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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TV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개인미디어의 특성이

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변

인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출생 후부터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

하는 유아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돕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기술,

학습기술)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은 어떠하

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

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적극적 중재, 제한적 중재)

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

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

적 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

세 유아의 부모 139쌍과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유아의 스

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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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검정, Pearson의 적률상

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에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기능적 리터

러시에 비해 비판적 리터러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아버

지와 어머니 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

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는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

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중재 점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

디어 사용을 관리 조절하는 수준이 높았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스

마트미디어 중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오래 사용할수록 사회적 유능

감 수준이 낮아졌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

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를 통해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전반적인 양상과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

간과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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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하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부모

의 역할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 스마트미디어, 미디어 중재,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적 유능

감

학 번 : 2016-21690





- v -

목 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 1

Ⅱ. 선행연구 고찰 ································································ 9

1. 사회적 유능감 ·············································································· 9

1)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 ···································································· 9

2)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12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 ······················································14

1)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15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17

3.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 21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25

1. 연구문제 ······················································································25

2. 용어의 정의 ················································································26

1) 사회적 유능감 ··················································································26

2)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27

3) 미디어 리터러시 ··············································································27

4) 스마트미디어 중재 ··········································································28

Ⅳ. 연구방법 및 절차 ····························································29

1. 연구대상 ······················································································29



- vi -

2. 연구도구 ······················································································35

1) 사회적 유능감 ··················································································35

2)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관한 부모용 질문지 ··························································36

3. 연구절차 ······················································································39

1) 예비조사 ····························································································39

2) 본 조사 ······························································································39

4. 자료분석 ······················································································40

Ⅴ. 연구결과 및 해석 ····························································42

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 42

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 ······················································42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43

2.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 ········· 45

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양상 ··················································45

2)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 ··············································46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49

Ⅵ. 결론 및 논의 ····································································56

참고문헌 ···················································································61

부록 ···························································································77

Abstract ···················································································87



- vii -

표 목 차

<표 Ⅳ-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30

<표 Ⅳ-2> 스마트미디어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 33

<표 Ⅳ-3> 사회적 유능감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36

<표 Ⅳ-4>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 구성 및 신뢰도 ············ 38

<표 Ⅳ-5>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구성 및 신뢰도 ········ 39

<표 Ⅴ-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 ······································ 43

<표 Ⅴ-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 44

<표 Ⅴ-3>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 ······································ 46

<표 Ⅴ-4>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점수 ·································· 47

<표 Ⅴ-5>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관계

···························································································· 50

<표 Ⅴ-6> 연구모형의 적합도 ·························································· 52

<표 Ⅴ-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54

<표 Ⅴ-8> 경로모형의 효과분해 ······················································ 55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Ⅱ-1> 가설모형 ········································································ 24

<그림 Ⅴ-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 51

부 록 목 차

<부록1> 어머니용 질문지 ····································································77

<부록2> 교사용 질문지 ········································································82



- 1 -

Ⅰ. 문제제기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육아정책의 변화로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찍부터 기관 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

들은 오랜 시간 보육·교육 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

용을 하며, 기관 내의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적응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

람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태영, 강문희,

2001)으로, 유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

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회적 유능감이 필요하다

(Raver & Zigler, 1997). 유아기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

시키는 것은 초등학교 적응을 비롯한 이후의 성공과 적응에 있어서 결정

적인 요소이며, 견고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거나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는

데 중요한 기초로 작용한다(Asher & Taylor, 1981; Walker & Hops,

1976).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감을 잘 발달시키지 못하면 학문적 성취가 낮고,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비행행동이나 정신 건강의 문

제, 반사회적 행동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다수의 보고(Cowen,

Pederson, Babigan, Izzo, & Trost, 1973; Dodge, Coie, & Brakke, 1982;

Loeber & Schmaling, 1985)를 통해 유아기 때의 사회적 유능감 수준은

이후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유아기는 긍정적

인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Bierman &

Montminy, 1993), 유아기의 경험은 성격과 가치관, 행동양상과도 밀접하

게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이혜원, 양옥승, 2006; Guralnick, 1992)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특히 유아기에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

리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생애사적 사건인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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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육기관과 초등학교는 분위기나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질적으로 다

르다. 5세 유아들은 초등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 기대하거나 자부심을 느

끼기도 하지만, 걱정을 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등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이경순, 2006).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앞둔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학

자들은 학교준비도의 개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학교준비도는 신

체, 사회정서, 인지 영역을 포괄한 전 영역에서의 발달 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살펴보기 위

해 채택한 검사 도구는 주로 학습능력 등의 인지적 발달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방소영, 2013)는 점에서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5세 유

아의 발달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담임교사와 친구들과의 대인

관계를 가장 걱정스러워하며(이호분, 남정희, 2016),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Mashburn & Pianta,

2006).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잘 적응하는 지에 따라 이후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Duncan et al., 2007;

Gutman, Sameroff, & Cole, 2003), 학교준비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아 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미

디어 환경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가정 내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매체 보유율은 100%에 가

깝게 나타나며(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놀이 활동의 실태를 조사

한 연구에서 미디어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가 1위를 차지하였다(조숙

인, 권미경, 이민경, 2017). 출생 직후부터 TV와 컴퓨터, 스마트폰과 태

블릿 PC, 휴대용 게임기 등 다양한 전자미디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

어 생활하는 유아들의 미디어 경험은 그 이전 세대와는 확연하게 다르

다. 전자미디어 매체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생활문화양식을 위

한 도구적 차원에서 이제는 삶의 주된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노

준석, 2003).

다양한 미디어 중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대표되는 스마트미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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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망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자녀가 스스로 조

작할 수 있어 쉽게 흥미를 끄며(이정림 외, 2013), 교육현장에서 스마트

미디어를 토대로 한 ‘스마트 러닝’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영유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 비중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

다. 그렇지만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최근 3년간 유·아동 연령층

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

흥원, 2018)는 보고를 통해, 유아의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질 스마트미디어의 영향력에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공존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으로서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주목하며, 유

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미디어에 노출되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

세대에 해당하는 유아의 각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언어 및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 신체 발달의 각 영역에서 유아의 미디어 사용경험이 긍

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

사회적 영역에서는 특히 미디어 이용의 부정적 영향이 많이 보고되고 있

다. 전자미디어를 오래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친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공감 능력과 자기조절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보라, 2018; Conners-Burrow, McKelvey, & Fussell,

2011; Zimmerman, Christakis, & Meltzoff, 2007).

하지만, 미디어경험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많은 선행연

구에서는 TV와 컴퓨터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이와는 특성이 다른 스

마트미디어의 사용을 함께 살펴본 경우가 많았다.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컴퓨팅 기술, 그리고 휴대전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융·복

합 미디어인 스마트미디어(성은모,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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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과 휴대성, 반응성, 그리고 상호작용 기능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스마트미디어는 아동의 개별 욕구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며, 터치스크린 조작 방식으로 인해 TV나 컴퓨터 등에 비

해 유아들의 사용이 훨씬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스마트미디어

는 아동의 삶에 더 침투적이고(김환남 외, 2014; Christakis, 2014), 전통

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아들의 미디어 사용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새

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유아들의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스마트미

디어에 한정해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삶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스마

트미디어 경험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유아들의 미디어 사용시간과 관련해서 미국소아과협회(AAP)는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스크린 미디어의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2～5세 유아의 경우에는 하루 사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나

이가 어린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영유아의 미디어 사용시간 현황은 이러한 지침과 거리가

멀다. 국내의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이정림 외,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들은 평일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의 경우에

는 3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

술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Conners-Burrow et al., 2011), 과도한 영상물

몰입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Zimmerman, et al., 2007), 또한 유아기의 빈번한 미디어 노출이

이후의 또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Hinkley et al., 2014)는 선행연구 결

과를 통해 볼 때,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시간 또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스마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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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이용이 유아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존감, 사회성 등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바(김나리, 조준오, 2013;

Verenikina & Kervin, 2011),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미디어 사용은 발달 단계 상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

을 수 밖에 없다. 가정 내 미디어의 보유는 부모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

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도하는 가에 따라 자녀

의 미디어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중재방식을 많이 다루고

있다.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부모의 양육행

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Valkenburg, Krcmar, Peeters, & Marseille,

1999),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부모

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행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Clark, 2011).

주로 TV매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와 간접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그리고 공

동 시청(co-viewing)으로 분류되어왔다(Nathanson, 2002). 적극적 중재

는 부모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돕고 선별적인 콘텐츠의

이용을 유도하는 등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중재방식을 의

미하고, 제한적 중재는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이나 사용

가능 시간대 등을 제한하는 등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한계를 정

하는 중재방식이다. 그리고 공동 시청은 부모와 자녀가 TV 등의 미디어

를 함께 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걸

러내는 일종의 교육 수단 또는 방어기제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여겨졌

다(안정임, 2008; Nathanson & Yang, 2003). 부모의 중재를 통해 자녀는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를 경험하고 부모의 긍·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관

점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Nikken & Schols, 2015; Strasburger & Wilson, 2002)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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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디어 중재 방식은 자녀의 미디어 경험과 직결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인터넷 위험성에 대

한 노출을 감소시키고(이은미, 2002),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

에 관여하며(김형지, 정세훈, 2015),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조안나, 고영자, 2013; Rasmussen et al., 2016)

유아 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현재 유아가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미

디어는 화면 크기에 제한이 있어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기존의 공동

이용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Hwang et al., 2017). 기본적으로 스마트미디

어는 개인 미디어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사람이 함께 둘

러앉아 시청하는 TV 등의 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적용

했던 중재 방식 중 특히 공동이용은 스마트미디어 사용경험과는 관련성

이 적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방식

중 공동이용을 제외하고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를 중심으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유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국의

교육 단체(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에 의해 21세기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제시되며(Trilling & Fadel,

2009), 학자들에 의해 디지털 시대에서 성장하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필

요하고 누구나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이자 덕목으로 언급되고 있다(신하

나, 정세훈, 2018). 국내에서도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를 통해 아

동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5). 학자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 의견이 다

르지만, 공통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하고 미디어를 기능적으로 잘

다루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와

미디어를 분석, 평가, 비평할 수 있는 사고력과 미디어 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이해력을 포함하는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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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접근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존에는 학교나 기관에서 주로 논의가 되어왔다.

하지만 출생 후부터 미디어에 접하게 되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유아들

은 기관 생활을 시작하기 전 이미 가정에서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한

다.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조연하, 배진아, 2010; Lynn, 2011),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

러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미디어

경험을 논의할 때,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김

은미, 2011; 신하나, 정세훈, 2018)는 극히 드물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행동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Terras & Ramsay, 2016)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는 자녀의 인터넷 사

용을 권장하지 않거나(Lou, Shih, Liu, Guo, & Tseng, 2010), 반대로 인

터넷 활용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 중재를 한다(안정임, 2008)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들의 미디어

중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모의 미

디어 리터러시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방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어떠한 경로로 관련성을 보이는

지 살펴본 연구가 없는 바,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

인해보고자 한다.

아동의 제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의 영향력은 주로 어머니

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는데, 이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경험에 관

한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유아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황영미, 문혁

준, 2006),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아버지가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결과(Conrade & Ho, 2001; Pleck & Masciadrelli, 2004)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여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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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미디어 사용시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성차에 대한 보고가 일관되지 않다. 사회적 능력에서 여아가 우수

하다는 연구결과(박연정, 정옥분, 2010; 이혜원, 양옥승, 2006; LaFreniere

et al., 2002)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강현옥, 황혜원, 2013; 김지현,

정지나, 2011; 안라리, 2005)는 결과가 공존하며, 남아가 미디어를 더 오

랜 시간 이용한다는 결과(임명희, 김성현, 2014)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이수기, 이현경, 홍혜경, 2014) 또한 공존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유아의 경험이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미디어 경험 관련요인으로 유아

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

재를 선정하였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 그리고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라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어떠한 경로

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5세 유

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

고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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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

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유능감

1)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인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

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 접근방법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고 있다. 동물행동학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진화론적 접근과 인성구조적 접근, 사회적 유능감

을 동기로 보는 접근,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그것이다(이태영, 강

문희 2001). 이 연구에서는 기관과 교실 상황에서 유아가 또래 및 교사

와 상호작용하는 맥락에 관심이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서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정의한 대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Katz와 McClellan(1997)은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함

을 유지하는 능력, 또래와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사회적 유

능감이라고 보았다. Rubin 등(1995)은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타인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내렸다. Guralnick(1990)은

사회적 유능감을 개인의 목표를 성공적이고 적절하게 설정하고 수행하는

아동의 능력으로 보았으며, 최경순(1993)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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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 및 유지하고,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능력을 사회적 유능감이라고 정의했다. 이상의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유능감은 어느 단편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아

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을 또래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대인관계기술, 정서조절 능력, 인지능력, 학습기

술 등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이태영, 강

문희, 2001; 이혜원, 양옥승, 2006; Katz & McClellan, 1997; Walter &

LaFreniere, 2000). 학자들마다 사회적 유능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대

해서는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유아

에게 중요한 요소로 대인관계기술과 자기관리기술, 학업기술을 꼽을 수

있다.

대인관계기술은 유아가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다(이혜원, 양옥승, 2006). 또래집단은 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으로 또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은 유아의 기관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개인적인 능력은 유

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근거이기도 하다(Birch &

Ladd, 1997). 교사 또한 유아와 기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대상으로, 유아

와 교사 간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가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정

서적, 행동적으로 유능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ianta, 1999). 유아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후의 학교적

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정대현, 지성애, 2006) 유아가 교사

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은 사회적 유능감의 중

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기통제(self

–control)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Gruse & Lytton, 1988), 유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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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자신의 기능과 상태를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Baumeister, Vohs,

& Tice, 2007).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

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의 균형을 맞추고 만족지연, 충동억제, 요구에 대한

순응 등의 다양한 전략으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박

혜림, 이진희, 2014). 유아는 기관에서 또래 및 교사와 생활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자기관리능력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활동에서

협동적이고, 인내심이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만(Funder & Block, 1983), 자기관리능력이 낮은 유아는 공격적이고 충

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회적, 정서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Kochanska & Aksan, 1995). 때문에 유아가 한 구성원으로 기관에

잘 적응하는 데에 자기관리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기술은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이

자 지식 습득이나 기능 학습을 돕는 기술이다(McDermott, Gree, Francis,

& Scott, 2000). 유아가 교사의 지시를 듣고 따르거나 집단 활동에 적절

히 참여하고 집중하여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곽아정, 2006). 이러한 기술은 유아가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는데 필요

한 기초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후에 또래로

부터 거부당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초등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 있다(McClelland, Acock, & Morrison, 2006).

유아기는 어떤 발달 단계보다도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유아기의 경험은 그들의 성격과 가치관, 행동양상과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혜원, 양옥승, 2006; Guralnick, 1992)는 점에

서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중에도

5세는 사회적 유능감의 핵심요인인 자기조절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학

습의 최적 시기이며(Vygotsky, 1978), 유아교육기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앞두고 있는 연령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수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상을 5세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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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

하지만, 크게 가정 내적인 요인과 가정 외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 내적인 요인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관계, 아버지의 양육참

여도 등이 있다(강수경, 김민정, 정미라, 2015; 김종훈, 성지현, 2014; 임

현주, 2017). 가정은 유아가 출생 후 처음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화를 배워가는 장소이다. 때문에 부모가 어

떤 양육태도를 갖고 자녀를 대하는 지에 따라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달

라진다(Baumrind, 1967; Schaefer, 1959). 특히 초기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은 아동의 사

회적 역량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구순주, 최보가, 1996),

어머니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관되게 자녀를 지도하면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elsky, 1984). 어머니의 언어

통제 방식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등(남연정, 김희

태, 2014)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 등 현대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유아발달에 관여하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황영미, 문혁준, 2006). 기존의 경제적 부양만 책

임지는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평등한 위치

에서 소통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양

육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새로운 모습의 양성적인 아

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김지원, 김낙홍, 2011).

아버지는 어머니 못지않게 유아의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성역할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Pleck & Masciadrelli, 2004), 자녀의 사회성 발

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박수연, 2013; Conrade & Ho, 2001). 이러한 선행연

구 결과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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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외적인 요인으로 미

디어 환경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

로 언급되고 있는 놀이 활동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미디어 및 인터

넷을 이용한 놀이가 1위를 차지한 만큼(조숙인 외, 2017), 유아들의 삶에

미디어가 깊게 침투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V와 컴퓨터로 대표되던

미디어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스마트폰이 개발,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이어서 각종 태블릿 PC와 휴대용 게임기 등이 가정에 보급되면서 유아

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아의 미디어 사용 및 노출은 유아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타인과 상

호작용하는 기회를 방해하면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유아가 장시간 TV에 노출되면 주 양육자와 언어 및 놀이를 기반으

로 이뤄지는 상호작용에 방해를 받게 되면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Kirkorian et al., 2009)는 연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최근 부모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녀에게 많이 허용하는 상호작용적인 미디어는 구체

적인 지식을 얻는데는 유용하지만, 자기조절능력이나 사회적인 기술, 문

제해결 능력 등은 자연 환경을 탐색하고 또래 및 양육자와 비구조화된 방

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Radesky,

Schumacher, & Zuckerman, 2015).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의 경우, 미디어 환경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양육자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적인 경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아에게 처음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접하게 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였으

며, 부모의 지도와 허용정도에 따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여부가 결

정되는 경우가 많다(김민석, 문혁준, 2015; 박소영, 문혁준, 2015; 이정림

외, 2013). 또한 학자들은 자녀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의 부모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Roseberry, Hirsh-Pasek, & Golinkoff, 2014).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작

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모바일이나 상호작용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배움

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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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모가 미디어를 어느 정도로 다룰 수 있는지,

즉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부모의 미디어 가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인터넷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

하는 방법이 다르다(안정임, 2008)는 연구나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 숙

련도에 부모의 인터넷 사용행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박소라, 2005)

는 연구결과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 경험에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미디어 환경뿐 아니라 가정 내 부모 변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서 성차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

고되고 있다.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권

희경, 2009; 이은정, 2008; 이혜원, 양옥승, 2006; LaFrenere et al., 2002)

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김지현, 정지나, 2011; 안라리,

2005)는 연구결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다. 과도한 전자매체 사용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다(박정아, 현은자,

2018)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

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

스마트미디어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컴퓨팅 기술, 그리고 휴대전화

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융·복합 미디어를 의미한다(성은모,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사용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능동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과학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매체 간 고

유한 기능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융합 기능을 가진 스마트

미디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성은모, 2015). 스마트미디어는 통칭 스마

트폰과 태블릿 PC를 의미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2009년 아이폰 3G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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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태블릿 PC 또한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생활 속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는 이동

이 편리하며 휴대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

어와 구별된다. 또한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

는 등 개별 욕구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다(김환남 외, 2014)는 것 또한 스

마트미디어만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터치에 대한 즉각적인 반

응으로 인해 유아의 흥미를 끄는 등 스마트미디어는 일종의 베이비시터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권연정, 2014).

이처럼 유아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의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유아들이 스마트미

디어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노출이 되는지 사용시간의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출은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

용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중재 방식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

1)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국내의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이정림 외, 2013)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

의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의 사용률은 컴퓨터 사용률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주중 31분, 주말 40분으로 나타났다. 또 다

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42분(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1.91시간(김보라, 2018)으로 나타나기도 했

다. 연구 대상의 40%가 넘는 유아들이 매일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사

용하고 있었다(류미향, 2014)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스마트미

디어 사용시간에 있어서 유아의 개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소아과협회(AAP)의 권고에 따르면, 2～5세 연령의 유아는 하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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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사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전체 미디어 중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간만 1시간 가까이 보고되고 있다

는 것을 통해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의 사회적 영역의 발달에 필요한 여러

활동의 기회를 대체함으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자들은 유아가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보내는 시간만큼 신체적,

사회적, 학습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들거나, 과도한 스마트미디어 사

용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주변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기회를 대

체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Neuman, 1995; Radesky et al.,

2015). 게임 몰입도가 낮은 유아들이 대인관계가 좋으며 또래와 어울리

길 좋아한다(구희정, 2013)는 연구결과나 미디어 노출이 잦을수록 추후

정서발달과 또래 관계에 문제를 겪는다(Hinkley et al., 2014)는 연구결과

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가 나누

기, 협동하기, 칭찬하기 등 또래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

술이 낮아졌다(Conners-Burrow et al., 2011)는 연구결과와 게임 사용시

간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이 낮아졌다(Prot et al., 2014)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사회성 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해 예상해볼 수 있다.

언어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대인관계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언어 발달은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2008). 과도한 영상물 몰입과 미디어에의 노출은

유아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은 언어 정보를 접하게 하여 아동의 언어발

달을 저해시킨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Nigg, 2006; Zimmerman

et al., 2007),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유아가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도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언어발달의 결핍은 자기조절 강화를 방해

하기 때문에(Jensen et al., 1997), 자기조절 능력이 중요한 사회적 유능

감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이 자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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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서희,

황성온, 2017)는 연구결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의 경우, TV 등의 전통적 미디어와는 달리 개인

미디어의 특성이 강하고 상호작용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

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멀티미디

어 학습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성민, 2010; 손

경희, 이대균, 2001), 스마트미디어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홍수민, 2011; Kucirkova, 2014)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학습을 한다면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21세기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환경에서 개별화된

학습을 받을 수 있다(Shuler, 2009). 이에 스마트미디어에 한정해서 미디

어 사용시간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1) 미디어 중재

학자들은 초기 미디어인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 경험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모 중재(parental

mediation)라고 정의내렸다(Clark, 2011).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Valkenburg et

al., 1999). 부모중재 행위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걸러내는 일종의 교육 수단 혹은 방어기제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인식

되어 왔는데(Nathanson & Yang, 2003),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중재 역

할을 크게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그리고 공동 시청(co-viewing)으로 분류했다(Nathanson,

1998, 1999; Valkenburg et al., 1999; Eastin et al., 2006). 적극적 중재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콘텐츠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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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중제는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 규칙을 정하거나 규제를 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 시청은 자녀와 단순히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미디어인 텔레비전과는 특성을 달리하는 인터넷, 비

디오 게임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은 자녀가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가 어떤 중재방식을 사용하는 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자녀가 비디오 게임을 할 때에 부모가 보이는 중재 방

식을 적극적 중재, 제한적 중재, 공동 사용(co-playing)으로 나누기도 하

였고(Nikken & Jansz, 2006),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 부모의 행동

방식을 적극적 공동 이용(active co-use), 상호작용적 제한(interaction

restrictions), 기술적 제한(technical restrictions), 감독(monitoring)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Livingstone & Helsper, 2008).

부모의 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미디어 경험에 미친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는 자녀의 TV 시청 시간을 조절

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Komaya & Bowyer, 2000), 부모가 제한적 중재

를 할 경우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줄어들고 미디어로 부적절한 내용

을 이용하는 것이 줄었다(Collier et al., 2016)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동 시청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재행위가 TV 노출을 감소시킨다는

통념에 반해, 공동 시청은 TV 사용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중재행

위라기 보다는 일종의 시청행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안정임, 2003; Nathanson, 2001).

스마트폰과 같이 화면 크기에 제한이 있는 개인 미디어에서는 여러 명

의 사용자가 함께 공유하는 미디어와 관련된 공동 이용 중재 개념이 적

합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Hwang et al., 2017). 때문에 스마트미디어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공동 이용을 제외한 부모의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의 영향을 많이 살펴보고 있었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

어 사용에 대한 허용 수준이 높고 중재 수준이 낮을수록 금단 및 내성,

생활 및 행동장애, 집착과 같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지수는 높게 나타났으

며(김환남 외, 2014), 어머니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적극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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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방임을 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몰입이 높게 나타났다(남

경희, 2018).

미디어 중재에서 부모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로는 자녀의 TV시청에서

어머니의 관여도가 아버지보다 높았다(Van der Voort et al., 1992)는 일

부 연구결과만 존재하여, 관련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김지원, 김낙홍, 2011; 이혜경, 2007),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다(Conrade &

Ho, 2001; Parke, 2002)는 선행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부모의 양육 역할을 살펴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TV등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유아들이 많이 사용하고 가정 내에서 자

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는 전통적 미디어와는 특성을 달리

한다. 높은 이동성과 휴대성, 개인 미디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모는 가

정 내에서 뿐 아니라 식당이나 이동하는 차 안 등 다양한 곳에서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자녀를 마주한다. 하지만,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과 아버지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를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며, 유아

기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

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 및 제한적 중재

는 어떤 양상을 보이며, 부모의 중재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발

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미디어 리터러시

발달 단계 상 유아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기 때문에,

부모가 미디어를 어느 정도로 능숙하게 다루며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는 자녀의 미디어 경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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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학자들은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확대하는 능력(Davis, 1993)이나 여러

유형의 미디어에 접속, 분석,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Aufderheider, 1993)으로 정의내렸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확한 개념과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합의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요인으로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와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를 말할 수 있다(Livingstone, 2009; Potter, 2002).

기능적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이해하며 기능

적으로 잘 다루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한편, 비판

적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분석, 평가, 비평할 수 있는 사고력과 함께 미디

어 콘텐츠에 담긴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 미디어 생산자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이해력을 말한다(Chen et al., 2011). 출생 후부터 미디어에

노출되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는 부모를 통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미디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

는 지식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태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조연하, 배진아, 2010).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자녀

의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기술(Terras & Ramsay, 2016)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녀의 미

디어 경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감소하였으며(신하나, 정세훈, 2018),

초등학생 어머니의 스마트폰 리터러시는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영

향을 미쳤다(임인택, 이선미,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숙련도

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모의 인터넷 이용행태(박소라, 2005)라

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또한 기능적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더 많이 걱정하며 자녀가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을 권하지 않기도 하고(Lou et al., 2010), 부모의 인터넷 리터러시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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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 지도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안정임, 2008). 하

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미치는 부모의 미디어 리

터러시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부모 변인의 주 응답 대상인 경우가 많았지

만, 앞서 언급했듯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대 아버지의 양육참여율이 증가하는 추

세이다(김영란, 주재선, 김난주, 최진희, 2015). 유아가 가정에서 주로 미

디어를 사용하며(이정림 외, 2013), 다양한 종류의 놀이 중 미디어 및 인

터넷을 이용한 놀이를 제일 선호한다(조숙인 외, 2017)는 점에서, 아버지

또한 자녀의 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온라인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Kaynany & Yelsma, 2000)는 점에서, 아버지가 미

디어를 기능적으로 잘 다루고 콘텐츠를 이해, 분석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머니와는 다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

니를 모두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모두 살펴보려고 한다.

3.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사회적 유능감은 유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교사 및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며 이후의

성공과 적응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유능감은 초등학교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또래 및 교사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관

심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유아의 미디어 경험과 부모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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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영향이나

가정 내 스마트미디어 관련 부모 역할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이 부족하

다.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유아들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만큼 신체,

사회, 학습 등 다른 영역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

들 수 있으며(Neuman, 1995), 또래 간에 상호작용이 적고, 자기조절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등(Conners-Burrow et al., 2011) 미디어 사용시

간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유아의 미디어 경험에서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양적인 측

면과 함께 부모가 미디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미디어 사

용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

용에 제한을 두는 등의 행동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지수와 미디어

사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환남 외, 2014; Collier et al.,

2016)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미디

어 중재가 자녀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거나(조안나, 고영자,

2013; Valkenburg et al., 2013) 아동의 낮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Collier et al., 2016)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가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

해볼 수 있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관해서는, 기능적 리터러

시가 높은 부모인 경우 자녀의 성장에서 인터넷 활용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동행형 중재 행위를 보이기도 하며(안정임, 2008), 비판적 리터러시

는 부모의 적극적 중재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Rasmussen et al., 2016)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부모는 부모

중재를 통해서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조연

하, 배진아, 2010)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

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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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TV 등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

거나 성격이 다른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높은 휴

대성과 개별성, 상호작용 기능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동의 삶에 더 침

투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적용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한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더욱 드물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모두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유아의 스

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가설모형은 <그림 Ⅱ-1>과 같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정적인 영향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모의 스마트미디

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사회적 유능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

시는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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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가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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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성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

어 중재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

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사

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

상은 어떠한가?

1-1.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기술,

학습기술)의 양상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5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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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

시)의 양상은 어떠한가?

2-2.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적극적 중재, 제한적 중재)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

떠한가?

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

다.

1)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이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

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망 내에서 잘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Raver & Zigler, 1997).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이혜원, 양옥승, 2006; Baumeister, Vohs, & Tice, 2007;

McDermott et al., 2000), 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기술, 학습기술을 포함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정의한다. 대인관계기술은 교실 상황에서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수용 및 이해하고 또래 및 교사와 바람직한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관리기술은 교실의 다양한 상

황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인식

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학습기술은 학습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학

습활동에 참여하고 지시를 듣고 따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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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기관 및 교실환경에서 유

아가 규준을 이해하는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고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2)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스마트미디어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컴퓨

팅 기술, 그리고 휴대전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융·복합 미

디어(성은모, 2014; 성은모, 진성희, 2012)로, 구체적으로 스마트폰과 태

블릿 PC에 한정된다.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가 주중 또

는 주말에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유아가 주중 또는 주말의 하

루 동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한 평균 시간으로 정의된다.

3)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여러 유형의 미디어에 접속, 분석, 평가할 수 있고 미

디어를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ufderheider, 1993).

선행연구(Chen et al., 2011)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를 디지털 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미디어에 대한 지

식과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능적 리터러시와 비판적 리터러시로

구분한다. 기능적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기능적으로 잘 다루며

콘텐츠를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분석, 평가, 비평할 수 있는 사고력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의 의

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이해력을 포함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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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미디어 중재

미디어 중재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을 관리하거나 조절,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Nathanson, 2002; Livingstone &

Helsper, 2008).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부모의 스마트미디

어 중재를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적

극적 중재는 부모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돕고 선별적인 콘텐츠의 사용을 유도하며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중재를 의미한다. 제한적 중재는 자녀가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이나 사용 가능 시간대를 제한하는

등 사용에 한계를 정하는 방식의 중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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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연

구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의 선정과 연구도구의 구

성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

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관계를 밝히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

재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구, 경북, 제주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6곳의 5세 유아의 부모 145쌍과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질

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6쌍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유아 139명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 139명, 교사 23명

을 포함한 총 3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이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승인을 받

았으며, 승인된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1902/

003-008). 연구대상 유아 139명 중 남아는 67명, 여아는 72명이었고, 평

균 월령은 70.6개월(범위: 64～76개월)이었다. 부모가 응답한 질문지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유아, 어머니, 아버지, 해당 가구에 대한 사회인구학

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Ⅳ-1>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73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43명

(30.9%), 셋째 이상이 18명(12.9%)이었다. 유아가 기관에 재원 중인 기간

은 ‘4년 이상’이 76명(54.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3년 이상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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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31명(22.3%), ‘2년 이상 3년 미만’ 16명(11.5%) 순으로 나타나 어린

이집 및 유치원 재원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41세(범위 : 30～51세)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8세(범위 : 27～51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2, 3년제 대

학 졸업이 49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 40명

(28.8%),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명(23%), 대학원 재학 이상 15명(10.8%)

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2, 3년제 대학 졸

업이 5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 41명(29.5%), 고등

학교 졸업 이하 32명(23%), 대학원 재학 이상 13명(9.4%)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40명(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500만원’ 37명(26.6), ‘500만원～600만원’ 24명

(17.3%), ‘300만원～400만원’ 19명(13.7%), ‘300만원 미만’ 17명(12.3%)의

순서로 뒤를 이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보였다.

변수 구분 빈도(%)

유아

출생순위

첫째 73(52.5)

둘째 43(30.9)

셋째 이상 18(12.9)

무응답 5(3.6)

재원기간

1년 미만 0(0.0)
1년～2년 미만 12(8.6)
2년～3년 미만 16(11.5)
3년～4년 미만 31(22.3)
4년 이상 76(54.7)
무응답 4(2.9)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23.0)

2, 3년제 대학 졸업 49(35.3)

4년제 대학교 졸업 40(28.8)

대학원 재학 이상 15(10.8)

<표 Ⅳ-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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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작성한 질문지를 통해 연구대상 유아의 전반적인 스마트미디어

사용 실태 또한 수집하였다.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최초로 이용한 시기

는 ‘13-24개월’이 43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만 3세’ 34명(24.5%),

‘25～36개월’ 30명(21.6%), ‘만 4세’ 21명(15.1%), ‘12개월 이하’ 7명(5%),

무응답 3(2.2)

직업

전문기술직 38(27.3)
사무관리직 40(28.8)
판매서비스직 5(3.6)
생산노동직 11(7.9)
자영업 29(20.9)
전업주부 0(0.0)
기타 14(10.1)

무응답 2(1.4)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23)
2, 3년제 대학 졸업 50(36.0)
4년제 대학교 졸업 41(29.5)
대학원 재학 이상 13(9.4)

무응답 3(2.2)

직업

전문기술직 18(12.9)
사무관리직 19(13.7)
판매서비스직 7(5.0)
생산노동직 7(5.0)
자영업 11(7.9)
전업주부 55(39.6)
기타 20(14.4)
무응답 2(1.4)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7(12.3)
300만원～400만원 19(13.7)
400만원～500만원 37(26.6)
500만원～600만원 24(17.3)
600만원 이상 40(28.8)
무응답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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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4명(2.9%) 순으로 높았다. 이는 유아들이 생후 2～3년 사이에

스마트미디어를 많이 접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최근 1개월 동안 스마트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가에 대한 문항에 ‘일주일에 1～2회’ 이

용한다는 응답이 46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 36명(25.9%), ‘일

주일에 3～4회’ 35명(25.2%), ‘일주일에 5～6회’ 13명(9.4%), ‘한 달에 1～

2회’ 9명(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아의 절반가량이 일주일에 스마트

미디어를 3～4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가 스마트미디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유아

(73.4%)가 가족에게 허용 여부를 묻고 허락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했으

며, 가족이 전적으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는

15.8%, 자녀가 자유롭게 스마트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는 10.8%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혼자 사용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혼자 사용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82명(59%), 다른 사람

(부모, 형제, 친구 등)과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57명(41%)으로,

절반이 넘는 유아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평일에 스마트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는

하원 후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부모가 88명(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에 관계치 않고 때때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17명(12.2%), 등원 준비

시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11명(7.9%), 식사 중에 사용한다는 응답과 잠

자기 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모두 5명(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평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원한 후 잠자기 전까

지의 여가시간에 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

마트미디어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를 묻는 응답에는 자녀가 가정에서 주

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0%에 가까웠고, 카페 또는 식당 등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은 15.1%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

(조부모, 친구 등)의 집이나 백화점·마트·쇼핑몰, 개인용 승용차에서 주

로 사용한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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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자녀에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명

(41.0%)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27명(19,4%), ‘자녀를

달래기 위해서’ 17명(12.2%) 순으로 높았다. 기타 항목에는 ‘자녀가 원해

서’, ‘약속을 지켜서 보상으로’, ‘장난감이 많지 않아서’ 등의 응답이 포함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연구대상의 절반이 넘는 부모가 주

로 자녀를 달래거나 돌봄을 대신하는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스마트미

디어를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로 가장 많이 이용하

는 서비스는 <표 Ⅳ-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투브 등의 ‘영상 시청’이

소범주 중 62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용 콘텐츠’ 22명(15.8%),

‘만화’ 21명(15.1%) 순으로 높았다. ‘자료 및 정보 획득’이나 ‘여가’, ‘커뮤

니케이션’, ‘교육/학습’ 의 대범주 중에서는 여가를 보내는 수단으로 스마

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응답이 8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분 빈도

자료 및

정보 획득

1) 검색 1(0.7%)

8(5.7%)2) 일반적인 웹서핑 0(0.0%)

3) 카메라, 사진첩 7(5.0%)

여가

4) 게임 19(13.7%)

108(77.8%)

5) 만화 21(15.1%)

6) 영화 0(0.0%)

7) TV프로그램(DMB) 3(2.2%)%

8) 음악(노래) 3(2.2%)

9) 영상시청(유튜브 등) 62(44.6%)

커뮤니

케이션

10)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등)
0(0.0%)

0(0.0%)

11)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0(0.0%)

<표 Ⅳ-2> 스마트미디어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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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커뮤니티(카페 클럽) 0(0.0%)

교육/학습 13) 교육용 콘텐츠 22(15.8%)

무응답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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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

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

하였다. 구체적인 도구 구성과 절차,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유능감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Merrell(1993)

이 개발한 School Social Behavior Scale(SSBS)의 일부 문항을 번안한

뒤, 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SBS는 총 65문항으로 긍정

적인 사회적 행동과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묻는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 14문항, 자기관리기술(Self-

Management Skills) 10문항, 학습기술(Academic Skills) 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대인관계기술에는 ‘다른 친구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이해한다’,

‘자신이 하는 활동에 친구들을 잘 초대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

으며, 자기관리기술에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응한다’, ‘교

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기

술은 ‘교사의 지시를 잘 듣고 따른다’, ‘필요할 때 교사와 친구에게 적절

히 도움을 요청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번안은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하는 교포대학원생이 함께

번역, 재번역 과정을 거쳤으며, 아동학 박사 1명과 아동학 전공교수 1명,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검토 의뢰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에 대해 아동학

박사 2인과 교수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척도의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Ⅳ-3>에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화하

여 1～5점의 범위를 가진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하위영역별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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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사회

적 유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

적 유능감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하위요

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기술의 신뢰도 계수는 .94였으며, 자기관리기술

의 신뢰도 계수는 .94, 학습기술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표 Ⅳ-3> 사회적 유능감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대인관계기술
4, 5, 6, 9, 11, 19, 21, 22,

25, 26, 28, 29, 30, 32
14 .94

자기관리기술
1, 7, 12, 15, 16, 17, 23,

24, 27, 31
10 .94

학습기술 2, 3, 8, 10, 13, 14, 18, 20 8 .88

사회적 유능감 32 .97

2)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

재에 관한 부모용 질문지

(1)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부모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각각 나누어 개방형으로 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

다. 이 때 수집된 시간 자료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라는 하나의 변

수로 만들기 위해서 국내외 선행연구(구현영, 김은정, 2015; Bickham et

al., 2015; Conners-Burrow et al., 2011)에서 평일과 주말 사용시간의 가

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계산한 방법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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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평일 일일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일일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두 배를

합하여 주간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하루 단위로 환

산하여 하루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산출하였다.

(2)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Koc &

Barut, 2016)에서 사용한 문항 중 일부를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도구는 부모의 미디어 사용

관련 기술과 미디어 관련 이해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적 리터러시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판적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가진 서로 다른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콘

텐츠가 믿을 만한지, 그리고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

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점

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

의 미디어 리터러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

타났다. 기능적 리터러시 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5(아버지 .96, 어머니

.91)였고, 비판적 리터러시 7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6(아버지 .97, 어머니

.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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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기능적 리터러시 1, 2, 3, 4, 5, 6, 7, 8 8 .95

비판적 리터러시 9, 10, 11, 12, 13, 14, 15 7 .96

미디어 리터러시 15 .97

(3)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관리 조절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재에

관한 문항은 부모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스마트미디어 중재 질문

문항은 선행연구(Hwang et al., 2017; Livingstone & Helsper, 2008;

Shin & Lwin, 2017)에서 사용한 문항 중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부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도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재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 중재는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위험

할 수 있다고 설명해준다’, ‘자녀에게 특정한 콘텐츠가 왜 좋은지 설명해

준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한적 중재는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 이상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 못하게 한다’, ‘자녀

가 특정한 콘텐츠는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재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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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적극적 중재 6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3(아버지 .84, 어머니

.76)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적 중재 7문항의 신뢰도 계수도 .83(아버지 .78,

어머니 .71)으로 나타났다.

<표 Ⅳ-5>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척도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적극적 중재 1, 2, 3, 4, 5, 6 6 .83

제한적 중재 7, 8, 9, 10, 11, 12, 13 7 .83

스마트미디어 중재 13 .89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고 질문지 응

답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어머니 3명과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5～7

분이었으며, 교사용 질문지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4～5분이었다. 어

머니와 교사가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정사항 없이 질문지를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9년 4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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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제주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6곳에서 5세 학급

에 재원 중인 아동 145명의 부모와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한 후 기관장의 동의를 얻었으며, 기관장의 동의가 획득

된 경우에 한하여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설명서와 동의서, 질문

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부모에 한하여, 유

아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각 기관에서 2～4주

에 걸쳐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14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

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139부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통계적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부모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함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와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아버

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

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

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1)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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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 상대적합지수

(relative fit index)인 TLI, CFI 등을 사용하였다. RMSEA값은 .05이하

면 좋은 적합도로, .05～.08 사이면 적합한 적합도로, .10이상이면 부적절

한 적합도로 간주한다(Browne & Cudeck, 1993). TLI와 CFI의 경우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다섯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간 간접 효과가 유의한지 검토하기 위해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1)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검증하려는 이론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표

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추정

오차(estimation error)가 커져서 추정된 미지수의 값을 신뢰할 수 없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3). 표본의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모형에서

추정하는 미지수의 5～10배(Bentler & Chou, 1987), 15배(Stevens, 1996)를 필요

로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은 8개로 Stevens(1996)의 기준에 따르면

최소 120개 정도의 표본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139개로 이러

한 기준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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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위의 연구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술하며,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연구문제1)

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1>에 제시되

어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총 점수범위는 1～5점이다. 전체 연구

대상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평균 점수는 3.9점(SD = .67)으로, 척도의

중간값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대인

관계기술의 평균 점수는 3.85점(SD = .69), 자기관리기술은 3.85점(SD =

.72), 학습기술은 4.07점(SD = .73)으로 학습기술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아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

기술과 자기관리기술, 학습기술에서 모두 점수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

는다는 선행연구(김지현, 정지나, 2011; 안라리,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유아의 성별을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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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N M (SD)

대인관계기술

남아 67 3.82(.70)

여아 72 3.87(.68)

전체 139 3.85(.69)

자기관리기술

남아 67 3.76(.73)

여아 72 3.93(.70)

전체 139 3.85(.72)

학습기술

남아 67 4.01(.73)

여아 72 4.12(.74)

전체 139 4.07(.73)

전체

남아 67 3.85(.68)

여아 72 3.95(.67)

전체 139 3.9(.67)

<표 Ⅴ-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양상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은 <표 Ⅴ-2>와 같다. 하루 평

균 사용시간은 1.29시간(SD = 1.0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주중에는 평균 0.91시간, 주말에는 2.23시간 동안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이정림 외,

2013)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주중 31분, 주말 40분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치이며, 김보라(2018)의 연구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평균 이용시간이 1.91시간, 평균 노출시간이 1.86시

간으로 조사된 것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

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아(M = 1.34, SD = 1.15)가 남아(M =

1.22, SD = 1.02)보다 하루 평균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더 많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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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전체

M(SD)
남아

M(SD)

여아

M(SD)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주중 0.86(.87) 0.95(.97) 0.91(.92)

주말 2.13(1.93) 2.31(2.13) 2.23(2.04)

하루 1.22(1.02) 1.34(1.15) 1.29(1.09)

<표 Ⅴ-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양상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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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

(연구문제2)

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양상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부

모의 기능적 리터러시의 평균 점수는 4.14점(SD = .98), 비판적 리터러

시의 평균 점수는 4.28점(SD = .84)으로 나타났다. 각 리터러시 간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비판

적 리터러시가 기능적 리터러시보다 높았다(t = -3.45, p < .01). 미디어

리터러시 평균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 중 ‘조금 그렇다’에 해당하

는 4점과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5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바, 이 연

구의 대상에 포함된 부모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

라고 볼 수 있다. 즉, 5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미디어를 비교적

잘 다루며 콘텐츠를 이해 및 생산할 수 있고, 미디어를 분석, 평가하고

콘텐츠의 의미,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양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해서 살펴보

면, 아버지의 기능적 리터러시의 평균 점수는 4.19점(SD = 1.10), 어머니

의 기능적 리터러시의 평균 점수는 4.10점(SD = 1.09)으로 나타났다. 기

능적 리터러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 점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비판적 리터러시의 경우,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4.33점(SD = .97),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4.26점

(SD = .90)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간 점수 차는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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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SD) t M(SD)

기능적 리터러시 4.14(.98)
-3.45**

아버지 4.19(1.10)
어머니 4.10(1.09)

비판적 리터러시 4.28(.84)
아버지 4.33(.97)
어머니 4.26(.90)

<표 Ⅴ-3>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

**p < .01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의 비판적 리터러시가 기능적 리터

러시보다 높다는 연구결과(Wegmann et al., 2015)와 유사하다. 반면, 아

버지와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

은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

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디지

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 세대로 디지털 시대에서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중산층 부모들은 컴퓨터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잠재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며(Facer et al,

2003),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부

모들에 비해 인터넷을 더 빨리 접하고 사용한다(김은미, 2011)는 점을 고

려할 때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별다른 차이 없이,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양상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부모의 적극적 중재의 평균 점수는 3.55점(SD = .65), 제한적 중재의 평

균 점수는 3.60점(SD = .66)으로 나타났다. 각 중재방식 간 평균점수 차

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들 간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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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평균점수는 1점부터 5

점까지의 척도 중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3점과 ‘조금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은 중간

보다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양상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해서 살펴보

면, 아버지의 적극적 중재의 평균 점수는 3.41점(SD = .85), 어머니의 적

극적 중재의 평균 점수는 3.70점(SD = .72)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

머니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어

머니의 적극적 중재가 높았다(t = -3.83, p < .001). 제한적 중재의 경우,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3.40점(SD = .81)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3.81점(SD = .71)이었다. 제한적 중재에서도 어머니의 점수가 아버지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 = -6.47, p < .001).

구분 M(SD) M(SD) t

적극적 중재 3.55(.65)
아버지 3.41(.85)

-3.83***
어머니 3.70(.72)

제한적 중재 3.60(.66)
아버지 3.40(.81)

-6.47***
어머니 3.81(.71)

<표 Ⅴ-4>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점수

***p < .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

누는 적극적 중재방식과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한계를 정하는 제

한적 중재방식을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

니의 미디어중재가 유형별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조안나, 고영자,

2013)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각각의 중재를 어느 정도 사용

하느냐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어머니

가 아버지보다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자녀의 TV시청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관여도가 높았다(Va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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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rt et al., 1992)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대체로 일상 중에 어

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스마

트미디어 사용에 관여하는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49 -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

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연구문제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구조모형

을 설정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2)

먼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

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Ⅴ-5>와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과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관계를 살

펴보면, 자기관리기술은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r = -.17, p < .05), 학습기술도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r = -.17, p < .05). 대인관계기술은 스마트미디어 사

용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전

체 점수와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부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r = -.17, p < .05).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

어 중재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2, p < .01). 부

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1, p < .05).

2)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

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

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인 ‘왜도 < 2, 첨도 < 4’(Hong,

Malik, & Lee, 2003)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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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대인관계기술 1

2. 자기관리기술 .85*** 1

3. 학습기술 .85*** .86*** 1

4. 사회적 유능감 전체 .96*** .95*** .94*** 1

5.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15 -.17* -.17* -.17* 1

6. 부 미디어 리터러시 .06 .15 .12 .11 -.03 1

7. 모 미디어 리터러시 .05 .10 .08 .08 -.04 .64*** 1

8.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06 .14 .11 .10 -.04 .91*** .90*** 1

9. 부 스마트미디어 중재 -.10 -.10 -.10 -.11 -.20* .18* .12 .17* 1

10. 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01 .04 .06 .02 -.16 .18* .23** .23** .51*** 1

11.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07 -.04 -.03 -.06 -.21* .21* .20* .22** .89*** .84*** 1

<표 Ⅴ-5>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관계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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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Note. 숫자는 표준화된 계수이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 *p < .05.

<그림 Ⅴ-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과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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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Ⅴ-6>에 제시한 바와 같이 χ2 = 16.402(df =

16, p > .05), TLI = .999, CFI = .999, RMSEA = .013 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이 본 자료를 적합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df TLI CFI RMSEA
16.402 16 .999 .999 .013

<표 Ⅴ-6> 연구모형의 적합도

각 요인들과 그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는 <표 Ⅴ-7>에 제시하였

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β = .275, p < .05). 즉, 부모가 미디어의 기능을 능숙하게 사용

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 분석, 비평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 자녀의 스

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적극적 중재에 영향을 미치고(Rasmussen

et al., 2016), 부모의 리터러시가 높으면 자녀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권

하지 않거나(Lou et al., 2010), 제한적 중재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Lee,

2013)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57, p < .05). 이는 부모가 자녀

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적게 사용함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가 자녀의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Komaya & Bowyer, 2000), 부모가 제한적

중재를 할 경우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줄어들었다(Collier et al.,

2016)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은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

다(β = -.205, p < .05). 즉,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TV를 오

래 시청할수록 사회적 기술이 낮아졌다(Conners-Burrow et al., 201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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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나 미디어 노출이 잦을수록 정서발달과 또래 관계에 문제를 겪

는다(Hinkley et al., 2014)는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 유아들의 자

기조절 능력이나 사회적 기술 등은 자연 환경을 탐색하고 또래 및 양육

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진다(Radesky et al., 2015). 이 연구의 대상유

아들은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주로 유튜브 영상이나 만화 등을 시청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타인과 의미있는 상

호작용을 하는 것에 제약을 받아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킬 기회가 제한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 간 또는 성인 간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반영하여, 추후 다양한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구의 대상 유아

들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실태의 특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부모 응답에 따르면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절반 이상이 주로 스마트미디어를 가정에서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절반 이상은 자녀에게 방해받지 않

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를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허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부모가 유아기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부모의

필요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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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S.E.) β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231(.099) .275*

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044(.153) .029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473(.226) -.257*

부모 스마트미디어 중재 → 사회적 유능감 -.125(.117) -.118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 사회적 유능감 -.118(.052) -.205*

<표 Ⅴ-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p < .05

다음으로 변인 간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모형의 효과분해를 실

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미

디어 리터러시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대해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며(β = -.071, p < .05),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53, 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매개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이

높아지며 이것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의 감소를 나타낼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시간을 매개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스마트미디

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이것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증가를

나타낼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미디어 중

재가 자녀의 과도한 미디어사용과 부적절한 미디어 노출을 차단시킴으로

써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게 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

하고 공격성에 감소를 보인(조안나, 고영자, 2013; Fikkers et al., 2017)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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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044 .029 -.109 -.071* -.065 -.042

→사회적

유능감
.000 .000 -.021 -.024 -.021 -.024

스마트
미디어
중재

→사회적

유능감
-.125 -.118 .071 .053* -.069 -.065

<표 Ⅴ-8> 경로모형의 효과분해

Note. 간접효과의 유의수준은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추
정결과이며, 재표집 1000회 실시.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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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TV 등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개인 미디어의 특성이

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이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변

인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출생 후부터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

하는 유아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돕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 유아의 부모 139쌍과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

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하였다. 교사에

게도 질문지 조사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 수준을 측정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직접적

인 영향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미

디어 사용을 중재하는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스마트미디

어 사용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인터넷 리터러시와 미

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이 부모 중재에 영향을 미친다(안정임, 2008;

Rasmussen et al., 2016)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가 미디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용 중재를 할 수 있듯이(조연하, 배진아, 2010), 어머니

와 아버지가 미디어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콘텐츠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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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높을 경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신있게 중재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미디어 중재 방

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자녀의 스마트미디

어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부모 중재 역할의 확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

능감 발달 수준이 낮아진다. 이는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로 사용하는 콘텐

츠의 종류와 별개로 양적인 측면의 사용시간 증가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

감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나 게임 사용시간이 또래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

술과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nners-Burrow

et al., 2011; Prot et al., 2014)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유아가

TV에 노출되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방해를 받게 되며(Kirkorian

et al., 2009), 자기조절 능력이나 사회적인 기술은 자연 환경을 탐색하며

또래 및 양육자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길러진다(Radesky

et al., 2015)는 것을 고려하면,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

가할수록 부모와 또래 등 타인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적 유

능감을 발달시킬 기회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중

재할수록 유아는 스마트미디어를 적게 사용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유능

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행동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량을 통해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부모의 스

마트미디어 중재가 자녀의 TV 시청량, 인터넷 사용량 등 미디어 사용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기존 선행연구(이숙정, 전소

현, 2010; 이은미, 2002; Collier et al., 2016; Komaya & Bowyer, 200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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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미치는 스마트미디어

경험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함께 고려하였다.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최근

보급 및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의 사용 경험을 사용

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과 부모의 중재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질적인 측

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점

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미디어 리터

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

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에서

아버지 변인의 영향과 어머니 변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나 어머니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

등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을 주로 다루

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의 변화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

성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율이 증가(김영란 외, 2015; 김지원, 김

낙홍, 2011)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포함

하여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중재하는 양상은 어떠하며, 미

디어를 기능적으로 잘 다루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어

느 수준인지 살펴보았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에 미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

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영향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확

인한 바,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관련한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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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스스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고 통제하

기 힘든 유아기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경험 확립과 사회성 발달 증진

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를 나누며 적정한 한계와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부모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녀의 미디어 사

용을 관리 조절하는 양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미디어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 질문지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

간,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

집되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아이지만 부모의

기억에 의존하여 수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시간일지 기

법이나 시간 측정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 부모는 다수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또한 높은 편이

다. 거주지역과 부모의 소득, 학력 등의 가정환경에 따라 유아들의 미디

어 사용 환경이나 미디어 이용 정도, 미디어 사용습관의 형성이 다르다

(바른ICT 연구소, 2018; 이재은, 2017; Buckingham, 2000)는 연구결과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중요한 문

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름으로 인해 개인, 가정, 지

역 간에 나타나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기회의 차이는 흔히 정보격차로

설명 되는 바(안정임, 2006; 한국전산원, 2000), 다양한 수준의 미디어 리

터러시를 보이는 부모, 유아들 간의 정보격차 등을 반영한 후속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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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

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앞둔 5

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부

모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 중재 간의 구조적 경로를 살펴봄

으로써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경험과 관련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유능감 발달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스마트미디

어 사용경험이 유아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

다는 점, 그리고 부모의 중재 역할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미디

어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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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years-old’s smart-media

experience and social

competence:

Focus on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and smart-media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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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the effects of smart-media (smartphones, tablet

PCs) use on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Preschoolers’ smart-media use was examined with three factors: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leve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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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smart-media mediation level.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1. How ar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interpersonal skills,

self-management skills, academic skills) and smart-media use

time?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among these variables?

2. How are parents’ media literacy(functional literacy, critical

literacy) level and smart-media mediation(a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level?

3. How i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level,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level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Subjects included 139 father-mother dyads of five-years-old

preschool children and 23 teachers from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and

smart-media mediat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mart-media use time according to gender.

Second, parents’ critical literacy level was higher than functional

literacy level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media

literac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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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between parents’ active mediation and their restrictive

mediation. Mothers’ active mediation level and restrictive mediation

level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fathers’.

Third, parents’ media litera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smart-media mediation. Parents with higher media literacy levels

showed higher levels of smart-media mediation. Parents’ media

literacy had in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through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Fourth,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ocial competence. Children with longer smart-media usage

time showed lower social competence.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affecte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indirectly through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ive-years-old’s social competence, smart-media use time, parents’

media literacy and smart-media mediation. Also, the current study

confirmed that preschoolers’ smart-media use time and parents’

smart-media mediation affecte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arental roles in

mediating and regulating use of smart-media to promote preschoolers’

healthy social development.

keywords : smart-media, media mediation, media literacy, soci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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