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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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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smart media mediation,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and executive
func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comprised 205 children aged 3 to 5 years old, and their mothers. The Early
Years Toolbox (EYT) was used to measure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using Cronbach’s α,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analysis, and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with SPSS 25.0. Bootstrapping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whil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MOS 22.0.
Results: First,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and smart media mediation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Second,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and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and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It was also found that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and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Conclus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and smart media
mediation for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nd emphasize the need of prevention for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in facilitating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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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고, 행동,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통제하는 고차원적 인지

실행기능은 목표지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

업기억, 억제, 전환으로 구성되는데(Carlson, Zelazo, & F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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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다(Welsh, Pennington, & Grosser, 1991). 실행기능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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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업기억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여

놀이 활동 실태연구(S. I. Cho, Kwon, & Lee 2017)에서 신체 활

활용하는 능력이며, 억제는 불필요하거나 자동적인 반응을 통

동 놀이와 블록 쌓기 놀이 유형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놀

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전환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정보들을

이 유형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스마트기기가 점차 더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전략을 융통성 있게 전환하는 능력을 의

가벼워지고 간편한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유아가 단독으로 사

미한다(Baggetta & Alexander, 2016; Miyake et al., 2000). 실행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기기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흥미

기능의 발달은 전두엽이 성숙하는 유아기에 급속하게 진행되

롭고 다양한 자극이 제공되며 장면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는 만큼, 유아기는 실행기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Carlson,

데, 이러한 특성은 집중력이 짧고 행동·정서의 조절이 미숙한

2005; Do, Cho, Kim, Kim, & Shin, 2010).

유아를 스마트기기에 지속적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이는 스마

현시대는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하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트기기 과의존 문제를 야기한다.

적절히 반응하며,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이해하고 유연하게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스마

사고하는 것을 통한 효과적인 문제해결이 요구되는데, 이때

트기기의 사용이 되는 현저성이 증가하고, 스스로 이용을 조

필요한 것이 실행기능이다.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유아는 친

절하는 능력이 감소하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경

사회적 행동(Kong & Lim, 2012), 또래유능성(B. Y. Kim, 2016)

험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

과 유아교육기관 적응(E. Lee, 2014) 수준이 높았다. 반면 유아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21). 과학기술정

기의 낮은 실행기능 수준은 아동기의 학교 부적응(J.-O. Choi,

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Ministry of Science and ICT &

2014) 및 청소년기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

NIA, 2021)의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

(B. Park & Noh, 2020). 이와 같이 실행기능 발달은 유아기의

년에 20.7%였던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020년

전반적인 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유아기 이후의 적

에는 27.3%로 뚜렷한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는 성인의 과의존

응적 발달을 예측한다. 또한 유아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군 비율 22.2%보다 높았다. 따라서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

유연하게 사고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이전 경험을 토대로 계

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발달적 문제에도 주목해야

획을 세우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할 시점이다.

(Jurado & Roselli, 2007),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돕는 요인들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행기능의 결함을 야기한다. 스마트기기의 사용시간

실행기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Conway &

이 늘어날수록 전두엽의 조절기능은 약화 되고 습관적인 행

Stifter, 2012; Kong & Lim, 2012), 마음이론(Devine & Hughes,

동을 형성하는 감각운동의 기능은 강화되어, 스마트기기 과의

2014; Hughes & Ensor, 2007), 정서조절(Zelazo & Cunningham,

존 수준을 높인다(Jeong, 2020). 스마트기기에 과의존하게 되

2007),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Cha, 2015), 그리고 어머니의 애

면 기억, 계획, 조직화, 억제, 전환, 정서 및 행동 통제 등에 관

정적 양육행동(Yoo & Kim, 2017) 등이 유의한 예측요인임을

여하는 전두엽에 영향을 주어 구조와 기능을 다르게 발달시킬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시대는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보편화

수 있다(Weng et al., 2013; Yuan et al., 2011). 즉 스마트기기 과

된 사회로서 스마트미디어 환경이 유아의 인지 및 언어(Jang,

의존에 의한 전두엽의 손상은 실행기능의 억제능력 문제, 낮

2020; E. Kim & Jeon, 2020), 주의집중(Y. M. Lee, 2014), 자기

은 인지적 유연성, 반응지연의 어려움, 주의력 결핍, 계획능력

조절능력(S. Y. Cho, et al., 2018), 마음이해능력(Y. M. Park &

부족, 정서조절 곤란, 충동적 반응, 언어발달 저해 등을 초래할

Kang, 2020), 놀이성(J.-Y. Lee, 2021), 또래유능성(Y. Kim &

수 있다(J.-O. Choi, 2014; Jeon, Hyun, & Chun, 2011; E. Kim

Ryu, 2019) 등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

& Jeon, 2020; H. Kim, Park, Chang, & Kwak, 2017; S.-J. Park,

고, 스마트미디어 환경이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영

Chang, Kwak, & Lee, 2017).

향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 과

스마트기기는 유아의 일상에 이미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의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때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Ministry of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경험이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Hwang &

2020)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Son, 2014), 유아의 바람직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위한 지도,

93.3%이며, 만 3-9세 유아의 이용률은 89.6%이다. 또한 유아

조절, 관리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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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J. Lee, 2002). 이러한 부모역할을 스마트미디어 중재라는

Lee, 2020).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란 스마트미디어 정보를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자녀의 스

이해하고 기능을 잘 다루며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기

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으로(Valkenburg,

능적 리터러시와 스마트미디어를 분석·평가·비판할 수 있는

Krcmar, Peeters, & Marseille, 1999)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사고력과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인 비판적 리

경험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Clark, 2011).

터러시를 포함한다(J. Kim & Lee, 2019). 어머니의 스마트미디

유아기(3-6세)와 아동초기(7-10세)의 부모 미디어 중재 수준

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

을 비교한 Beyens 등(2019)에 의하면,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

해 참여적·제한적 중재를 더 많이 함으로써 유아 스마트기기

재는 유아기 동안 증가하여 절정에 이른 후 약 7세부터 감소하

과의존 수준을 낮추거나(E. Kim & Jeon, 2020; C. J. Lee & Lee,

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에 비해 유아기 부모들이 미디

2021), 혹은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유아 스

어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유아

마트기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M. Choi, 2019;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에 있어 유아기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Shin & Jeong, 2018). 즉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는 스

중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트미디어 중재를 통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직간접적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스마트미디어를 자녀와 함께 이용하

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면서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선별적인 콘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적절

텐츠 이용을 유도하는 참여적 중재와 스마트 앱과 사용시간

히 다루며 콘텐츠를 이해하고 평가·비판할 수 있는 스마트미

등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제한적 중재를 포함한다. 어머니가

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스마트미디어가 유아에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해 합리적 지도와 한계설정을 할수록

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스마트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며 대화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 조절능력이 높아져 사용량이 줄어들

를 나누고 사용시간과 규칙을 정해주는 등으로 중재한다. 이

고(Ahn, Seo, & Kim, 2013)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도 낮아졌

는 단지 스마트기기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유아

다(K.-H. Kim, Chong, 2014; R. Park, 2016).

가 스마트미디어의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콘텐츠를 적절

또한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뿐 아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되면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

니라 유아의 실행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의존을 낮추어, 실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된다. McNeill 등(2019)에 의하면 유아의 스마트기기 하루 사

로 예측된다.

용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12개월이 지난 이후의 실행기능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 개인적 요인과

의 억제능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과도한

어머니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 심각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실행기능을

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함께 살펴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아

유아의 스마트기기 경험에 관한 어머니의 역할로 스마트미디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자녀

어 중재가 주로 다루어졌으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

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된 양육행동의 한 측면이라는 점을

트미디어 중재의 예측요인이라는 최근 연구들(J. Kim & Lee,

고려해 볼 수 있다. Nam (2018)은 어머니의 온정·격려는 참여

2019; Yoon & Lee, 2020)에 근거하여,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거부·방임은 참

과 실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이 두 변인

여적 중재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지적이고 반

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응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주의나 기억력의 발달을 촉진하며

그리고 기존의 실행기능 측정도구는 검사자극, 타이밍,

(Miller, Landry, Smith, & Swank, 1997), 작업기억과 전환 등의

지침에 대한 합의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

실행기능 발달을 돕는다(Paschall & Fishbein, 2002). 따라서 어

으므로(Chung, Kim, Kim, Ma, & Park, 2018), 본 연구에서는

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유아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

Howard와 Melhuish (2017)가 개발한 앱 기반 실행기능 검사인

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e Early Years Toolbox (EYT)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검사는

한편,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다

앱을 통하여 하나의 매체로 실행기능의 하위요인들을 측정할

른데, 이런 개인차는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달

수 있으며 일관된 과제 제시가 가능하다. 또한 유아에게 친숙

라진다(Y.-H. Cho & Bae, 2010; J. Kim & Lee, 2019; Yoon &

한 스마트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시청각적으로 몰입력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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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통해 높은 참여도와 집중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직관적인

령은 36-40세가 90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교

반응 방법인 터치만으로 유아가 모든 실행기능 과제를 시행할

졸업이 82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가정주부·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 척도의 객관성·실용성·접근성의

직·학생이 100명(48.8%)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

한계를 모두 보완할 수 있다.

득은 401만원 이상이 111명(54.1%)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미디어 중재와 같은 어머니 미디어 관련 변인이 유아의 스마

연구도구

트기기 과의존 수준을 통해 유아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미디

유아 실행기능

어 사용에 대한 부모교육과 유아지도의 지침을 제공하고, 궁
극적으로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Howard와 Melhuish (2017)가 개발

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적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

한 아이패드기반 어플리케이션 실행기능 검사 The Early Years

다(Firure 1).

Toolbox (EYT)를 Chung 등(2018)이 표준화한 한국판 EYT를
사용하였다. EYT는 현재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포르투갈

연구문제 1

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 스

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판 EYT는 국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마트기기 과의존과 유아 실행기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EYT는 인지적 실행기
능 검사 4종과 교사평정용 자기조절과 행동 질문지 1종, 표현

연구문제 2

언어 검사 1종과 수 발달 검사 1종, 총 7종으로 구성되는데, 본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 스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행기능에 해당하는 시공간 작업기억, 음

마트기기 과의존과 유아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

운론 작업기억, 억제와 인지적 유연성(전환)을 평가하는 4종

한가?

의 검사를 사용하였다.
시공간 작업기억 유아의 시공간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EYT의 Mr Ant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요한 시공간 정보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이다. 유아는 개미 선생님에게 붙어 있는 스티커의 위치를 기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Figure 1. Hypothesized study model.

억하고 있다가 스티커가 붙어 있던 곳에 스티커를 똑같이 붙
여야 한다. 스티커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히 보고 기억하는
게임임을 유아가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본 시행이 시작되며,
레벨당 3개씩 총 24번의 자극이 제시된다. 한 레벨의 3개의 과
제 중 2개의 과제를 연속으로 맞추면 1점을 부여하고, 과제를

비연속적으로 맞추면 과제 1개당 1/3점을 부여하며, 과제 3개
를 모두 틀리면 시행이 중단된다.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
다 스티커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레벨1은 스티커 1개, 레

Methods

벨8은 스티커 8개). 점수의 범위는 0～8점이다.
음운론 작업기억 유아의 음운론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

EYT의 Not This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
요한 음운론 정보를 유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 4, 5세 유아 205명과 그들의 어머니이

이다. 유아는 찾아야 하는 도형의 조건을 듣고 내용을 기억하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유아의 연령은 만 3세 63명

고 있다가 조건에 맞는 모양을 찾아야 한다. 어떤 조건의 도형

(30.7%), 만 4세 69명(33.7%), 만 5세 73명(35.6%)이었고, 성별

을 찾아야 하는지 자세히 듣고 기억하는 게임임을 유아가 이

은 남아 110명(53.7%), 여아 95명(46.3%)이었다. 어머니의 연

해했다고 판단되면 본 시행이 시작되며, 레벨당 5개씩 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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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자극이 제시된다. 한 레벨의 5개의 과제 중 3개의 과제를

연속으로 맞추면 1점을 부여하고, 과제를 비연속적으로 맞추

가진 서로 다른 기능(커뮤니케이션, 오락 등)을 구분할 수 있
다.” 등이 있다. 도구의 Cronbach’s α는 전체 .97이며, 하위요인

면 과제 1개당 1/5점을 부여하며, 5문항을 모두 틀리면 과제는

별 Cronbach’s α는 기능적 리터러시 .95, 비판적 리터러시 .95

중단된다.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도형

로 나타났다.

의 특징이 하나씩 늘어난다(레벨1은 조건 1개, 레벨8은 조건 8
개). 점수의 범위는 0～8점이다.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재

억제 유아의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EYT의 Go-No-Go를 사
용하였다. 이 과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동적인 반응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측정하기 위해 Nathanson (1998)

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유아는 물고기

의 TV 시청 중재 척도를 S. Y. Park (2013)이 스마트미디어 중

가 지나가면 터치하여 잡고, 상어가 지나가면 터치하지 않고

재를 평가하기 위해 보완한 것을 부모평정용으로 수정한 R.

보내주어야 한다. 자극의 종류에 따라 터치하거나 터치하지

Park (201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적 중재 문항

않는 게임임을 유아가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본 시행이 시작되

8개, 제한적 중재 문항 6개, 스마트기기 이용 방치 내용을 포

며, 레벨당 20개씩 총 60번의 자극이 제시된다. 물고기를 잡은

함한 방임 문항 2개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비율 과 상어를 잡지 않은 비율 즉 Go의 정확도(물고기를 잡는

연구에서는 참여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 14문항만을 사용하였

것)와 No-Go(상어를 잡지 않는 것)의 정확도를 곱한 점수가

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각 문항

부여되며, 총점의 범위는 0～1점이다. 유아의 응답 수준에 관

을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문항을

계없이 3단계 모두 진행되며 단계별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

살펴보면 “자녀와 스마트기기의 동영상이나 게임 주인공에

전환 유아의 전환을 측정하기 위해 EYT의 Rabbits & Boats

대해서 대화해 본 적이 있다.”, “자녀에게 정해진 앱이나 프로

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문제해결 상황에서 정보들을 유연

그램만 사용하라고 한다.” 등이 있다. 도구의 Cronbach’s α는

하게 전환하여 동시에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전체 .75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참여적 중재 .77, 제

검사이다. 유아는 자극인 파란 배와 빨간 토끼를 총 3레벨의 3

한적 중재 .73로 나타났다.

가지 규칙에 따라 첫 번째 규칙 색, 두 번째 규칙 모양, 세 번째
규칙은 이전의 두 가지 규칙에 네모난 카드 테두리를 추가하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여 테두리가 있으면 색을, 테두리가 없으면 모양을 고려하여
파란 토끼 성과 빨간 배 성에 넣어야 한다. 레벨별 연습시행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

진행된 후 본 시행이 시작되며, 레벨당 6개씩 총 18번의 자극

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아

이 제시된다. 색이라는 한 가지 조건만 고려하면 되는 레벨 1

동용 스마트폰 과의존 관찰자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을 제외하고 레벨 2, 3에서 과제를 하나 맞출 때마다 1점이 부

는 조절실패 문항 3개, 현저성 문항 3개, 문제적 결과 문항 3개

여되며 총점의 범위는 0～12점이다. 1, 2단계를 통틀어 과제를

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6개 이상 틀리면 3단계를 수행할 수 없다.

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각 문항을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
며,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문항을 살펴보면 “이용 중인 스마트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기기를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기기를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스마트기기 이용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Koc와 Barut

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등이 있다. 도구의

(2016)이 개발한 척도를 J. Kim과 Lee (2019)가 만 5세 유아의

Cronbach’s α는 전체 .87이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조절

부모에 맞게 수정하고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실패 .87, 현저성 .79, 문제적 결과 .75로 나타났다.

는 기능적 리터러시 문항 8개, 비판적 리터러시 문항 7개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

통제변인

우 그렇다 (5점)까지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어
머니가 응답하였다. 문항을 살펴보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

유아의 연령에 따라 실행기능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해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가

선행연구(Kong & Lim, 2012)에 근거하여, 유아의 연령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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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Functional
literacy
Critical
literacy
Participa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Self-control
failure
Salience
Serious
consequences
Visual
working memory
Phonological
working memory
Inhibition
Shifting

M
4.24

SD
.94

MIN
1.00

MAX
5.00

Skewness
-1.99

Kurtosis
3.83

4.35

.81

1.00

5.00

-1.88

3.40

3.06

.49

1.13

4.00

-.50

.58

3.36

.50

1.17

4.00

-83

.98

1.84

.71

1.00

4.00

.94

.62

2.21
1.80

.73
.62

1.00
1.00

4.00
3.67

-.01
.71

-.77
.02

2.90

.86

0.00

5.33

-.25

.62

2.48

.51

1.40

3.80

.17

-.16

.84
7.36

.15
3.27

.33
0.00

1.00
12.00

-1.10
-.92

.97
.21

Note. N = 205.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를 진행하면서 휴식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어머니
를 대상으로는 설문지를 통해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절차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담당 교사가 유아를 통해

본 연구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U시의 유치원 및 어린이

가정에 전달하고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집 6곳에서 만 3, 4, 5세 유아 205명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방

자료분석

문하여 연구에 관한 설명문 및 동의서를 배부하였고, 어머니
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들에 한해 실행기능 검사를 실시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IBM Co., Armonk,

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아들의 등원이 불규칙한 상황이었기

NY)과 SPSS Amo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

때문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협조를 통해 연구에 동의한 유

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빈도분석과 기술통

아 중에서 검사 당일 등원한 유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

계를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자료의

였다. 이때 점심시간과 특별활동시간을 제외한 일과시간을 최

정규분포성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일원변량

대한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일 최소 7명에서 최대

분석을 실시하여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수준의 차이를

12명의 유아가 검사에 참여하였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독립

확인하였고, 연구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연

된 공간에서 아동학 전공자인 연구자와 유아가 1:1로 앉아 실

령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스마트미디

행기능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시공간 작업기억, 음운론 작업기

어 리터러시와 유아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미

억, 억제, 전환 과제가 주어졌다. 과제가 주어지는 순서는 모두

디어 중재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

역균형화 하였으며 25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검사시행의 일관

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

성을 위해 연구자 본인이 단독으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인한 검사자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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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 According to Age Groups
3-year-olds

4-year-olds

5-year-olds

M (SD)

M (SD)

M (SD)

F

Scheffe

Visual
working memory

2.26 ( .64)

2.94 ( .84)

3.42 ( .68)

42.66***

c<b<a

Phonological working
memory

2.28 ( .47)

2.50 ( .53)

2.63 ( .47)

8.44***

c, b<a

.76 ( .15)

.85 ( .13)

.89 ( .12)

16.50***

c, b<a

Shifting
6.03 (3.03)
7.84 (2.89)
Note. N = 205. a = 5-year-olds; b = 4-year-olds; c = 3-year-olds.
***p < .001.

8.05 (3.49)

8.14***

c, b<a

Inhibition

Results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측정변인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고려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능적 리
터러시 (M = 4.24, SD = .94)와 비판적 리터러시 (M = 4.35, SD

우 조절실패 (M = 1.84, SD =.71), 현저성 (M = 2.21, SD = .73)

Critical
literacy

e2

Participative
mediation

e3

Restrictive
mediation

e4

Self-control
failure

e5

Salience

e6

Serious
consequences

e7

.77

Visual
Working memory

e8

.70

Phonological
Working memory

e9

Inhibition

e10

Shifting

e11

1.00

.70
.79

-.33

= .81) 수준은 높은 편이며,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참여적 중재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경

e1

.5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M = 3.06, SD = .49)와 제한적 중재 (M = 3.36, SD = .50) 또한

Functional
literacy

.79

-.49

.67

.14

Young children’s .68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79

.56

과 문제적 결과 (M = 1.80, SD = .62)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이었다. 또한 실행기능의 경우 억제 (M = .84, SD = .15)는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시각적 작업기억 (M = 2.90, SD = .86), 음운

-.38

론 작업기억 (M = 2.48, SD = .51)과 전환 (M =7.36, SD = 3.27)
은 이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모든 측정변인의 왜도의 절대
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73

예비분석 및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예비분석

.63

Figure 2. Measurement model.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인 간의 편상관관계 분석

Table 2에 의하면, 실행기능의 모든 하위영역(시공간 작업
기억, 음운론 작업기억, 억제, 전환)에서 유의한 연령차가 확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인되었으므로 유아의 연령을 통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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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al Correlations Among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and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Variables
1

1
―

2

3

4

2

.79**

―

3

.33**

.41**

―

4

.30**

.38**

.56**

―

5

6

7

8

9

10

11

5

-.17*

-.28**

-.29**

-.37**

―

6

-.14*

-.17*

-.15*

-.27**

.46**

―

7

-.13

-.26**

-.18*

-.32**

.50**

.58**

8

.02

.07

.25**

.43**

-.28**

-.17*

-.21**

―

9

.10

.13

.15*

.27**

-.25**

-.14*

-.26**

.32**

―

10

.04

.15*

.28**

.38**

-.19**

-.18**

-.24**

.45**

.25**

―

11

.03

.04

.12

.13

-.12

-.08

-.11

.29**

.28**

.32**

―

―

Note. N = 205. 1 = functional literacy; 2 = critical literacy; 3 = participative mediation; 4 = restrictive mediation; 5 = self-control failure; 6 =
salience; 7 = serious consequences; 8 = visual working memory; 9 = phonological working memory; 10 = inhibition; 11 = shifting.
*p < .05. **p < .01.

Table 4
Model Fit Indies for Measurement Model
χ²

df

p

GFI

TLI

CFI

RMSEA

53.33

39

.063

.96

.97

.98

.04

Table 5
Model Fit Indi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χ²

df

p

GFI

TLI

CFI

RMSEA

77.12

50

.008

.94

.96

.97

.05

Table 6
Path Coefficient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way

B

β

SE

CR
5.12***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18

.45

.03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07

-.13

.05

-1.44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65

-.43

.18

-4.09***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94

.42

.20

4.67***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21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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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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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2

Participa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64

e12

Functional
literacy

.79

e11

Critical
literacy

1.00

e12

Functional
literacy

.79

e11

Critical
literacy

1.00

.88
d1
Mothers'
e2
e1
smart media
Visual
d2
.45***
.42***
.82
Restrictive
Participative mediation
Working memory
mediation
mediation
Mothers'
Phonological
.51
Young children’s
.64
.88
smart media
-.43***
Working memory
d1
executive function
.67
literacy
Mothers'
.60
Inhibition
smart media
Visual
Young children’s
d2
.45***
-.15***+
.42
-.13
mediation
.82
.46 Working memory
Age
overdependence on
Shifting
smart
devices
d3
Mothers'
Phonological
.51
Young children’s
***
smart media
.67
.78
Working memory
.69-.43
executive
function
.67
literacy
Self-control
Serious
.60
Inhibition
Salience
Young children’s
failure
consequences
-.15+
-.13
.46
Age
overdependence on
Shifting
smart devices
e8
e9
e7
d3
.67

e3
e4
e5
e3
e6
e4
e5
e6

.78

.69 influence of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and young children’s
Figure 3.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ediating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and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Self-control
Serious
Salience
failure
consequences
*p < .05. ***p < .001.
e9

e8

e7

Table 3에 의하면,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 .81, CR = .89), 스마트미디어 중재(AVE = .56, CR = .72), 유

미디어 중재, 억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 스마

아 스마트기기 과의존(AVE = .51, CR = .76)과 유아 실행기능

트미디어 중재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부적 상관관계를,

(AVE = .50, CR = .80) 모두 AVE 값이 .50, CR 값이 .70 이상을

시공간 작업기억, 음운론 작업기억, 억제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충족하여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잠재변수 간

나타났으나 전환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 스마트기

의 상관계수(r = .14～.56)가 .90이하이고, 잠재변수의 상관계

기 과의존과 시공간 작업기억, 음운론 작업기억, 억제는 부적

수 제곱값(.02～.31)이 AVE(.50～.81)보다 작은 값을 가져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전환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판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유아 실행기능
의 구조적 관계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χ²은 77.12(df
= 50, p > .008), GFI = .94, TLI = .96, CFI = .97, RMSEA = .05로

측정모형 검증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Table 4에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였다. χ²은 53.33(df =

러시→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재(β = .45, p < .001), 어머니

39, p > .063), GFI = .96, TLI = .97, CFI = .98, RMSEA = .04로 수

스마트미디어 중재 →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β = -.43, p <

용 가능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은 Figure 2와 같다.

.001),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재 → 유아 실행기능(β = .42, p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 .001),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 유아 실행기능(β = -.15,

를 검토하였다. 수렴타당도는 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 Average

p < .091)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은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Figure 3과 같다.

(CR)를 통해 확인하였다.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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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way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

―

.45**

-.19**

-.32**

.45**
-.13
―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24***

.24***

-.43**

―

-.43**

.42**

.06*

.49**

-.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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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Results of Bootstrapping with a Mediated Effect on Executive Function
Effect

SE

LLCI

ULCI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175**

.05

.092

.268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016

.03

-.016

.070

.04

.001

.135

Pathway

Mothers’ smart media literacy → Mothers’ smart media mediation → Young children’s .024*
overdependence on smart devices →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Note.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L =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p < .05. **p < .01.

구조모형 검증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검증

리터러시가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통해 실행기능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의

주요 변인들 간의 직 ·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신뢰구간에서 .001～.135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여 두 경우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을 실시한 결과는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 스

Table 7과 같다.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머니 스마

마트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통해

트미디어 중재를 통하여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Effect = .175, p < .01), 어

머니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통해 실

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

행기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 = .24, p < .01).

재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통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실행기능에 이

을 미쳤다(Effect = .024, p < .05).

르는 3가지 경로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
다.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 스마트기기 과
의존을 통해 실행기능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의 신

Discussion

뢰구간에서 -.016～.070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

본 연구에서는 유아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스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스마트미

마트기기 과의존,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재, 어머니 스마트

디어 리터러시가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통해 실행

미디어 리터러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기능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92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268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였고,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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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에서 도출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시 등의 중재는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내 . 외적 자기

첫째,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조절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S. J. Lee & Jeon, 2010).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유아 실행기능 간의 관련성을 살펴

이는 유아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기여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결과, 유아의 실행기능은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조절능력 수준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를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아 스마

조절·통제하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함으로써 효율적

트기기 과의존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Chi & Kim, 2016), 정보를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고 어머니가 스마트미디어

유지하여 활용하는 작업기억, 문제해결 상황에서 정보를 유연

중재를 적극적으로 할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이 높아지고,

하게 전환하며 동시에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전환 능력 등 실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실행기

행기능의 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능을 보임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머니 스마트미

둘째,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머니 스마트미

디어 중재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통해 유아 실행기능

디어 중재를 통해 유아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

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유

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적이거나 제

아 실행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머니 스마트

한적인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유아

미디어 중재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통해 유아 실행기

의 실행기능 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어머니가 스마트미디어를

능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

기능적으로 활용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스

러시 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보다 더 적

마트미디어를 자녀와 함께 사용하고 콘텐츠에 관한 대화를 더

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을 낮추

많이 나눌 뿐 아니라 스마트미디어 사용규칙에 대해 명확한

고, 이것이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

제한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Yoon과 Lee (2020)의
연구와 어머니의 적극적인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유아 실행기

모가 스마트미디어를 기능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수준
이 높을수록 보다 참여적 . 제한적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중재하

능의 억제능력 발달에 기여한다는 McNeill 등(2019)의 연구와

고, 이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이 감소하였다는

맥락을 같이 한다.

연구결과( J. Kim & Lee, 2019)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스마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콘

트기기 과의존이 실행기능의 낮은 억제능력과 인지적 유연성,

텐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잘 알고 있으며, 폭력적 요

인지 충동성, 주의력 결핍, 계획 및 조직화 능력 저하, 정서조

소를 인지하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

절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Jeon, Hyun, & Chun,

력은 스마트미디어 중재에 영향을 미친다. Nikken과 Schols

2011; Jin, Oh, & Choi, 2006)와도 일치한다.

(2015)는 스마트미디어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가 어떻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

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스마트미디어 중재전략이 달라짐을 밝

발달특성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유전적 기제

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와 환경적 기제를 바탕으로 발달하는데 특히 환경적 기제 중

큰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감독하고 사용시간을

오감을 통해 전달되는 외부자극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화롭게

제한함과 동시에 미디어 내용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이야기

투입될 때 뇌 발달에 효과적이다(Sousa, 2016). 하지만 스마트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스마트미디어가 교육적 기회를 제공

기기의 자극은 유아에게 지나치게 강렬하다. 유아는 자신의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미디어를 공동사용하고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조직화하고 계획하는 능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경향이 많았다. 이

력이 미숙한데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최초 사용 시기가 만 2

는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스마트미디어 중

세경으로(Jung & Choi, 2021) 실행기능의 발달이 본격화되기

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전부터 스마트기기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미디어를 분석, 평가할 수 있

시기부터 스마트기기의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뇌가

는 어머니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면서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될 수

미디어 사용을 관리하는 스마트미디어 중재 수준을 향상시켰

있다. 이는 억제력, 인지적 유연성, 계획성, 판단력, 능동성, 정

을 것이다. 그리고 향상된 스마트미디어 중재능력 즉, 스마트

서 표현 등에 기능장애를 일으켜(H. K. Kim, 2001), 결과적으

미디어의 공동사용, 콘텐츠에 대한 대화, 그리고 이용 규칙 제

로 전두엽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행기능 발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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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Y.-B. Cheon, 2013).

서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실

마트미디어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

행기능에 이르는 두 가지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스

를 통해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마트미디어 리터러시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어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돕는

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실행기능에 직접적인 영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향을 미치거나,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통해 간접적인

유아지도방법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고안을 위한 경험적 근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데,

를 제공하였다.

자녀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스마트미디어 중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Beyens, Valkenburg와 Piotrowski (2019)의 발달적 부모 중재 이

첫째, 어머니 평정보고를 통해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

론에 의하면, 3-4세경에는 주의집중·처리속도와 같은 인지능

러시,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력이 빠르게 발달하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느린 속도의 교육적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변인 간의 관련성이 과대추정되었을

콘텐츠를 선호하기에(Valkenburg & Cantor, 2001) 부모가 긍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아가 스마

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중재를 하게 된다. 약 5세경부터는 속도

트기기를 실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평정하였다는

감 있는 모험적인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Rideout,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측

2014), 5-7세 사이의 대부분의 유아들은 여전히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콘텐츠로 인한 공격성 . 두

정할 때 비참여관찰, 사건표집법 등의 방법도 함께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려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여 중재를 하게 된다. 이와

둘째, 실행기능은 인지적 실행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으로

같이 부모들은 유아 발달수준과 미디어 선호 및 콘텐츠에 따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행기능만을 살펴

른 반응을 고려하여 스마트미디어를 중재한다. 즉 어머니는

보았다. 동기가 활성화되고 정서가 유발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달적으로 적절한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

는 정서적 실행기능이 중요한 역할(Zelazo & Müller, 2002)을

기기 과의존 수준을 낮추고, 이를 통해 실행기능 수준을 향상

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적 실행기능도 포함하여 살펴본

시켰을 것이다.

다면 더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머니 스마트미디

셋째, 자료수집이 코로나19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결과해

어 중재와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통해 실행기능에 미치는

석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 과반수가 코로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19 이전보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들의 스마트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유아 실행기능에 이르는 경로의 유의도
는 높지 않았다(β = -.15. p = .091).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연구

기기 하루 사용빈도와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늘어났으며, 동
영상과 게임 . 오락 콘텐츠의 이용이 많아졌다. 따라서 유아의

대상의 발달단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유아기의 부정적

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은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가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

능성이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시

가 있다. 첫째,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간의 증가와 더불어 과의존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Shin

중재, 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

& Jeong, 2018). 따라서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는 시간의 경

를 규명함으로써, 스마트미디어 환경이 유아기 실행기능 발달

과에 따라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실행기능의 발달이

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확인하였다.

유아기에 급속하지만 청소년기까지도 진행되므로(Carlson,

둘째, 실행기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기질, 마음이론, 자기

2005), 유아기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실행기능의 문제

조절능력, 정서조절,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어머니의 애정적

는 아동기 이후에 보다 더 명확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양육행동 등 유아 개인적 요인과 부모 요인이 예측변인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미디어
중재를 통하여 유아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 스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관련 요인을 살펴
봄으로써 유아기 실행기능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마트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 스마트기

셋째, 국내에서는 EYT의 활용이 거의 되지 않은 현시점에

기 과의존을 순차적으로 거쳐 유아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서, 유아에게 친숙한 스마트매체를 활용하여 높은 참여도와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유아 실행기능 발달을 위해

집중을 끌어내고, 스크린 터치 방식의 직관적 방법을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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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실행기능 검사 자극을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척도의 한계를 보완한 EYT를 활용하였다. 이는 실행기능 평
가방법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해 유아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
하면서 부모가 유아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빈도와 시간
이 늘어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
육과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활용 가이
드라인 제공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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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2, and was presented at the 2022 Annual Sp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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