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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및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마음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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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pathways linking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reschoolers’ 
ability to understand minds, focusing on the sequential mediational role of mothers’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s (smartphones, tablet PCs) and preschoolers’ smart device dependency. 
Methods: The subjects were 696 four and five year olds and their mothers. The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 t-tests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are presented as a preliminary analyses. 
A sequential mediation model was analyzed using the AMOS 25.0 program.
Results: First, mothers’ parenting efficacy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ability to 
understand minds. Second, preschoolers’ smart device dependency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ability to understand minds. Third, the indirect path linking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reschoolers’ ability to understand minds through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s and smart device dependency was significant, supporting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Conclusion: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arenting efficacy on preventing preschoolers’ 
smart device dependency to promote their ability to understand minds.

Keywords: ability to understand minds, parenting efficacy,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s, 
smart device dependency

박윤미1, 강민주2

Introduction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원활한 상호작용

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Flavell, Miller, & Miller, 1993). 즉 타

인의 마음 상태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마음과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 상태는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S.-Y. Yoon & Shin, 2020). 발달심리학

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마음이론(theory of mind)’으로 지칭하

였으며 마음이해능력을 갖추는 것을 유아기에 성취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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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발달과제로 보았다(Davis-Unger & Carlson, 2008; 

Wellman, 1992). 마음이해능력은 바람, 믿음, 의도, 정서와 같

은 마음 상태가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Sung & Hsu, 2014), 

유아기 동안 급격하게 발달하고 유아기뿐만 아니라 이후 시기

의 적응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H. J. Ahn, Kim, & 

Lee, 2012).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아는 사회적으

로 유능하게 행동하므로 마음이해능력의 발달은 유아의 성

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예견하는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

다(Arsenio & Lemerise, 2004). 마음이해능력이 높은 유아들은 

교육기관에서 잘 적응하고 또래에게 인기가 높으며(Ghim & 

Lee, 2005) 사회적으로 유능하였으나(Imuta, Henry, Slaughter, 

Selcuk, & Ruffman, 2016), 낮은 마음이해능력은 유아의 원만

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고되었

다(Berk, 2006). 유아기에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할 경우 이후 

발달 과정에서도 대인관계에 부적응하는 문제를 드러낼 수 있

으므로(Vahedi, Farrokhi, & Farajian, 2012) 유아기 마음이해능

력 발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음이해능력은 타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적인 마

음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우연한 행동과 의도적인 

행동을 구별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

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충분한 면대면 상호작용 경험이 필수

적이다(E.-J. Ji & Lee, 2007). 면대면 상호작용에서는 언어보

다 비언어적 행동의 비중이 높고(Bowers, Metts, & Duncanson, 

1985) 비언어적 행동은 몸의 움직임과 방향, 자세, 신체적 접

촉, 표정으로 나타나며 목소리의 높낮이나 세기, 말의 속도와 

지속시간, 억양, 말할 때의 쉼, 말이 많고 적음 등 준언어적 행

동을 포함한다(Gazda et al., 2006; Matsumoto & Hwang, 2013). 

비언어적 행동은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아들은 충분한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의 비언어적 행동이 포함된 생각, 정서, 

의도를 헤아려 보며 마음이해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Doherty, 2009).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비대면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직접적인 의사소

통에 제한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세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T. Kim, 2020). 그러므로 마음이해능력 발달의 민

감기에 있는 유아들에 대한 중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이 이루어지는 최

초의 환경은 가정이며 무엇보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 Jang & Shin, 2018; Sung, 

2018).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직접적인 영향과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음이해능력 발달의 개인차를 일으키는 요인

으로 주목되었다(Sung, 2018).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과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으로 정의되며(J. 

Lee, Baek, & Sung, 2018), 부모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

행하도록 하여 양육의 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예측 변

인으로써 유아의 전반적인 심리적 또는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8; Teti & Gelfand, 1991). 

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유아가 대인관

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 사회적으로 더

욱 유능한 존재가 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H. M. Kim 

& Doh, 2004; H. K. Kwon, 2017; T. H. Moon, 2002), 높은 양육

효능감을 가진 부모는 낮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부모보다 자

녀의 사회적 능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unttila, Vauras, & Laakkonen, 2007; Swick & Hassell, 

1988). 또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과 타인의 관점이나 정서 상태를 고려하여 반응하는 것이 

포함되며(Eisenberg-Berg & Hand, 1979; B.-S. Park, 1987),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 Prinz, 2005; I.-H. Lee, Choi, & 

Song, 2013).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사회인지능력 발달 

정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Gardner, 2011), 사회인지능력 중 

하나인 마음이해능력에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현시대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

화진흥원(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9)이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

사 결과 유아 부모의 주 연령층인 3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9.9%로 나타났다. 또한, J. Oh와 Park (2019)의 유아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률은 

59.3%였고 이 중 45.1%는 12-24개월 미만에 스마트기기를 접

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기기에 노

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는 터치스크린 방

식으로 유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높은 휴대성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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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으로 쉽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어 스

마트기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Y. K. Kim, Kim, Yoon, & Park,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IA, 2019)의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만 

3-9세 유아동의 22.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

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청소년과 성

인 집단에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

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유아의 생활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

는 것이 두드러지며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현저성이 증가

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IA, 2019). 스마트기

기 과의존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적 결과와 관련되었으며 특

히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스

마트기기에 과의존하는 유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공감과 친사회적 기술이 제대로 발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B. Kang & Lee, 2018; Sung, Byun, & Nam, 2015).

무엇보다도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유아의 일상에서 다른 사

람들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J. Kim & 

Oh, 2016; McDaniel, 2013; Sung et al., 2015) 마음이해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TV를 덜 

보는 4세 유아들이 TV를 많이 보는 유아들보다 높은 마음이

해능력 점수를 나타냈으며(Taylor & Carlson, 1997), TV 시청

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Mar, Tackett, & Moore, 2010). TV

와 스마트기기는 공통적으로 일방향적 정보전달 및 중독적 특

성이 있으며(Y. Lee, Lee, & Kim, 2018), 스마트기기는 TV 보다 

화면의 크기가 작고 개인 미디어 특성이 강해 대인 간 상호작

용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J. H. Lee, 2014). 그러므로 스

마트기기가 보편화 된 현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스마트기기 

사용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Uhls 등(2014)은 실험연구를 통해 아동의 스마트기기 사

용 시간이 길고 면대면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사

람들의 비언어적 단서를 해석하여 감정을 읽고 내면을 이해하

는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

는 유아는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는 유아와 달리 다른 사

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laughter & 

Repacholi, 2003).

더욱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IA, 2019)에서 만 3-9세 유아동 집단의 99.4%가 스마

트기기를 동영상 시청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

들은 빈번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통해 마음이해능력 발달을 위

한 대인 간 의사소통을 경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유아

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 부모가 보이는 행동을 조사한 연구에

서 부모들의 49.9%는 유아가 이용하는 것을 지켜본다고 하였

고 32.2%는 부모의 개인적인 할 일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와 함께 이용하며 지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8%에 그

쳐 유아들이 스마트기기를 혼자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

타났다(J. Oh & Park, 201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McDaniel

과 Radesky (2018)는 스마트기기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없는 존재(absent presence)’가 될 수 있

다고 하여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이 제한될 위험성을 지적하

였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타인과 면대면 상호

작용이 아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간접적인 소통이 과도한 경

우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M.-S. Yoon & Kim, 2018). 이를 통해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유아의 상호작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해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기

기 과의존이 마음이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주

로 학령후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유아의 스마

트기기 과의존에 대한 선행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편이어서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유아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개인 소유의 스

마트기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부모의 스마트기기를 사용

하기 때문에(Gown & Chyung, 2018; J. Oh & Park, 2019), 스마

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로써 부모 변인을 일차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어머니는 유아와 긴밀한 

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로서 어머니가 가진 

양육 특성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

다(Y. Cho & Lee, 2016).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디지털 

양육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Y. Jang & Lee, 201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사

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간이 짧고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와 과

의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own & Chyung, 2018; 

H.-J. Lee, Chae, Bang, & Choi, 2015; Ryu,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후속 행동과 양육 기술 

등을 통해 양육의 실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ndura, 1986; Jones & Prinz, 2005). 낮은 양육효능

감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모 역할 수행과 관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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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 2005), 높은 양육효능감은 문제 상황에서 자녀에게 더 

적합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부모 역할 수행을 

돕는 자원으로 기능하였다(H. M. Kim & Doh, 2004). 선행연

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 집단은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과 비교하여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덜 

제한하였고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더 오랜 시간 사용하도록 허

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 Jang & Lee, 2019). 그리고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에 속한 자녀들은 스마트

기기를 놀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Y. 

Choi & Ha, 2018). 그러므로 스마트기기 허용을 자녀의 스마

트기기 사용에 개입하는 어머니의 양육 실제 중 하나로 이해

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허

용하는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허용하는 

동기를 살핀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편의적 목적 또는 자녀

와의 상호작용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스마트기기를 허용하는 

것이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다(Novotney, 2016; J. Oh & Park, 

2019). 최근 실시된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부모의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를 살펴보면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가 31.1%,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가 27.7%, ‘아이가 좋아해서’가 26.6%로 나타났으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 허용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J. Oh & Park, 

2019). 이는 많은 부모가 양육에서 편의적 목적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대체물로써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실태조사에서 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사용

하는 주된 장소가 가정에 이어 카페 및 식당, 자동차 순으로 나

타난 것을 통해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황을 쉽게 

지나가거나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는 용도로써 스마트기기가 

사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어머니들은 짜증을 

내는 자녀를 달래주거나 자녀가 음식점과 같은 장소에서 조용

히 있길 바라는 상황 또는 어머니의 일을 하는 동안 자녀가 방

해하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

게 보고되었다( J.-A. Kim, 2013; Ryu, 2014). 그뿐만 아니라 국

외 연구에서도 부모의 일상 업무나 가사를 처리하거나 자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ılıç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적절한 허용 동기’를 어머니가 양육에서 편의적 목적 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자녀에게 스마트기

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어머니의 부적절한 허용 동기

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양육에서 도전적인 과제에 직

면할 경우 쉽게 포기하고 양육 기술을 서툴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Ardelt & Eccles, 2001). 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과제를 해결하거나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의 질과 양에 있어서 양육효능

감이 낮은 어머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lnick, Benjet, Kurowski, & Apostoleris, 1997). Ryu (2014)는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들은 자녀가 짜증을 내거나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

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어머

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스마트기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 달래주거나 스마트기기를 허용하는 대신 놀이 활

동을 제안하는 등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잘 양육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과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

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 스마트기기를 자

녀의 발달을 돕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양육에서 오는 어

려움을 회피하는 한 방법으로써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허용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이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자신의 시간 활용을 위해 자녀 혼자 시간을 보내

게 하려고 스마트기기를 제공할 경우 사용 시간이 길게 나타

났고(Chiong, 2009),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달래기 위한 도구

로 스마트기기를 인식할수록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다(Y. Kim & Jeong, 2018; Nikken & Schols, 2015). 또

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를 

측정한 척도의 문항은 “나에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때 내 아

이에게 스마트기기를 준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기기를 준다.”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문항들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사용지도 

방식을 측정하는 연구(K. I. Moon & Lee, 2016)에서 ‘방임형 지

도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면 

규칙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도록 둔다.” 등의 문항과 유사성이 높다. 어머니의 방임

형 지도방식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고 유아에게 맡겨두는 방식으로 이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

다사용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부적절한 허용 동기가 유아의 스마

트기기 과의존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존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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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나(Gown & Chyung, 2018; H.-

J. Lee et al., 2015; Ryu,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양육 실제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하고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어떠한 경

로를 통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마음이해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매개로 마음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및 유

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마음이해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유

아의 성별(Y. S. Kim & Lee, 2003)과 연령(Keenan, 2003)이 마음

이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유아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어

머니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마음이해능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

을 미치는가?

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가?

1-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매개로 마음이해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1-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

기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마

음이해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 5세 유아와 그들

의 어머니 6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 370명(53.2%), 여아 326명(46.8%)이고 연령은 만 4세 377

명(54.2%), 만 5세 319명(45.8%)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을 만 4, 5세로 정한 것은 이 시기에 유아의 마음이

해능력이 일정 수준 발달을 이룬 것으로 보고된 것에 근거하였

다(Jung & Kang, 2015; Wellman, Cross, & Watson, 2001).

연구도구

마음이해능력 척도 
 

Tahiroglu 등(2014)이 만 3-6세 유아의 마음이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사회적 이해 척도(Children’s Social Understanding 

Scale [CSUS])를 S.-Y. Yoon과 Shin (2020)이 국내 유아를 대

상으로 타당화한 ‘한국 유아의 마음이론 측정을 위한 사회

적 이해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이 척도는 

Tahiroglu 등(2014)이 일상생활에서 만 3-6세 유아가 보이는 모

습을 토대로 마음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보고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믿음 7문항, 지식 7문항, 지각 7문항, 바람 7문

항, 의도 7문항, 정서 7문항으로 구성된 총 42문항의 4점 Likert

식 척도이다. 어머니는 유아가 일상에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

을 근거로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
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중에 평정

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믿

음, 지식, 지각, 바람, 의도, 정서를 이해하는 마음이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

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의도적인 행동과 실수로 인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 “같은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원척도 개발 연구(Tahiroglu et al., 2014)와 국내 유아를 대상으

로 한 타당화 연구(S.-Y. Yoon & Shin, 2020)를 통해 마음이론

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 상태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며 인

과관계가 있으므로(Wellman, 1992) 단일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해능력의 총점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

집된 마음이해능력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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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 척도 

Meunier와 Roskam (2009)이 3-7세 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 [EGSCP])를 Sung과 Baek (2011)이 타당

화한 ‘한국판 양육효능감 척도(K-EGSCP)’의 양육효능감 요

인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양육효능감 요인은 훈

육 5문항, 놀이 5문항, 애정 5문항, 일상체계조직 4문항, 교육 

3문항으로 구성된 총 22문항으로 6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어머니가 양육에 대해 가진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여

겨지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아닌 편이
다(3점), 그런 편이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 중

에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스스로 자녀를 잘 양육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과 양육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잘 해

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가 어렵다.”, “나는 내 아이와 놀 만한 것들을 항상 생각해 낼 

수 있다”, “나는 내 아이가 하루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키게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부정적으로 서술된 11문항들은 역코딩 

하고 22문항의 총점을 산출하여 어머니 양육효능감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육효능감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2이다.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척도

Kwak과 Lim (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용 유아 스마트

기기 이용 수준 척도’의 사용 동기의 적절성 요인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의 5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허용하는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아주 그렇다(5점) 중

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 양육

에서 스마트기기를 어머니의 편의적 목적 또는 어머니를 대

신하여 상호작용하는 수단으로 자녀에게 제공하여 스마트기

기 허용 동기가 부적절함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에

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때 내 아이에게 스마트기기를 준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

트기기를 준다”, “내 아이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부적절한 스

마트기기 허용 동기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2이다.

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하여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16)가 개발하고 표준화한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관찰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현저성 5문항, 충동 · 강박적 사용 4문항, 금단 5문항, 내성 4

문항, 문제 6문항, 대인 간 갈등 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

성된 4점 Likert식 척도이다. 평정은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으

며 자녀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며 나타내는 행동을 근거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
렇다(4점) 중에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

는 “다른 어떤 놀이보다 스마트기기를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

다.”, “심하게 울고 있다가도 스마트기기만 보면 금방 그친다.”, 

“스마트기기를 볼 때는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만 3-9세 유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

어 유아의 경우 학령초기 아동과 달리 스마트기기를 소유하기

보다는 주로 부모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점과 유아기 생활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통해 6개 문항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짜증이 나면 스마트폰부터 찾아서 켜려고 한다.”는 “짜증이 

나면 스마트기기부터 보여 달라고 한다.”로, “스마트폰을 하느

라 가족행사(외출이나 외식 등) 참가를 꺼린다.”는 “가족행사

(외출이나 외식 등)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기보다 스마트기기

를 보고 싶어 한다.”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대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7이다.

연구절차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유선을 통해 연구 참여에 사전 동의

를 얻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국공립, 민간, 직장어린이집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해당 연령 담임교

사에게 연구의 목적, 질문지의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연구 참

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할 것과 응답 내용은 비밀

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함께 질문지를 밀봉 가능한 봉투에 담아 

전달하였다. 설명이 담긴 안내문과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가정으로 배부되었으며 일주일 뒤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재방

문하여 수거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시 소재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방문한 어머니 중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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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자가 현장에서 질문지를 배부 후 수거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IBM Co., Ar-

monk, NY) 프로그램과 AMOS 25.0 (IBM Co., Armonk, NY)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유

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다. 둘째, 연구 변인들의 기술적 

경향을 알아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 변인 간

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여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측정 변인 간의 경로계수

와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적

절한 허용 동기 및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의 팬텀(phantom) 변

수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랩(bootstrap) 방

법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원자료(N = 696)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5,000개의 표본으로부

터 간접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

을 포함하지 않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Results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 
및 상관관계 분석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마음이해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구체적으로 

남아 집단(M = 3.00, SD = .34)이 여아 집단(M = 3.08, SD = .33)보

다 유의한 수준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t = -3.43, p < .001), 만 5

세 집단(M = 3.11, SD = .33)이 만 4세 집단(M = 2.97, SD = .32)보

다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t = 5.48, p < .001).

다음으로 본 연구의 측정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은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의

한 정적 상관(r = .42, p < .001)을 보인 반면 유아 스마트기기 

Table 1  
Mean Differences of the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Ability to understand minds Parenting efficacy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 use Smart device dependency

M (SD)  3.04 (.34)  1.69 (.51)    4.47 (.63)   2.54 (.59)
Gender

 
Boy (n = 370)  3.00 (.34)  4.46 (.63)    2.57 (.62)   1.71 (.53)
Girl (n = 326)  3.08 (.33)  4.48 (.63)    2.51 (.55)   1.68 (.49)

t   -3.43***   -.40     1.21     .62
Age 
 

4-year-old (n = 377)  2.97 (.32)  4.43 (.66)    2.56 (.60)   1.71 (.51)
5-year-old (n = 319)  3.11 (.33)  4.52 (.58)    2.53 (.58)   1.68 (.51)

t    5.48***   1.78     -.54    -.72
Note. N = 696. 
***p < .001.

Table 2
Correlations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1. Ability to understand minds ―

2. Parenting efficacy  .42*** ―

3.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 use -.21***  -.39*** ―

4. Smart device dependency -.25***  -.42***  .71*** ―

Note. N = 696.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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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존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 = -.25, p < .001)을 보였다.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와 유의

한 부적 상관(r = -.39, p < .001)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부적

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r = .71, p < .001)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마음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마음이해능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정한 연구모형을 경로분석을 통

해 검증하였다. 앞서 살펴본 차이 검증에서 마음이해능력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

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은 3.85 ( p = .427), TLI는 1.00, CFI

는 1.00, RMSEA는 .00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하고 

결과를 Table 3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연구문제 1과 관

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8,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17, p < .001). 그

리고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마음이해능력에 부적 영향

Table 3
Path Coefficients for the Final Model

Path B β SE
Parenting efficacy → Ability to understand minds  .20  .38*** .02
Parenting efficacy → Smart device dependency -.13 -.17*** .02
Smart device dependency → Ability to understand minds -.06  -.09* .02
Parenting efficacy →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 use -.37 -.39*** .03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 use → Smart device dependency    .56  .65*** .02
Gender → Ability to understand minds  .08  .12*** .02
Age → Ability to understand minds  .12  .17*** .02
Note. N = 696.
*p < .05. ***p < .001.

           

Figure 1. Standardized coefficients for final model.
aboy = 0, girl = 1; b4-year-old = 0, 5-year-old = 1.

*p < .05. ***p < .001.

Parenting Efficacy Ability to Understand Minds 

Smart Device Dependency    .65*** 

-.09*      -.39*** -.17*** 

     .38*** 

     .12*** 

.17*** Gender 

 Age 

a 

b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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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 = -.09, p < .05) 스마트기기에 과의존

할수록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적절한 허용 동기 수준

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β = -.39, p < .001).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부적절한 허용 동기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 = .65, p < .001)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가 부적절할수록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

의존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여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매개로 마음이

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08, 95% 

CI [.002, .016]).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유아

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높아지며, 높아진 스마트기기 과의존

은 마음이해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전 

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스마트기

기 과의존이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스마트기

기에 대한 부적절한 허용 동기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미치는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12, 95% CI [.002, 

.022]).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스마트기기에 대

한 어머니의 허용 동기가 부적절하고 허용 동기가 부적절할수

록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유아의 

낮은 마음 이해 수준으로 연결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

였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696명을 대상으

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유

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마음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

기,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마음이해능력 간 경로에서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 이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신념과 

믿음인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마음이해능

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Sung, 2018)를 뒷받침한

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내

면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Putallaz & Heflin, 1990) 유아

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인지적 이해를 강화하는 기회를 얻게 된

다고 할 수 있다(Sung, 2018). 또한,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

은 유아에게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이해하는 기회를 주고, 

낮은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

하여 자녀의 낮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Coleman & Karraker, 1998; H. M. 

Kim & Doh, 2004; Putallaz & Heflin, 1990). 나아가 양육효능감

이 높은 부모는 더욱 긍정적인 양육전략을 사용하여 아동이 사

회 심리적 영역에서 성공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 선행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Ardelt & Eccles, 2001). 따라서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을 이

끄는 기초적인 신념인 양육효능감이 강조되어야 하며,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양육행동과 상호작용 실제를 통해 유

아의 마음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

용 동기 및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통해 마음이해능력에 

Table 4
Bootstrapping Estimate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for the Indirect Effect

95% CI
Path of variables β SE Lower Upper

Parenting efficacy → Smart device dependency → Ability to understand minds .008 .004 .002 .016
Parenting efficacy → Inappropriate allowance of smart device use → 
Smart device dependency → Ability to understand minds

.012 .005 .002 .022

Note. Gender and age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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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살펴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매

개하여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및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마음이해능력에 미

치는 경로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매개하여 마

음이해능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이 낮을수록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이 높아지며, 높

은 과의존 수준은 낮은 마음이해능력으로 이어졌다. 먼저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를 잘 양육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과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

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

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과 낮은 과의존 수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Gown 

& Chyung, 2018; H.-J. Lee at al., 2015; Ryu, 2014)와 일치하며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과 관련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스마트기기 과다사용의 보호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G. Lee, Kim, & 

Yu, 2020). 나아가 자녀들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돕기 

위해서는 자녀가 사용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격려해주고 스마

트기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

야 한다고 한 Wong과 Lee (2017)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의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체계화하며(Sung, 2018)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서

는 적절한 수준의 제한을 가한다고 보고되었다(Y. Jang & Lee, 

2019). 그러므로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 경험을 조절하는 긍정적인 개입 방식과 관련되어 

유아의 낮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마음이해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

존 수준이 높을수록 마음이해능력이 낮았다. 이는 스마트기

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공감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대

한 주의가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Sung et al., 2015)와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긴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 단서

를 해석하여 감정을 읽고 내면을 이해하는 능력이 낮게 나타

난 Uhls 등(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유아기 마

음이해능력 발달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이고 지속

적인 상호작용이나(Shin, 2005), 스마트기기에 대한 과의존은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Sung 등(2015)

과 Lim (2019)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이는 스마트기기에 과의

존하는 유아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두드

러지는 현저성이 나타나(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IA, 

2019),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적인 사회

적 경험을 할 기회가 줄어들어 낮은 마음이해능력 수준을 보

일 것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가설과도 일치한다. 일부 연구에

서는 유아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교훈적인 콘텐츠를 접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배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H. Kwon, Lee, Kim, Eom, & 

Kang, 2016). 그러나 효과적인 사회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다

른 사람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있으며(Eder & Nenga, 2006), 마음이해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비언어적 행동이 포함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 안에서 

정교한 발달을 이룰 수 있으므로 유아에게는 직접적인 사회적 

경험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유아의 일상생활에

서 스마트기기에 대한 노출은 피하기 어려우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적 효과도 유의미한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 결과

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유아의 직접적인 사회적 경험을 방해하

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을 시사해준다. 그러

므로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에도 자녀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Kwak & Lim, 2013). 나아가 유아기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구체

적으로 안내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 방편으로 스마

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마음이해능력 간의 경로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와 유

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마음이해능력

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네 변인 간의 경로를 살핀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기존 연구 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

는 어려우나 앞서 살핀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마음이해능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적절한 허용 동기에 부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이 낮을수록 편의적 목적 또는 어머니를 대신한 상호작용 수단

으로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부적절하게 허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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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내적 양육 동기와 관

련되며(Baek, 2016)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의 동기와 

관련하여 더욱 지지적인 양육 실제를 보인다는 연구(Joussemet, 

Landry, & Koestner, 2008)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대화, 놀이, 훈

육을 비롯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높은 시기이다. 이때 양육효능감

은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돕고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

스를 극복하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Ardelt & Eccles, 2001; 

Jones & Prinz, 2005).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우

에는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양

육전략을 사용하는 대신에 양육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이나 상

호작용의 대체물로써 자녀에게 스마트기기를 더 많이 허용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

방을 위한 부모교육 계획 시,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

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양육효능감

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은 적절한 자원이 공급될 경우 변화가 가능한 특성이며 아버지

와의 양육분담,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S.-Y. Hong, 2020) 어머니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고

려한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부적절한 허용 동기

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스마트기기를 상호작용의 

대체물로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기기 의존이 증가하고(Marsh, 

2010),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방식이 비

합리적일수록 스마트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K. I. Moon & Lee, 2016). 이는 

스마트기기가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유아를 쉽게 통제

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됨에 따라 가정만이 아닌 외부 활동

에서도 스마트기기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스마트기기 과의존

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J. Lee, Do와 Oh (2013)의 주장과

도 유사하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 하기 어려운 상황

을 손쉽게 해결하거나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스

마트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

의존 수준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J. Lee 등

(2013)은 부모의 활동에 방해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스마트기기가 유해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에서 비롯되며 반

드시 유아기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전략구상에 부모

를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무심

코 유아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행동을 지양하고 자녀 양

육에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기 위

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Kwak & Lim, 2013). 이를 위해서는 어

머니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경험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적

극적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Clark, 2011) 어

머니의 양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요구

된다. 즉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방법,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어

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

안, 스마트기기 사용 중재를 위한 효과적인 상호작용, 올바른 

훈육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녀에게 스

마트기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긍정적인 양육전

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중재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허용 동기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 본 연구 결과는 어

머니가 낮은 양육효능감에 의해 스마트기기를 방치적 양육의 

한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유의

한 영향을 주며(Y.-J. Hong, Park, Ahn, Yi, & Lee, 2017), 결과적

으로 낮은 마음이해능력 발달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

혔다. 이는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의 개인차는 대인 간 상

호작용의 질과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본 사회적 구성

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Sung & Hsu, 2014; Wellman, 

2017). 다시 말해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유아는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

는 마음이해능력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경험의 정도에 따라 마

음이해능력 발달 수준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본 연구의 결

과는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된 양육 경험의 개인차가 

마음이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환경적 맥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유아기에 사회적 발달을 돕는 

적절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원만한 사회적 적

응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측면에

서(Kostelnik, Whiren, Soderman, Rupiper, & Gregory, 2014), 유

아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기기 사

용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적 개입이 마음이해능력 발달에 갖는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 수준을 높이고 스마트기기를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

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닌 유아의 발달을 돕는 방편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스마트기기가 일상화된 양육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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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대한 효과적 예방과 중재를 통해 유

아의 마음이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육 지식

을 근거로 하여 양육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할 것이다. Bandura (1989)는 양육효능감에서 어머니의 역

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가진 양육효능감이 

높지만, 양육 지식이 적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자녀와 상호작

용하는 능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Conrad, Gross, Fogg, & 

Ruchala, 1992). 그리고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면

서 양육 지식이 낮은 어머니는 아동의 발달에 오히려 위험 요

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Hess, Teti, & Hussey-Gardner, 

2004) 역시 올바른 양육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양육효능감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험과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

공하고 이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양육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 중 유아

의 마음이해능력은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본 연

구대상의 유아의 91.1%가 주중에 유아교육 기관에서 하루 6

시간 이상 머물고 있어 또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유

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아의 높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이 마음이해능력을 저해

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 기관 내 상호작용이 완충적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기관의 질적 수준 및 기관 재원 기간, 평균 이용 시간 

등을 조사한 뒤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유아의 마음이해

능력 발달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을 질문지로 평정하는 것은 유

아에게 낯선 실험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이나 언어발

달 수준에 따라 마음이해능력 수준이 왜곡되어 평가될 위험은 

적으나 평정 결과가 어머니의 회상에 근거할 수 있으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유아의 마음이해능력이 어머니의 추측에 의

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유

아의 마음이해능력을 훈련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나 유아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을 평가한 

자료를 병행하여 조사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 변인이 어머니의 보고를 통

해서 측정되었으므로 변인 간의 상관이 과잉으로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한 내용에 사회적 바람직성 및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양육과 관

련된 자기 보고를 통해서는 어머니가 양육에서 보이는 자녀와

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스마

트기기 허용 동기가 부적절하고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

준이 높으며 마음이해능력이 낮음을 밝혔으나, 높은 양육효능

감을 가진 어머니의 상호작용이나 자녀 양육에서 스마트기기

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

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어머

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면 양육효능감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스마트기기 관련 양육의 실제에 대해 더욱 명확히 

파악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예측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

를 가정하여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횡단자료를 바탕

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

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종단적 연구설계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보다 면밀히 규

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로 

인해 양육 환경이 변화되고 대인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감

소하고 있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유아의 마음이해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어머니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발달적 결과와 관

련하여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마음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밝혔으며,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선행요인으로써 어머니의 

낮은 양육효능감에 의한 부적절한 스마트기기 허용 동기를 조

명하여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대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유아의 건강한 마음이해능력 발달과 

어머니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격려하는 지원 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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