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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young children’s parents perceive 
the effects of digital instruments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social interaction of 
their children. Methods: One hundred eighty-six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23 questions asking how many digital instruments are used at 
home, how they are being used and the attitudes towards the effect of digital instrument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h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Re-
sult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76.3% of the participants replied that 
their children use the digital instruments. Some answered that the children used smart-
phones more than other digital instruments and 70%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ir children use the smartphones less than 30 minutes daily. Second, 65.4% of the par-
ents answered that computer is harmful for their children, and 73.5% of the parents re-
ported that smartphones are not helpful for their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he 
parents joined their children more often when using the smartphones than the comput-
ers. The parent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smartphones than 
the computer. Third, the parents worried about the negative effect of the smartphones, 
particularly their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onclusion: We discussed the needs of per-
vasive surve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and lan-
guage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parents as a role model to their young 
children need to reflect on the use of digital instruments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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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기기 보급의 증가로 어린 아동들의 컴퓨터와 스마트

폰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 아동들이 디지털 기

기에 노출되는 환경이 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의 현황 

및 아동기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발달과 사

회적 상호작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이들 아동들을 위한 언어교육서비스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Rideout과 Hamel (2006)에 따르면 2-3세 어린이의 80% 이상이 

스스로 텔레비전을 켜고, 60% 이상이 채널을 스스로 바꾸며, 40% 

이상은 비디오나 DVD를 직접 재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6-23개

월 아기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스크린 미디어를 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미디어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

은 디지털 기기는 아동이 보다 직접적으로 조작하며 휴대하게 되

므로, 그 영향력은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López-Barroso, 

Catani, Ripollés, Dell’Acqua, Rodríguez-Fornells, & de Diego-Bal-

aguer, 2013; Spitzer, 2012).

Choi (2014)의 국내 아동 스마트폰 사용경험 관련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 110명 아동 가운데 43%가 만 4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다고 한다. 만 3-5세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부모인식

조사에서도, 연구대상 과반수의 유아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은 스마트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Sung, 2012).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사용특성 등(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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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ee & Sung, 2012)에 관한 연구가 최근 1-2년 사이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들도 증가

하고 있다(Jung, 2009; Lee & Yim, 2013; Shim & Oh, 2007; Yoo, Kim, 

Lee, & Han, 2013).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

서는 교육용 컨텐츠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이 보고되기도 하

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 결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기도 

한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한 연구로는 Shin과 Seo (2006)의 연구

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화면

에 등장하는 글씨를 그림으로 인식하여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화면 터치와 마우스, 키보드 등의 조작으로 소근육 

발달 및 협응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추상적 그림과 다양한 시각

적, 청각적 자극을 통해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들은 놀

이를 통해 학습하는 에듀테인먼트적 속성을 지니므로 아동의 학

습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Lieber-

man, Fisk, & Biely, 2009; Linebarger & Vaala, 2010; Wohlwend, 

2010).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시공간의 제

약을 극복할 수 있고,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

서 Prensky (2001)는 컴퓨터나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의 디지털 기

기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마치 모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원어민(native speak-

er)처럼 디지털 기기를 손쉽게 다루며,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사

회적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뜻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칭하

게 된 것이다. 

반면, 디지털 기기가 지니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우려를 보고하

는 연구들도 있다. 아동이 이들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의 상호작용 경험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사회성이 저하되거나, 스마

트폰과 같은 기기에 중독되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

려가 있지만, 각종 보도자료를 통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Shin과 Seo 

(2006)는 컴퓨터를 이른 시기에 접하는 유아의 경우 가상현실과 실

제현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기기의 중독 위험이 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기가 갖는 시공간 탈피, 개

별성,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과 같은 장점이 단기적 학습효과만을 

야기할 뿐,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

되고 있다(Bang, 2013; Choi, 2014). 디지털 기기에서 화면으로 제시

되는 하이퍼텍스트 상의 정보처리가 갖는 인지적 부담이나 처리의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작된 지는 이미 오래지만(Choi, Cho, 

& Lee, 2000; DeStefano & LeFevre, 2007; Singer, Andruslak, Reis-

dorf, & Black, 1992; Spiro & Jehng, 1990),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일찍부터 허용하고 있고, 교육계에

서는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학습에 주목하여 앞다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중재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AAC 

체계의 적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어

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스마트 미디어 활용 및 

그에 대한 요구조사가 진행되었으며(Lee, Kang, & Kim, 2013), 특히 

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컴퓨터 기반 언어중재(computer-based in-

tervention, CBI)에 대한 활발한 접근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war, Rahman, Ferdous, Anik, & Ahmed, 2011; De Leo, Gon-

zales, Battagiri, & Leroy, 2009; Khowaja & Salim, 2013).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습득 과정에는 어휘력이나 문법 

사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

하며 대화의 성공 정도를 점검하는 등의 화용적 언어능력에 대한 

발달이 더욱 중요하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아동

은 풍부하게 제공되는 가상현실을 경험하며 실세계에서는 경험하

지 못하는 다양한 자극들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현실

에서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아동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만을 반복

적으로 재생하게 되고, 시간차 없이 제공되는 즉각성과 더불어 장

시간 사용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가상현실 경험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인 접근으로 조

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inebarger와 Vaala (2010)는 스크린 미

디어가 영유아와 학령전 시기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아동과 스크린 미디어 자극의 특성, 그리고 환

경 요인이 밀접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스

크린 미디어를 통한 학습이 아동의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동에게 제공되는 스크린 미디어

의 내용이 아동이 접하는 실제환경 경험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환경에서 볼 때, 디지털 기기를 발달의 이른 시기에 경

험하게 되는 이들 세대들이 대화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방식

은 성인 이후에 이러한 기기를 접한 기성세대들과는 달라질 것이

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pitzer, 2012). 따라서 더 늦기 전

에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사람인 대화상대방과의 소통 경험을 지니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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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하며 자라고 있는 이들 세대들이 갖는 사회

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

한 연구기반 조성의 첫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1) 부모와 자녀

의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과 사용 및 활동, 2) 현재의 디지털 기기 사

용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모의 인식, 3) 자녀의 디지털 기

기 사용과 언어발달 및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의견 등을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경상 지역에 거주하며, 3-7세 자녀를 둔 부

모 186명이었다. 3-7세는 영유아 시기를 지나 성인 형식으로의 말하

기가 발달하며 특히 대화기술의 습득이 중요한 단계이므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영향에 대해 부모의 관심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기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300부의 설문

지를 배부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지 조

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먼저 부산과 울산 지역 5개 유치원에 공문

으로 참여 의사를 구하였으나, 부산 지역 3개, 울산 지역 1개 유치원

에서 참여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와 수거

는 각 유치원 선생님들이 담당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사 대상 조

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 배부와 수거를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은 1) 부모의 보고에 의하여 자녀가 특별한 장

애나 질병이 없으며, 2) 인지와 언어, 사회성, 감각 능력이 정상인 아

동의 부모들이었다. 총 4개 유치원의 대상 부모의 자녀들은 남자 

100명, 여자 86명이었으며, 대상 아동의 연령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노출과 관련한 아동의 언어발달과 

상호작용 영향요인에 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

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응답자인 부모와 자녀의 

배경정보(4문항), 현재 부모와 자녀의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과 사

용 및 활동에 관한 질문(7문항), 현재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부모-

아동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3문항),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모의 인식(12문항)을 포함하고 있

으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Appendix 1).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모의 디지털 기

기 사용 목적, 자녀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의 기능과 종류, 디지털 

기기 게임에서 요구하는 인지능력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복수 응

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사회성 발달

과 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일 응답과 더불어 서술형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디지털 기기 노출이 아동의 언어발달과 상호

작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개발

된 요인들에 기초하여, 언어발달과 언어병리학 전공 내용 전문가 3

인(교수 2인, 박사과정생 1인)에 의해 개발되었다. 1차 개발된 설문

지에 대해 디지털 기기 관련 전문가(교수)이면서 유치원생 또는 초

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 2인, 언어병리학자 1인을 대상으로 설

문지의 내용 전반에 관한 피드백을 받아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과 관련한 문항을 보다 세부 

시간대별로 분류하였으며, 세부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포

함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를 통해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부적절한 용어, 문항의 형식 등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언어

발달 전공교수 1인의 검토와 연구자들의 점검을 거쳐 설문지를 제

작하였다. 

설문지는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하였다.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96부가 회수되어, 65.3%의 회수율

을 보였다. 그 가운데 10부는 불성실한 작성으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총 186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전체 설문 자료에 대해 단일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

해서는 빈도와 반응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

는 문항 모두에 대해서도 빈도와 반응백분율, 그리고 케이스백분

율을 산출하였다. 케이스백분율은 전체 응답자 수에 대한 케이스 

반응수의 백분율이다. 부모들의 인식 정도를 심층 분석하고자, 서

술형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 내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

sis)을 통하여 유사한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Table 1. Children’ age 

Age (yr) N

3   10
4   42
5   75
6   49
7   10
Total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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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배경 정보

설문지 응답자 186명은 모두 아동의 어머니였으며, 90.3% (168

명)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었고, 9.1% (17명)가 대졸 이상, 중학

교 졸업은 .5% (1명)였다. 전체 응답자 중 50% (93명)는 전업 주부였

다. 응답자인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67.7% 

(126명)가 ‘중’에 속한다고 답하였으며, 21.5% (40명)는 ‘중하’, 9.6% 

(18명)는 중상에 속한다고 답하였으며, 상과 하에 대해서는 각각 

.5% (1명)가 답하였다. 

부모와 아동의 현재 디지털 기기 사용 현황과 활용 정도

먼저 가정의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컴퓨터가 평균 1.07대, 스마트폰 1.52대, 태블릿PC는 .3대였다. 부모

의 디지털 기기 활용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컴퓨터의 경우 ‘매우 

잘 활용한다’라고 답한 13.4% (25명)을 포함해 보통 이상이라고 답

한 부모가 91.6% (154명)였으며, 스마트폰은 보통 이상이 88.7% 

(165명), 태블릿 PC는 ‘매우 잘 활용한다’라고 답한 3.8% (7명)를 포

함해 보통 이상이 36.4% (51명)로 3-7세 아동 부모의 컴퓨터와 스마

트폰 활용 정도에 대한 자기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디지털 기기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186명의 부모가 컴퓨

터를 예를 들면, 450개의 반응을 보여 전체 응답자보다 반응의 수가 

많으므로 100% 기준이 아닌 케이스 백분율 257%를 기준으로 계

산되었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목적을 예로 들면, 메신저가 34.1%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보검색과 인터넷 쇼핑, 놀이, 소셜 네트

워크 순이었다(Table 2). 

부모의 평균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은 컴퓨터의 경우 2시간 이하

가 75.1% (133명)로 가장 많았고, 2-4시간은 10.2% (18명), 6시간 이

상의 경우는 9% (16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2

시간 이하가 53.8% (100명)로 가장 많았고, 2-4시간은 53명(28.5%), 

4-6시간이 9.7% (18명)이었으며, 8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부모

도 2.2% (4명)나 되었다.

전체 응답자 186명 중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7% (44명)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답한 응답자

가 122명이었으며, 컴퓨터 사용과 태블릿 PC에 대해 답한 응답자

는 각각 116명과 100명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응답이 가장 높

았다.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은 컴퓨터의 경우 30분 이하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 116명 가운데 

72.4% (84명)로 가장 많았으며,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

다. 또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아동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한 

122명 응답자 중, 하루에 30분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가 73% (89명)

였으며,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Table 3). 

자녀의 디지털기기 사용 목적은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게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동영상 시청과 그림 그리기, 기타

(노래듣기, 사진 보기 등), 메신저 순이었다(Table 4).

Table 2. Main purpose of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of parents

Purpose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N (%) Case % N (%) Case % N (%) Case %

Play (movie, game) 37 (8.4) 21.6 50 (11.6) 28.6 17 (20.5) 33.3
Task (paper) 80 (17.9) 45.5 13 (3.0) 7.4 27 (32.5) 52.9
Messenger (Nate on, Email) 53 (11.6) 30.1 144 (33.3) 82.3 7 (8.4) 13.7
SNS 13 (2.8) 7.4 24 (5.6) 13.7 3 (3.6) 5.9
Search 147 (31.6) 81.8 132 (30.6) 75.4 18 (21.7) 35.3
Shopping 117 (26.2) 67.0 60 (13.9) 34.3 6 (7.2) 11.8
Etc. 7 (1.5) 4.0 9 (2.1) 5.1 5 (6.0) 9.8
Total 450 (100) 257 432 (100) 246.9 83 (100) 162.7

Table 3. Time spent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of children

Time spent (hr)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 .5 84 (72.4) 89 (73) 31 (75.6)
.5–1 26 (22.4) 20 (16.4) 7 (17.1)
1–2 5 (4.3) 12 (9.8) 1 (2.4)
2–3 1 (.9) 1 (.8) 2 (4.9)
≥ 3 0 (0) 0 (0) 0 (0)
Total 116 (100) 122 (100) 41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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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in purpose of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of children

Purpose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Game 49 (32.9) 79 (40.7) 20 (34.5)
Video 65 (41.9 72 (36.7) 21 (36.2)
Messenger 0 (0) 3 (1.5) 0 (0)
Picturing 20 (12.9) 27 (13.6) 8 (13.8)
Search 7 (4.5) 5 (2.5) 3 (5.2)
Etc. 12 (7.7) 10 (5.0) 6 (10.3)
Total 153 (100) 196 (100) 58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5. Degree of parents’ interaction while the child is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Degree of parents’ interaction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Take over the instrument nicely 57 (52.3) 46 (37.1) 19 (51.4)
Take over the instrument but asking a short time 45 (41.3) 65 (52.4) 14 (37.8)
Take over the instrument but asking for a time 5 (4.6) 11 (8.9) 5 (10.8)
Resist intensely not to take over the instrument 2 (1.8) 2 (1.6) 0 (0)
Total 109 (100) 124 (100) 37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6. Type of game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Action 6 (8.1) 7 (6.6) 2 (11.1)
Sports 6 (8.1) 16 (15.1) 3 (16.7)
Arcade 15 (20.3) 24 (22.6) 0 (0)
PRG 3 (4.0) 12 (11.3) 1 (5.6)
Puzzle 21 (28.4) 22 (20.8) 3 (16.7)
Etc. 23 (31.0) 25 (23.6) 9 (50.0)
Total 74 (100) 106 (100) 18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모의 

인식 

부모가 자녀와 공유하며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의 종류로는 스마

트폰이 53.8% (106명)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가 37.1% (73명), 태

블릿 PC 9.1% (18명)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기를 자녀가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통제를 

하는 경우, 아이의 반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 

총 109명의 응답자 중 52.3% (57명) 부모의 자녀는 순순히 기기를 

건네는 반면, 41.3% (45명)의 부모에 따르면 자녀가 잠깐 조르다가 

기기를 건넨다고 하며, 4.6% (5명)의 자녀는 한동안 떼를 쓰다가 기

기를 건네고, 1.8% (2명)는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주지 않기 위해 격

렬히 저항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총 124명 중 

37.1% (46명) 부모의 자녀는 순순히 기기를 건네는 반면, 52.4% (65

명)의 부모에 따르면 자녀가 잠깐 조르다가 기기를 건네며, 8.9% (11

명)의 자녀는 한동안 떼를 쓰다가 기기를 건네며, 1.6% (2명)는 자녀

가 디지털 기기를 주지 않기 위해 격렬히 저항한다고 답하였다. 마

지막으로 태블릿PC에서는 총 37명 중 51.4% (19명) 부모의 자녀는 

순순히 기기를 건네는 반면, 37.8% (14명)의 부모에 따르면 자녀가 

잠깐 조르다가 기기를 건네며, 10.8% (5명)의 자녀는 한동안 떼를 

쓰다가 기기를 건네었으며, 자녀가 격렬히 저항한다고 답한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요약하면, 컴퓨터를 사용할 때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아동들은 순순히 기기를 건네기보다는 

잠깐 조르거나 한동안 떼를 쓰다가 기기를 건네는 비율이 더 놓아 

스마트폰 사용에 좀 더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Table 5).

부모가 자녀가 디지털 기기에서 주로 하는 게임, 동영상 등의 명

칭 및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수)을 비교해보면, 컴퓨

터는 49.5% (92명), 스마트폰은 58.1% (108명), 태블릿PC는 13.4% 

(25명)로, 부모는 컴퓨터보다는 자녀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디지털 기기로 게임을 할 

때 주로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컴퓨

터는 기타(숨은그림찾기, 지니키즈 등)로 답한 경우가 31.1% (23명)

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역시 기타(쥬니버, 지니키즈 등)로 답한 경

우가 23.6% (25명)로 가장 많았으며, 태블릿 PC는 기타(공부, 그림

그리기 등)로 답한 경우가 50% (9명)로 가장 많아, 질문지에서 제시

한 게임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게임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Table 6).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 또는 교우관

계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컴퓨터의 경우 47.8% 

(89명), 스마트폰은 63.4% (118명), 태블릿PC는 26.9% (50명)의 부모

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대

화가 없어져 긴밀한 교우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대화가 단절될 수 있

다는 것이었다. 또한 장시간 화면에 노출됨으로써 시력저하와 함께 

운동 부족이 생기므로 신체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

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모른다면 오히려 교

우관계를 해치게 되므로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오히려 디지털 

기기를 접해야 한다는 부모도 있었다. 또한 다양한 인물을 접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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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실제에서 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간

접 경험이 사회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인지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26.9% (73명)의 부모가 집중력 향상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Table 7). 

반면, 자녀가 디지털 기기로 게임을 할 때, 게임에서 요구하는 능

력에 대해서는 집중력, 기억력, 예측력, 사고력, 상상력, 기타(순발

력, 흥미 등)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자녀가 디지털 기기로 게임을 

할 때 집중력, 상상력 등의 인지능력들이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9.6% (55명)가 집중력, 23.1% (43명)가 기

억력, 14% (26명)가 상상력, 12.4% (23명)가 예측력이 증진될 것으

로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자녀가 디지털 기기로 게임 이외에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동요를 들을 경우, 집중력, 상상력 등의 인지

능력들이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2.9% 

(93명)가 기억력, 32.3% (70명)가 집중력, 14.7% (32명)가 상상력, 

5.1% (11명)가 사고력, 2.3% (5명)가 예측력, 2.8% (6명)가 기타(즐거

움 등)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불안감)의 정도를 표시하

라는 질문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총 151명 중 58.9% (89명)의 부모

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29.1% (44명)의 부모는 약간 걱정

하는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9.9% (15명)의 부모는 걱정을 하고 있었

으며, 2% (3명)의 부모는 매우 많이 걱정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스

마트폰에 대해서는 총 169명 중 34.9% (59명)의 부모가 걱정하지 않

는다고 답한 반면, 40.8% (69명) 부모는 약간 걱정하는 편이라고 답

하였으며, 17.8% (30명)의 부모는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6.5% (11명)

의 부모는 매우 많이 걱정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태

블릿PC에 대해서는 총 64명 중 60% (39명)의 부모가 걱정하지 않

는다고 답한 반면, 23% (15명)의 부모는 약간 걱정하는 편이라고 답

하였으며, 10.8% (7명)의 부모는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6.2% (4명)

의 부모는 매우 많이 걱정하는 편이라고 답하였다(Table 8). 요약하

면, 부모들은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더 많이 걱정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의문점을 해결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86명의 부모가 278개의 반응을 보여 전

체 응답자보다 반응의 수가 많으므로 100% 기준이 아닌 케이스 백

분율 152.7%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57.9% (161명)가 ‘부모님께 질

문한다’라고 답하였으며,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12.6% (35명)의 

아동이 인터넷을 찾아서 해결한다고 답하였다(Table 9).

자녀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관한 질문

에서는 212개의 반응을 보여 응답자보다 반응의 수가 많으므로 

100% 기준이 아닌 케이스 백분율 116.5%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스

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획득한 정보를 저장한 아동은 각각 7명

과 2명이었다. 하지만 57.5% (122명)의 부모가 ‘스스로 암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답하였으며, 32.5% (69명)의 부모는 ‘아직 글자를 읽

지 못한다’라고 답하였다(Table 10). 

Table 7. Parent’s perception on the types of enhanced abilities

Cognitive ability N (%) Case %

Concentration 73 (26.9) 67.0
Imagination 52 (19.2 47.7
Memory 67 (24.7) 61.5
Thinking 37 (13.7 33.9
Anticipation 40 (14.8) 36.7
Etc. 2 (.7) 1.8
Total 271 (100) 248.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8. Parent’s worries about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of children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Not worried 89 (58.9) 59 (34.9) 39 (60.0)
Be worried a little 44 (29.1) 69 (40.8) 15 (23.0)
Be worried 15 (9.9) 30 (17.8) 7 (10.8)
Be very worried 3 (2.0) 11 (6.5) 4 (6.2)
Total 151 (100) 169 (100) 64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9. Type of information storage

Type of problem solving N (%) Case %

Asking to parents 161 (57.9) 88.5
Search of Internet 35 (12.6) 19.2
Asking to teacher 34 (12.2) 18.7
With books 39 (14.0) 21.4
Skip with ignoring 9 (3.2) 4.9
Total 278 (100) 152.7

Table 10. Children’ reaction when parents control of using the digital instru-
ments

Type of storage N (%) Case %

Memory by oneself 122 (57.5) 67.0
By Smart phone 7 (3.3) 3.8
By computer 2 (.9) 1.1
By writing 12 (5.7) 6.6
Not to read 69 (32.5) 37.9
Total 212 (100)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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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arents’ reaction to the children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Reaction of child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Leave him/her alone to concentrate 12 (11.5) 10 (8.2) 8 (23.5)
Leave him/her alone to concentrate 30 (28.8) 42 (34.4) 5 (14.7)
Sometimes do it with the child 38 (36.5) 49 (40.2) 13 (38.2)
Always do it with the child 24 (32.1) 21 (17.2) 8 (23.5)
Total 104 (100) 122 (100) 34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12. Influence (%) of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to language development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Positive 34.6 26.5 25.8
Negative 65.4 73.5 74.2

Table 13. Positive influence of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to language devel-
opment

Positive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Literacy 6 (16.2) 1 (4.2) 1 (14.3)
Learning 8 (21.6) 4 (16.7 1 (14.3) 
Vocabulary 15 (40.5) 13 (54.2) 2 (28.6)
Pragmatic 5 (13.5) 2 (8.3) 0 (0)
Articulation 1 (2.7) 2 (8.3) 1 (14.3)
Etc. 2 (5.4) 2 (8.3) 2 (28.6)
Total 37 (100) 24 (100) 7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14. Negative influence of using the digital instruments of children to 
language development

Negative Computer Smartphone Tablet PC

One-sided 10 (23.8) 9 (18.0) 0 (0)
Over concentration 6 (14.3) 6 (12.0) 2 (25.0)
Defect of Interaction 15 (35.7) 16 (32.0) 3 (37.5)
Etc. 11 (26.2) 19 (38.0) 3 (37.5)
Total 42 (100) 50 (100) 8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언어발달에 관한 부모의 인식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디지털 기

기를 보며 아동과 상호작용(대화하기, 함께 놀기 등)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컴퓨터의 경우 총 104명 중 

11.5% (12명)의 부모가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 둔다고 답한 

반면, 28.8% (30명)의 부모는 함께 있지만 각자의 활동에 집중한다

고 답하였다. 하지만 36.5% (38명)의 부모는 가끔 아이와 함께 하기

도 한다고 하였으며, 32.1% (24명)의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 

항상 곁에 있는다고 답하였다(Table 11).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122명 중 8.2% (10명)의 부모가 집중

할 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 둔다고 답한 반면, 34.4% (42명)의 부모는 

함께 있지만 각자의 활동에 집중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40.2% 

(49명)의 부모는 가끔 아이와 함께 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17.2% 

(21명)의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 항상 곁에 있는다고 답하였

다. 마지막으로 태블릿PC의 경우에는 총 34명 중 23.5% (8명)의 부

모가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 내버려 둔다고 답한 반면, 14.7% (5명)

의 부모는 함께 있지만 각자의 활동에 집중한다고 답하였다. 하지

만 38.2% (13명)의 부모는 가끔 아이와 함께 하기도 한다고 하였으

며, 23.5% (8명)의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하기 위해 항상 곁에 있는다

고 답하였다(Table 11).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136명 중 34.6% (47명)의 

부모가 컴퓨터가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으며, 부모 147명 중 26.5% 

(39명)가 스마트폰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부모 66명 중 25.8% 

(17명)의 부모가 태블릿PC가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Table 12).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 부모들의 경우, 그 이유로 스마트폰이 한글과 영어 글자 익히기

에 도움이 되며, 게임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아이들이 글자를 빨

리 습득하게 되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새

로운 단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질문하기나 설명하기와 같은 화용적인 측면도 도움

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비디오를 통해 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르면

서 발음이 향상된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디지털 기기의 언어발

달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서술형 응답의 유형을 정리하면 

Table 13과 같다.

디지털 기기가 자녀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는 부모들의 경우, 그 이유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하는 내용이 너

무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제시되며,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

용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통제력이 부족한 아동

들의 경우 중독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폭력성이 늘어가거나, 가상세

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측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디지털 기기가 언어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서

술형 응답의 유형을 정리하면 Table 14와 같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7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

용 현황 및 언어발달에 미치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영향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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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아동들의 교육서비스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가정마다 평균 1대 이

상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

모들 가운데 75%가 하루 2시간 이하의 시간을 컴퓨터에 할애하며 

53%는 2시간 이하로 스마트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는 컴퓨터는 30분 이하를 할애하는 경우

가 72%, 스마트폰은 30분 이하가 73%로 조사되어 부모들보다 자녀

들이 디지털 기기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 목적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모두 게임과 

동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부모들은 디지털 기기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칠 수도 있

을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문자 익히기나 학습의 측면

에서 디지털 기기가 가질 수도 있는 장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34.6%의 부모는 컴퓨터가 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

고 답하였으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6.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기들이 갖는 교육용 컨텐츠로써

의 장점을 조사한 선행 연구(Jung, 2009; Shin & Seo, 2006)의 결과

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디지

털 콘텐츠들이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에듀테인먼트적 속성을 지니

므로 학습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Lieberman et 

al., 2009; Linebarger & Vaala, 2010; Wohlwend, 2010)와 같은 맥락

이며, 본 연구에서도 디지털 기기로 게임을 하는 동안 자녀의 집중

력 및 상상력과 같은 인지능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모들

의 수가 많았다. 또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기기에 저장해놓

는 방식보다는 암기해놓으려는 아동들의 비율이 아직 높은 점은 

저장해놓은 지식은 망각하기 쉽다는 연구결과(Spitzer, 2012)와 비

교해볼 때 긍정적인 태도로 보인다. 인지, 학습의 측면에서는 긍정

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는 우려가 컸다. 65.4%의 부모는 컴퓨터가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무려 73.5%의 부모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가상세계가 현실감을 잃게 하고, 가족이나 또래와의 대화 기회를 

단절시키는 측면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셋째, 컴퓨터와 비교해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

은 부모들이 그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41.1%가 걱정을 한다고 답한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에 대

해서는 65.1%의 부모가 걱정을 한다고 답하여 컴퓨터보다는 스마

트폰이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함께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의 답에서도 드러났다. 실제로 부모들은 아동의 디

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자녀와 함께 디지털 기기를 

보며 상호작용하는 빈도는 매우 낮았다. 아동이 디지털 기기를 사

용할 때 항상 곁에 있는다고 답한 부모는 컴퓨터의 경우 24%, 스마

트폰의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아동의 

사용 상황에 함께 있는 경우가 컴퓨터를 할 때보다는 더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부모들은 아동의 디지털 기기에 사용에 대

해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학습의 장점보다는 개인적이

며 일시적인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게임이나 동영상 위주이므로 오

히려 친구랑 노는 시간을 빼앗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상호작

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모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기기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 또는 교

우관계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의 질문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컴퓨터

는 47%,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63.4%의 부모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모두 자녀의 사용과 관련한 상호

작용에서 부모들의 통제에 자녀가 순순히 기기를 건네는 경우는 

52%에 불과해, 나머지 절반가량 아동들의 경우 기기를 건네지 않

기 위해 떼를 쓰거나 저항하여 기기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

로 인해 부모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부모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발달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Prensky (2001)가 컴

퓨터나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새로운 세

대로 칭하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가 성장해 이들의 사

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좀 더 가시적으로 드

러나게 되면 그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정과 교육 기관이 모두 디지털 기

기 사용의 해악에 대한 지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Choi, 2014), 

특히 게임이나 동영상 등이 갖는 중독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아

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역할 모델로써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

른 아동의 언어발달 전반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성과 관련된 음운론적 측면과 어휘력, 문장구성 

능력, 그리고 화용론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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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각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장점을 증진하고 단점을 보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

는 ‘정보소외’도 문제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정보 매체의 과잉이 아

동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언어발달과 인지

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

털 미디어가 과연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Brockman, 201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 대상자가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

으며, 연구대상이 특정지역에 제한되어 있어 전체 부모의 인식으로 

일반화해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배경정보에 따른 인식 특성과 함께 아동의 연령에 다른 부

모 인식의 변화를 분석해보는 것 역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디지털 기기 사용 자녀의 특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배경자료 

수집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는 다만 첫 걸음일 뿐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아이들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다. 디

지털 원주민인 어린이들의 사고방식이 디지털 이주민인 부모들과 

괴리를 보인다는 주장들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억이나 

사고라는 가장 인간적인 특성을 디지털 기기에 외주로 준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들도 기사나 영화 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러한 변화가 이들이 지적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

지, 아니면 이 변화의 긍정적인 점을 확대 증진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 면밀히 주의하

며 준비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추후 연구로는 더 많은 설문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분석

을 통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실제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

과 관련된 교육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을 

보다 많이 개발하여 조사하는 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

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과 같이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추가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올바른 해석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

의 의견도 폭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기 노출 정도와 

더불어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 특히 언어의 각 구성요소별 발달 특

성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추후 연구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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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해당 사항에는 V 표 해주십시오.

• 아동 이름:                                    성별(남,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생(만       세)

• 응답자 이름:                                 연령: 만       세

(주양육자인 경우 아동과의 관계:                         )

          * 아동과 응답자의 이름은 이니셜만 쓰셔도 됩니다.

1. 귀하께서 현재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의 종류 및 개수를 기입해주십시오. 

컴퓨터:       ① 예(개수:        대)  ② 아니오

스마트폰:   ① 예(개수:        대)   ② 아니오

태블릿 PC: ① 예(개수:        대)   ② 아니오

2. (위 1번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기기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디지털 기기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 ① 매우 잘 활용한다. ② 잘 활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서툴다. ⑤ 사용하지 못한다.

스마트폰: ① 매우 잘 활용한다. ② 잘 활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서툴다. ⑤ 사용하지 못한다.

태블릿 PC: ① 매우 잘 활용한다. ② 잘 활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서툴다. ⑤ 사용하지 못한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설문지는 자녀의 디지털 매체 사용의 영향 요인 조사를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각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어머니와 자녀의 평소 생활을 있는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년   11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이승복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이희란 교수

Appendix 1. A part of questionnaire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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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디지털 기기 주 사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컴퓨터: 

① 놀이(영화, 게임)

② 업무(문서) 

③ 메신저(네이트온, 이메일 등) 

④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⑤ 정보검색

⑥ 인터넷 쇼핑

⑦ 기타(                                )

       ~~

15.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불안감)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컴퓨터: ① 걱정하지 않는다. ② 약간 걱정하는 편이다. ③ 걱정한다. ④ 매우 많이 걱정한다.

스마트폰: ① 걱정하지 않는다. ② 약간 걱정하는 편이다. ③ 걱정한다. ④ 매우 많이 걱정한다.

태블릿 PC: ① 걱정하지 않는다. ② 약간 걱정하는 편이다. ③ 걱정한다. ④ 매우 많이 걱정한다.

       ~~

*다음은 귀하의 가정에 대해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란에 ◯표 또는 √표를 해주시거나 ( ) 속에 적어주십시오.

24. 귀하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

25. 귀하의 학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26.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상중  ③ 중  ④ 중하  ⑤ 하

27.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회사원, 교직, 공무원, 전문직, 전업주부, 기타) 

* 마지막까지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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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언어발달에 관한 부모의 인식 조사

이희란1·이승복2

1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2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3-7세 아동의 부모가 인식하는 언어발달과 부모-아동 상호작용 전반에 미치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영향을 조

사함으로써 향후 언어교육서비스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디지털 기기 노출과 관련한 언어발달과 상

호작용 영향요인에 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개발하여, 300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 수거율은 65.3%였으며, 총

18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6.3%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많았고, 70%가 

하루 30분 이하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언어발달에 컴퓨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4%였고, 스마트폰은 73.5%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디지털 기기가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항상 곁에 

있는다고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성과 교우관계 발달에 디지털 기기가 도움이 되는지의 질문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컴퓨터는 47%,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63.4%의 부모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스마트폰의 악영향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통제에 자녀가 순종하는 경우는 52%로, 많은 부모가 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 및 결론: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언어발달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가정과 교육기

관 모두 그 장단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노출 정도와 언어발달 각 영역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연령대

에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디지털 기기, 언어발달, 상호작용, 부모, 인식조사

본 연구는 2013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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