.

아동이 개인의 방을 소유한 경우 방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위험군이 될 오즈

비는 0.68(95% CI: 0.49-0.93)로 나타나, 아동의 개인 방이 있는 경우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의 학교적응지수는 평균에서 표준편차 이하를 부적응군, 표준편차 이상

을 평균 상 적응군으로 판단하였다. 평균 적응군(113점 이상∼163점 이하)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적응군(112점 이하)에서 오즈비가 증가하고, 평균 상

적응군(164점 이상)에서 오즈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평균적응군 대비

부적응군의 경우 미디어 중독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가 1.63(95% CI:

1.02-2.5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 평균 가계 소득에서는 5∼7분위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기준으로 10분위

이상에서 고위험군에 이환되는 오즈비 0.53(95% CI: 0.34-0.83)으로 나타났다.

.

아동이 성인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 성인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이 항상 성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미디어 중독에 이환되는

오즈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아동이 고위험

군에 이환될 오즈비는 2.33(95% CI: 1.46-3.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동인 아동을 기준으로 형제가 있는 아동은 고위험험군에 이환되는 오즈비

가 0.49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95% CI: 0.31-0.80)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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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중독 정도
(기준: 정상 사용군)

잠재적 위험군

odds ratio(95% CI:)

고위험군

odds ratio(95% CI:)

양육 분담 지수 1.00(0.98-1.02) 0.99(0.98-1.01)

맞벌이 유무(2:외벌이)
맞벌이 부모

0.94(0.53-1.64) 1.32(0.93-1.86)

*아동 방 여부(2:방없음)
방 있음

1.12(0.65-1.91) 0.68(0.49-0.93)*

*아동 학교 적응 지수
(2:평균적응군)

부적응군
평균 상 적응군

1.04(0.46-2.33)
0.85(0.28-1.89)

1.63(1.02-2.59)*
0.75(0.43-1.33)

*월평균 가계소득
(1: 5~7분위)

4분위 이하
8~9분위

10분위 이상

0.57(0.24-1.33)
0.69(0.32-1.51)
0.67(0.34-1.30)

0.86(0.52-1.41)
0.87(0.54-1.39)
0.53(0.34-0.83)*

*성인 없이 혼자 있는 시간
(1: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0.69(0.38-1.24)
0.57(0.26-1.27)
1.55(0.75-3.19)

0.99(0.66-1.47)
1.37(0.88-2.12)
2.33(1.46-3.71)*

*형제여부(1: 외동)
형제 있음 0.67(0.31-1.43) 0.49(0.31-0.80)*

표 17. 환경 요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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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 요인 모델

본 분석은 아동 생애 다양한 개인, 부모, 환경 요인을 포함하여 아동의 취학

후 미디어 중독 유무 및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개인,

부모, 환경변수에서 일부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다.

아동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과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인 경우 여아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는 1.88(95% CI: 1.18-3.00),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는

1.84(95% CI: 1.36-2.49)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에서는 의심스런 발달을 보인 아동이 정

상인 아동에 비하여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가 1.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95% CI: 1.15-2.71)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자아존중감이 1점 높아질주록 고위험군에 이환될

오즈비는 0.91로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95% CI: 0.86-0.98)를 나타내었다

부모 요인으로는 8년간의 모 우울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모의 우울기간 1년 길어지는 경우 아동이 잠재적 위험군이 될 오즈비가

1.14(95% CI: 1.02-1.28), 고위험군이 될 오즈비 역시 1.24(95% CI: 1.15-1.3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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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인에서는 아동 혼자 보내는 시간, 아동의 개별 방 여부, 형제여부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미디어 중독

에 이환될 오즈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항상 성인의 보호 아래에 있

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시간 이상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동이 고위

험군이 될 오즈비는 2.39(95% CI: 1.53-3.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이 개인 방을 가진 경우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동이 개별 방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개별 방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에 이환되는 오즈비가 0.63으로 감

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95% CI: 0.47-0.86)하였다.

아동의 형제여부에 따라서는, 외동인 아동에 비해 형제가 있는 경우, 고위험군

에 이환되는 오즈비가 0.53으로 크게 줄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95%

CI: 0.34-0.85)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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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세부요인

미디어 중독 정도
(기준: 정상 사용군)

잠재적 위험군

odds ratio(95% CI:)

고위험군

odds ratio(95% CI:)

개
인
요
인

아동 성별(2:여자)
남자

1.88(1.18-3.00)* 1.84(1.36-2.49)*

‘10발달검사(1:정상)
의심스런 발달 1.07(0.50-2.32) 1.76(1.15-2.71)*

자아존중감 0.99(0.89-1.10) 0.91(0.86-0.98)*

부
모
요
인

8년간 모 우울 지수 1.14(1.02-1.28)* 1.24(1.15-1.33)*

환
경
요
인

성인 없이 혼자 있는 
시간
(1: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0.64(0.36-1.12)

0.83(0.43-1.58)

1.27(0.64-2.52)

0.99(0.67-1.46)

1.42(0.93-2.16)

2.39(1.53-3.73)*

아동 개별 방 여부
(2:방없음)

방 있음 1.20(0.73-1.98) 0.63(0.47-0.86)*

형제여부(1: 외동)
형제 있음 0.70(0.35-1.40) 0.53(0.34-0.85)*

표 18. 복합 요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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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연구에서 미디어 중독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료 출처인 한국아동

패널에서 자룔를 발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디어 중독 변수 관련

제한점을 먼저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설문 대상자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답변할 때

중독 대상인 미디어를 PC, 스마트폰으로 한정하였다. 스마트 TV나 태블릿 등

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최근의 다양한 생활 환경 미디어는 언급하지 않았으므

로,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라는 개념은 PC와 스마트폰 사용에 한정한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는 미디어 중독 측정 도구(K-척도)로 자가진단

척도와 관찰자용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동의 자가

진단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관찰자용만 도구로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

하였다. 따라서, 보호자가 미디어 중독에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관대한 경우에

그 측정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한 보호자가 아동의 미디

어 사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선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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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10세 아동의 미디어 중독 수준을 측정했을

때, 미디어 중독군(고위험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포함)이 24.7%로 나타났

으며, 이는 여성가족부(2019)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4학년의 인터넷 사용 중독

군 10.6%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K-

척도 중 자가보고식으로 아동이 보고한 반면, 아동패널 조사에서는 K-척도

관찰자용을 차용한 데서 발생하는 차이로 사료된다. 자가보고식으로 측정한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채점한 반면, 보호자가 관찰자용으로 측정한 경우

엄격하게 채점하여 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조사시점) 대상자

과의존 현황
명(%)

도구 : K-척도

조사
인원

고위험 
사용자

잠재적 
위험 

사용자
소계

한국아동패널 조사(‘17)
PC·스마트폰과의존 현황

관찰자용 척도 사용

초등
3학년

1,389
257

(18.5%)
86

(6.2%)
343

(24.7%)

여성가족부 조사(‘17)
인터넷 과의존 현황

자가보고용 척도 사용

초등
4학년

467,742
4,960

(1.1%)
33,142
(7.1%)

38,102
(8.1%)

여성가족부 조사(‘19)
인터넷 과의존 현황

자가보고용 척도 사용

초등
4학년

420,563
5,665

(1.0%)
38,914
(9.3%)

44,579
(10.6%)

표 19. 미디어 중독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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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 개인 요인이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에서 아동 개인 요인으로 아동 출생 시 체중, 아동의 성별, 분만형

태, 아동 출생년의 발달검사 결과와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사용하였다. 아동 개인의 요인들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아동의 성별과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며, 모두

최종 모델에 포함하였다.

1) 아동의 성별

미디어 중독과 관련한 국외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예측요인으로 성별을

꼽으면서, 남자가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다(Chou, C.& Hsiao, M. C., 2000)고

지적한 바 있으며 국내 연구(배상률 등, 2012)에서도, 청소년의 주말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에서 남자는 3시간 06분, 여자는 2시간 00분으로 그 차이를 언

급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성별 간 미디어 중독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선행연구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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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미디어 사용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에서 반복적으로 이상적인 외모의 연예인을 반복적으로 비추면서 뚱뚱하거나

못생긴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개인의 자아존

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Martins & Harrison, 2012)하며, 자아

존중감 손상에 선행하는 미디어의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

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이 자아 존중감과 정적 상관

을 보인다고 서술하며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이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서술한 연구(이은숙 등, 2018)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취학 아

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미디어 중독에 이환되는 오즈비가 낮아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디어중독 측정 시점과 자아존중감 측정시점이 2017년

(‘10차시)로 같아 그 선후관계를 정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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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검사 결과

본 연구에서 아동의 출생 1년 이후의 발달검사 상 의심스러운 발달인 경우,

미디어 중독에 이환될 오즈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자 집단이 전두엽 실행기능의

일부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시사(전혜연, 2011)하였으며, 아동의 발달 측면

에서 전두엽의 하위영역인 배외측 전전두 피질과 관련 있는 작업기억은 생후

6∼12개월 무렵부터 발달하기 시작(신민섭, 2005)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기

술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중독에 따르는 성격특성을 중요하다고 보았고, 성

격은 인간의 행동,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임은지, 2019)

개인의 성격이 일부 중독군에서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중독은 성격과 심리상태가 종합된 고차원적 행동 양상으로, 인지의 발달 여

부가 중요한데 비해 출생년의 발달검사는 반사 등의 기질적인 발달상태에 국

한되어 있어 인지적인 부분의 발달을 포함하는 생후 1년 이후의 발달검사 결

과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달양상을 측정한

DENVER Ⅱ검사가 광범위한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

발달, 운동발달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미디어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특정하기에는 제한되며, 연령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미디어

중독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 당시

의 발달상태보다 출생 1년 이후의 발달상태가 미디어 중독 이환여부에 더 많

은 연관성을 보인다고 언급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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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 요인이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 요인으로 모 연령 산전 우울, 8개년간 모 우울지수, 모 흡연여부, 부모

의 최종학력을 사용하였다. 부모와 관련한 요인 중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산전 우울, 8년간 모 우울지수, 부모의 최종학력이

다. 이 중 최종모델에 포함한 것은 어머니의 8개년간의 우울지수를 종합한 요

인이다.

1) 어머니의 우울

산모의 우울이나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정서적 민감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산후 우울과 6∼8개월 영아에 대한

신체접촉 특성을 다룬 연구(백혜진, 2016)에서는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이

영아와 신체접촉을 할 때, 거칠고 부정적인 접촉을 주로 사용하며 애정이 담

긴 접촉이 비율이 낮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산전 우울은 태아에게 영향을 주

어 신생아의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언급한 연구(김혜원 등, 2012)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본인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최옥주, 2016)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육아기의 부모가 행복해야 아동의 심리 및 발달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기의 부모가 행복한 육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정도(경도, 중등도)에 따른 미디어 중독정도의

차이는 밝히지 못하여 제한점으로 기술한다. 다만, 산전 우울과 어머니의 우울

기간이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기록한 점은 본 연구

의 강점이라 하겠다.



- 61 -

다. 환경 요인이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환경 요인으로 양육분담지수, 부모의 맞벌이 여부, 아동의 개인 방 소유 여

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의 학교 적응지수,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 아동

이 하루 중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형제 유무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환

경적인 변수들 중 대부분이 아동의 미디어 중독 이환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

이 없는 항목은 양육분담지수, 맞벌이 여부로 나타났다. 최종 모델에 포함한

요인은 아동이 하루 중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아동 개별 방 여부, 형제

유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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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

아동이 하루 중 성인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면, 아동

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의도가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혼자 보내

는 시간은 주체적으로 휴식과 충전의 개념으로 아동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이 비 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외로움을 초래하며, 청소년이 외

로움에 비자발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되는 경우는 우울증(Weeks, Michela,

Peplau, & Bragg, 1980), 자살(Trout, 1980)까지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아동이 자발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타인과 혼자 있을 때

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인지능력이 발달(Csikszentmihalyi & Larson,

1984)하는데,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혼자 보내는 경우에 그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 아동이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평가 또한 배제된 부분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다만, 아

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측정한 시점이 아동 10세, 초등학교 3학년 시점으로

혼자 주체적으로 시간을 길게 보내기에 어려운 점과,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

한 보고자가 아동의 성인 보호자로 일과 중 주기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비자발적으로 보내는 시간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항상 성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과, 2시간 이상 혼자 시

간을 보내는 아동은 미디어 중독 고위험군에 이환되는 위험도에 크게 차이가

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미

디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비자발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적

어도 2시간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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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방 소유 여부

아동의 개별 방 소유 여부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쨰, 아동의 개별 방을 확보할 수 있을 만킁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

정의 경제적 배경이 전제조건이 된다. 가계 소득수준과 방 소유 여부를 비교

분석하면,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개인 방을 소유한 비율이

높았다. 0∼4분위 이하의 가정에서 개인 방이 있는 경우는 131명으로 56.71%

였으나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56.39%(5∼7분위), 58.58%(8∼9분

위), 70.29%(10분위 이상)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개인 방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p.<0001)을 확

인하였다.

아동의 

개인 방이 

있는 경우

882명

아동의  

개인 방이 

없는 경우

507명

χ2 p-value

월평균 가계소득

0~4분위

5~7분위

8~9분위

10분위 이상

131(56.71)

128(56.39)

157(58.58)

466(70.29)

100(43.29)

99(43.61)

111(41.42)

197(29.71)

25.52 <.001

Cochran-Amitage 추세검정 p<.001

표 20. 월평균 가계수입에 따른 아동의 방소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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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정의 월 평균 수입과 미디어 중독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10분위 이상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소득수준과 미디

어 중독 간 경향성도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입과 경제적 배

경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보호자가 아동 공간을 구성할 만큼 아동권리를 인식 및 보장하여야 한

다. 아동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은 행동 자체로 아동이 개인의 공간을 지닐만

한 존재이며, 그 권리를 존중받는다는 메시지를 함양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

로 아동을 배려해 설계한 아동 환경은 아동의 가치감 발달에 공헌(Curry &

Johnson, 1990)하며, 아동 정서 발달에의 영향은 미디어 중독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아동이 개별 방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에 스트레스 및 불안도 저하

등 정서상 긍정적인 변화가 미디어 중독 이환에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립된 아동실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실의 구

성시기가 늦을수록 아동이 불만족하며, 아동실의 크기가 5평 이상인 경우 만

족도가 높다(이연숙, 2004)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아동이 아동실에 대한 만족

과 불만족을 표현한다는 것은, 아동이 아동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이 있으

며 주체적으로 이를 표현하는 존재임을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 아동이 개별 방을

소유한 경우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중독될 오즈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기술하

였으며, 아동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개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정서 및

심리의 건강한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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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제 유무

아동의 형제 유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아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형제 자매가 수가 2명인 경우 외동인 유아보다 덜 우울(배율

미, 2014)하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하지만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외동아와 형제아에서 자기애, 사회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외동아, 형

제아는 대체로 차이보다 유사한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것(배매리 등, 2006)으로

결론 짓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형제 유무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기

는 어려우나, 또래 형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아동이 실제로 혼자 보내는 시간

이 줄어들게 되며, 형제에 의하여 미디어를 나누어 써야 하는 환경으로 인하

여 미디어 기기 중독에 이환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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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기초자료로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의 자료가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1회(’17년,

10차시)에 측정하여 자료를 공개한 시점(2019년)에 연구를 진행하여 어머니의

우울상태와 아동의 미디어 중독 간의 경시적 자료 분석을 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히고자 한다.

한국 아동패널은 2017년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중독 여부를 측정

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미디어 중독 정도와

어머니의 우울상태를 경시적으로 분석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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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아동의 출생 시(‘1차시)부터의 초등학교 3학년(’10차시)에 이르기

까지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요인과 미디어 중독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어머니의 우울기간에 따른 미디어 중독 이환에 따른 선후 관계를 밝혔

다.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종모델에 선정한 요인들

은, 총 7개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모 우울, 아동의 성별, 아동이 혼자 보내는

시간, 돌 이후의 발달검사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개별 방 소유

여부, 아동 형제 유무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요인을 개인/부모/환경 요인으로 구별하면,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부모/환경 요인에서 일부 유의한 값이 산출되어,

개인 요인이 3개, 부모 요인이 1개, 환경 요인이 3가지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임신

및 육아기 부모의 우울도를 낮추며, 아동이 육아 공백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병원 및 학교에서는 정책적으로 발달검사 결과 의심되는 발달로 판정받은 아

동이거나 남아의 경우 유아기, 청소년기의 미디어 사용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

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정에서는 아동이 비자의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최소 2시간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상황이 가용하다면 개별 방을 꾸며주거나 형제와 함께 생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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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Media Addiction of Preschool Children

:Using the Korean Children's Panel

Background

According to the 201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rate of

dependency on the Internet for 4th graders is rapidly increasing to 8.1% in

2017 and 10.6% in 2019.

Against this backdrop,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more addicted to the

media. In order to prevent children's media addiction, It is time to study

the factors that affect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dia addiction.

Subject and Methods

In order to analyze factors related to media addiction of school children,

2008 ~ 2017 years of children panel data were used.

·The factors of individual children were gender, birth weight, delivery type,

growth test(DENVER Ⅱ from 2008, 2010).

·The age of the mother, mother's prenatal depression, mother's depression

index(period of depression for eight-year), parent's final education level, and

mother’s smoking habits were used as parent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parental

contribution index, parental income, whether a child owns a room, time

spent alone without adults, sibling status, and school adaptation index.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div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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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media poisoning into normal, potential, and high-risk groups.

Results

As for individual childre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growth test after 1 year of birth, and self-esteem of children.

For boys, the odds ratio of potential risk groups compared to girls is

1.88(95% CI: 1.18-3.00),.

The odds ratio for the high risk group was 1.84(95% CI: 1.36-2.49).

The result from growth test after 1year of birth,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dds ratio of 1.76 (95% CI: 1.15-2.71) to the

high-risk group, compared to normal children with suspicious development.

As one point of childresn’s self esteem increased, the odds ratio of

high-risk patients decreased to 0.91 (95% CI: 0.86-0.98).

As a parent factor, the mother depression period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f the depression period is extended by one year, the

odds ratio for children to be a potential risk group is 1.14 (95% CI:

1.02-1.28). The odds ratio for children at high risk also increased to 1.24

(95% CI: 1.15-1.33).

In environmental facto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ime

spent alone, whether the children were in separate rooms, and whether

they were siblings.

Based on children who do not have time alone, the odds ratio for children

who spend more than two hours alone is 2.39 (95% CI: 1.53-3.73). In

addition, the odds ratio affected by the high-risk group decreased to 0.63

when the children had separate rooms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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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did not have a separate room, and the odds ratio affected by the

high-risk group was 0.53 (95% CI: 0.34-0.85). Greatly reduced.

Conclusions

Overall, in order to prevent children's media addic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epression of pregnant and child-care parents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create a family-friendly environment so that children are not

periodically exposed to the time they are left alone. In hospitals and

schools, children who are judged to be suspected of as a result of

developmental testing by policy, or in the case of boy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use of media in infancy and adolescence. I need to provide.

In addition, at home, managing children's involuntary time spent at least

two hours alone, and if available, decorating individual rooms or living

with siblings positively affects children's prevention of media addiction.


Key Words: school children, media addiction, depressed mother, time spent

alone, Children's self-esteem,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