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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6명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일상 생활화>, <육아 보조역할>로, [부모의 걱정]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막연한 교육적 

기대 >, <발달과정상의 문제>, <중독 성향>으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concern about infa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6 parents with infants liv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are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could be classified as "Everyday life" and "Supporting tool of 
parenting". And parental concern could be classified as "Uncertain educational expectation", "Developmental problems", and 
"Addiction propensity".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smartphone usage of infants, and providing 
basic materials for parent education about correct guidance and addiction prevention of digital devices including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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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스마트폰 가입

자는 90.6명으로 전체 인구의 90%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88.3%로 2010년보다 

10%이상 증가하였는데, 3∼9세의 이용률은 82.9%로 2010년의 

85.5%보다 약간 감소하였고, 주평균 이용시간은 5.3시간으로 

2010년 9.5시간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 때문인

지 이용시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80% 이상의 이용률을 보여 스

마트폰 사용은 영유아에게도 불가피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러닝의 매체인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어플

리케이션(application)은 문자, 음성, 이미지, 비디오 등을 다각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스마트폰(smartphone)은 

PC의 소형화된 운영 체제를 탑재한 기기에 무선 전화 통신 가능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듈이 추가된 휴대 전화이다. 스마

트폰은 전화통신기기이기도 하며, 전자 우편, 인터넷 검색, text 
읽고 쓰고 저장하기, 추가적인 앱 설치 등 응용기기로의 기능사

용이 가능하고 소형전자컴퓨팅기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무
선 인터넷 접속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및 인트라넷 직접 접속

할 수 있다[3][4]. 
스마트폰은 단순 통신도구를 넘어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개인적, 사회적 파급

력은 점점 증가하여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의 수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도 점차 늘어났

는데, 영아의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의 주체가 부모이므로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부모의 스

마트폰에 대한 인식은 달랐다. 영아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모들은 주로 20개월 무렵 스마트폰을 보여주었고, 시간을 때

우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부모가 먼저 스마트

폰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부모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영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정서적 발

달에는 부정적이라고 보았다[5]. 
영아기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 연구

가 많은데, 자녀를 돌볼 때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주의

력이 떨어져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6]. 스마트폰

을 과도하게 몰입하여 사용하면 영아의 외연적 문제행동이 높

아지는 등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다[3]. 즉, 
양육시간이 길어지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7][8].
영아의 직접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대부

분 어머니의 인식이나 양육 관련 변인을 연구주제로 함께 다루

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영아가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이며 영아의 1/3 이상이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과반 수 이상이 주 3~6회 사용하고 있었다. 취업모의 영아

가 사용빈도가 더 높았으며 영아가 선호하는 스마트폰 콘텐츠

는 동화와 동영상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으로는 부정적인 경우 전자파 및 시각장애를 우려하고 있

었고, 긍정적인 경우 ‘학습도움’을 이유로 들었다. 긍정적인 경

우도 장시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9]. 사
용 장소는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식당이나 차 안이 

그 뒤를 이었다. 사용목적은 영아가 원해서가 가장 많았고 영아

를 달래거나 일 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영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자녀와 함께 상호작

용하는 어머니는 24%에 그쳤고 과반수가 자신의 할 일을 한다

고 했다[10].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스마

트폰에 영유아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영아의 기준을 보면,『유아교육법 제2조 1항』에서는 유아

의 범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만0세~만2세 영아를 기준으로 하여 정

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만0세~만2세를 영아의 

범위로 정하였다.
 영아는 유아보다도 부모와의 밀착도가 높고 영아 스스로 스

마트폰 사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지대

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는 

양적연구에 그쳤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가 필

요하다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

적 연구를 함으로써 그간의 연구에서 파악되지 못했던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내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에 있어 대상자의 선택기준은 연구 주

제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참여자이다

[11].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

로 하여 1차 연구를 시작하였다. 1차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 가

능 여부 등을 물었다. 2차 및 3차 연구 참여자는 1차 연구 참여

자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

는 부모 6명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질적연구는 참여자의 인

터뷰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혹은 ‘그 본래 입장에서’ 접
근하여 서술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많은 인원의 참

여자보다는 인터뷰 내용이 분석 가능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

였다.
첫째, 영아기 자녀가 있는 사람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탐색

693 http://www.dcs.or.kr

둘째,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

셋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연구 참여자 일반적인 특성은 27세∼40세의 어머니 4명, 아

버지 2명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Table. 1. The general background of the study participants

2-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차 6월 13일, 2차  6월 20
일, 6월 27일 이었다. 설문지 방식과  포커스 그룹(focus group) 
면담 방식을 병행하였다. 질문지 방식은 반구조적이고 개방적

인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1차 연구에서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극적

인 반응을 보인 연구 대상자 6명을 포커스 그룹(focus group)으
로 선정하여 2차, 3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방식의 

면담은 보다 면밀한 내용 도출을 위해 총 2회에 나누어 이루어졌

다. 미리 준비한 질문으로 시작 된 2차 연구는 그룹 면담으로 진

행되었으며, 보다 심층적인 내용의 도출을 위해 핵심질문을 다

시 정리하여 3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2회와 3회 연구자는 동일

하였으며, 한 회당 면담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총 4시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주관적 개입이나 지식과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고, 녹음은 인터뷰 전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였으며 되도록 말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에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주관적 데

이터를 통해 5개의 문항으로 질문을 도출해 냈으며 본 연구의 반

구조화 된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아래와 같다.

표 2. 반구조화 된 질문의 구성

Table. 2. Composition of semi-structured questions

N0. Contents

1 When will parents use their smartphones?

2 Under what circumstances do parents use their smartphone when 
they are with their children?

3 What is the positive aspect of showing smartphones to infants?

4 What is the negative aspect of showing smartphones to infants?

5 What is worrying about showing smartphones to infants?

2-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zzi[11]가 제시한 자료 

분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lazzi는 분석과정에서 연

구자의 깊이 있는 성찰을 강조하였으며, 연구자의 지각도 분석 

속에 포함시켜야 하고 자료를 수집함과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 그리고 부모의 걱

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

구 참여자 2명에게 보여주고 유아교육과 교수 2인에게 피드백

을 받는 것으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3. 자료 분석 방법

Table. 3. Data analysis method

Stage Analytical method

1 Stage Transcription transcription

2 Stage Repeat reading

3 Stage Extract meaningful statements

4 Stage Gather similar content

5 Stage Making components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을 Cola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11]으로 분석한 결과 85개의 의미 있는 진

술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진술들은 유사한 의미로 묶어 주제를 도출

하였고, 이후 주제들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2개의 주제 군과 5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이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Table. 4. Parental concern about infa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Components Sub-components

Pare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Everyday life

Supporting tool of parenting

Parental concern 

Uncertain educational expectation

Developmental problems

Addiction propensity
   

자료 분석을 통해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 탐색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과 함께 영아의 스마트

　 Parent's age Child's sex Child's age

Mother #1      27 F Age 0
Mother #2    33 M  Age 1
Mother #3    35 F  Age 1
Mother #4     35 M  Age 2
Father #5     38 F Age 1
Father #6     40 M 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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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사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부모의 걱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3-1.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

스마트폰의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주제군은  

<생활의 일상화>, <육아 보조역할>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1)  일상 생활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가정에서도 시장을 갈 때에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가장 손쉽고 편하게 검색 할 수 있기 때

문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습관화 되고 특히 영아의 경우 부모의 곁에 있

으면서 부모가 하는 생활습관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영

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도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저희 부부의 스마트폰 보는 습관 때문에 아이가 스마트

폰을 찾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순간적으로 무심코 보여

주는 경우가 많아요.(2016. 6. 13. 아버지 5)

  

       회사에서도 일하다가도 한 번씩 봐야 마음이 편해져요. 

쉬는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게되는데 보다보면 애기는 지

금 뭐하나 궁금해져서 또 보게 되고요.(2016. 6. 20. 어

머니 4)

       운전할 때 빼고는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

폰으로 쇼핑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받으니깐요. 어린이

집에서 바로바로 올려주는 애기 사진 보는 것도 쏠쏠하

고요. 아무튼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2016. 6. 27. 어머

니 2)

       제 딴에는 스마트폰을 과도하지 않게 사용한다고 생각

해도 돌이켜보면 아이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보기

도하고 집에 필요한 장보기도 스마트폰으로 배송주문하

고, 멀리 사시는 어머님께 아이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통

화도 하는 등등 나름대로 유용한 기능만 알차게 사용하

니까 중독성이랑은 멀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보는 입장

에서는 이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다 해내니 얼마나 대

단해보이겠어요. 엄마 아빠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유

용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아이의 시선에는 더욱 만져보고 

해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에 걱정이 되어가고 있어요.(2016. 6. 27. 어머니 3)

       어린이집에서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갈 때에 그냥 유모차

에서 심심해하는 것보다는 아이 좋아하는 캐릭터 동영상

이나 동요를 틀어주면 아주 신나하거든요. 엉덩이가 들

썩들썩~ 그럼 저는 유모차 밀면서 시장에 가서 장도  보

고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편해요. 그러다보니 일상 속

에서 없으면 너무 힘들 거 같아요.(2016. 6. 13. 어머니 

4)  

       

       여행갈 때 혹은 맛집 찾을 때에 제가 앉아서 스마트폰으

로 찾고 있으면 이게 뭐냐고 물으며 자기도 눌러보고 싶

어서 호기심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2016. 

6. 13. 어머니 2)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마다 한 번씩 보게 되

니깐요. 재밌고 신나는 꺼리가 나오면 나름대로의 스트

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껴요. 아이 때문에 운동을 갈 

수도 쇼핑도 맘대로 나갈 수가 없는데 세상은 빠르게 변

화하고 그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손쉽고 편하게 검색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더라고요.(2016. 6. 27. 어머

니 3)

2) 육아 보조역할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식당을 가서 밥을 먹을 때, 집
안일을 할 때에 보여주게 되고 이것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해

소 창구,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육아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불가피한 개인시간이 필요할 

때에 부모의 보조적인 역할로써 영아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스마트폰도 TV처럼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

은 드는데 막상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

이가 마냥 혼자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여주자는 식

으로 일과 중에 두세 번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

면 제 시간이 좀 생기니까 집안일도 좀 하고 저도 좀 하

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무한

정 보여주진 않아요. 저 나름대로 적정시간은 지키는 편

인데 사실 일마치고 스마트폰을 아이에게서 달라고 할 

때는 아이가 더 보려고 울거나 떼를 써서 그 상황을 달래

야 하는게 좀 안 좋죠.(2016. 6. 27. 어머니 2)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면 아이는 먹는 것에는 관심

이 없고 그렇다고 어른이 먹는 동안 얌전히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때

만이라도 보여주는 편이예요. 식사 끝나서 식당을 나갈 

때 까지만... 그러면 괜히 식당에서 야단치느라 주변 눈

치 볼 필요도 없고 아이도 집중할 것이 생겨서 편하니까

요. 애기 엄마랑 서로 번갈아가면서 애기를 보더라도 밖

에 나가서 밥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2016. 6. 

20. 아버지 6)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큰 도움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작은 소리로 틀어줘요. 그러면 

일단은 울거나 떼쓰지를 않으니 어딘가를 이동할 때에는 

남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방법을 써요. 

(2016. 6. 20. 어머니 3)

       아이가 스마트폰을 볼 때에 저는 노트북을 켜거나 TV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스마트폰 만화에 빠져있으면 

저를 안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편해서요.(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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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머니 4) 

       저는 화장실 갈 때 그 때만 틀어주거든요. 제가 아이를 

유일하게 데리고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놓고 들어가는게 아이나 

저나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 들어갈 

때만 화장실 앞에 아이를 두고 잠시 틀어줘요. 그러면 

울지 않고 잠시라도 있어주니깐 다행이죠.(2016. 6. 

27. 어머니 1)

  

3-2. 부모의 걱정

스마트폰의 [부모의 걱정]에 관한 주제군은  <막연한 교육적 

기대 >, <발달과정의 문제>, <중독성향>으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1)  막연한 교육적 기대

영아기 자녀가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노래나 단어를 말할 

때, 온라인상 다양한 싸이트 경로를 통해서 조기교육을 하고 있

다고 느낄 때,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교육적 효

과가 미비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저한테 와서 ABCDEFG~ 알파벳송을 영어로 노래

를 불러줄 때는 심심하게 그냥 두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낫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2016. 6. 27. 어머니 3)

       저는 직장을 다니니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못해요. 

집에 와서도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마다 

틀어주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율동이나 동요라도 흥

얼흥얼거리고 곧 잘 따라하니깐요. 요즘은 연예인이 대

세잖아요. 하하(2016. 6. 20. 어머니 4) 

       요즘은 아주 애기 때부터 하는 교육이 대세잖아요. 아무

래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영어로 동요를 따라할 때에

는 매우 뿌듯해요.(2016. 6. 13. 어머니 2)

       제가 중국어를 자주 틀어주었거든요? 무심코 따라서 하

더라도 중국어를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을 볼 때는 머릿

속에 입력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래

도록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2016. 6. 13. 아버

지 5)

                              

 아이가 한창 질문도 많이 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궁금

해 하는 것들을 말로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스마트폰으

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

견’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한 검색정도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데 화면이 

움직여서 그런지 아이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

요..(2016. 6. 13. 아버지 6)

       애기에게 무언가를 틀어주면 푹 빠져서 볼 때요. 애기가 

나를 닮아서 집중력과 이해력이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하하(2016. 6. 27. 어머니 1)

       스마트폰을 보고는 뭔가를 학습하는 것 같지만 막상 스

마트폰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잘 따라하지 못하는 걸 느

껴요.(2016. 6. 13. 어머니 3)

2)  발달 과정상의 문제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인 문제, 
뇌 성장 저해, 스마트폰의 착시현상, 시력저하, 손목터널증후군, 
산만함 증가, 자기절제능력의 저하, 기존의 놀이나 학습 방식에 

흥미를 상실 하는 등의 발달과정상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발달과정상에 나타나

는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에 대한 걱정을 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원래는 장난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요, 요즘에는 장난감도 싫다, 친구

도 싫다 그래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찾아요. 이대로 

성장하다가는 친구들과도 못 어울리고 자기절제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요.(2016. 6. 13. 아버지 6)

       

       이렇게 스마트폰만 찾다가 아이가 발달해가면서 신체

적·정신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요. 문제가 생

긴 이후에는 그 때는 늦은 거잖아요.(2016. 6. 13. 어머

니 2)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

형 마트에 가면 TV나 노트북 있는 곳에 가서 전시되어 있

는 화면 앞에서 손을 옆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세상에 

모든 움직이는 화면은 스마트폰인걸로 착각하는 거

죠.(2016. 6. 27. 아버지 5)

       아직 애기라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이런 

저의 스마트폰의 습관이 아이의 뇌가 성장하는데 장해가 

될까봐 많이 걱정 됩니다. 그리고 전자파도 안 좋고, 또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해도 세균이 

워낙에 많잖아요.(2016. 6. 13. 어머니 1)

       자꾸만 보다가 눈이 나빠질 것 같아요. 스마트폰 화면이 

작으니깐 자꾸만 앞으로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보

니 스마트폰을 장시간 볼 때에는 눈을 자주 깜빡 거리기

도 해요.(2016. 6. 13. 어머니 3)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보는 자세를 보면 손목에는 힘이 

들어가고 고개도 자꾸 푹 숙이게 되는 게 보여요. 요즘

에 거북목증후군, 손목 터널증후군 이런 증상 올수 있다

는 뉴스들을 들었는데 어린애들은 신체적으로 더 약하잖

아요. 수시로 자세를 고쳐줘도 집중해있을 때엔 금방 소

용없더라고요.(2016. 6. 20. 어머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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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안에 어플들은 손으로 눌러서 조작이 쉽잖아

요. 화면 전환도 빠르고. 책보다 폰 화면에 집중력이 좋

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기능도 많고 쉬운 조작 가능한 

특성이 아이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

요.(2016. 6. 13. 어머니 2)

       스마트폰을 접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숫자를 센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글을 읽는다든가 하는 기존의 놀이나 

학습 방식에는 흥미를 덜 느끼는 것 같아요.(2016. 6. 

13. 아버지 6)

3)  중독 성향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많은 시간 보여줌으로

써 사회적 능력 저하 , 왕따나 외톨이로 성장, 폭력적인 변화 등

의 중독성향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모들의 작은 습관이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으로까지 빠질 수 있

는 심각성과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향후 영아기 자녀

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부적응까지도 걱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잠잘 때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잠이들 정도예

요. 자다가도 뺏으면 울고요. 설잠을 자게 되니 낮과 밤

이 바뀌어져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2016. 6. 
20. 어머니 4)

       아이가 벌써부터 잠자는 시간 빼고는 스마트폰을 찾고

요 안주면 떼쓰고요 나중에 왕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까봐 걱정이 되요.(2016. 6. 13. 아버지 5)

       저는 아이가 사회에 나왔을 때,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사회적 적응이 

안되서 늘 혼자일까 봐 걱정이 되요.(2016. 6. 13. 아버

지 6) 

       동영상으로만 동화를 틀어주니깐 제가 직접 책으로 읽

어주는 것은 별루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전달을 시켜줌으로써 감수성을 가진 아

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찍부터 보여줬나봐

요.(2016. 6. 20. 어머니 3) 

       제가 회사 갔다 오면 저를 기다리는 것보다 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찾더라고요. 은근히 엄마가 오면 그걸 만질 

수 있다는 기대에 기다리는 거구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안하는 중에도 그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초등학교만 가도 다들 

스마트폰을 사주는 분위기인데 일찍부터 스마트폰을 접

해서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으로 혹시라도 변할까봐 걱

정도 되고요.(2016. 6. 13. 어머니 2)

       저는 스마트폰을 잘 안보여주는 편인데 이따금씩 가족

들을 만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삼촌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게임을 

몇 번 해보더니 배우기도 금방 배워서 모임이 있을 때마

다 으레 달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냥 어쩌다 잠깐씩이

니까 장난감 대신 갖고 노나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넘겼는

데 매번 그러니까 좀 걱정은 되요.(2016. 6. 27. 어머니 

2)

       주변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만 가도 요즘은 반 

25명중에 20명은 가지고 다닌 데요. 저는 아이가 좀 더 

성장할 때까지 안사주고 싶은데 또래친구들에 의해 무분

별한 동영상 같은 것도 같이 보게 될 수 있는 건데, 아직

은 어려서 제가 끼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집밖에서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으니 걱정이에요.(2016. 6. 13. 

어머니 1)

       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잠깐잠깐 요긴하게 쓸 때는 좋

다가도 막상 스마트폰을 멈추었을 때, 다시 말해 화면을 

정지시키거나 껐을때에 나타나는 후폭풍이 감당이 안되

요. 그럼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게 되고 아이는 울고

불고.... 이럴때는 저하고 아이 사이까지 안 좋아질까봐 

걱정되죠.(2016. 6. 27. 어머니 3)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아기 자녀

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현상학적 방법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8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

출되었다.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최

종 2개의 주제군과 5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일상 생활

화>, <육아보조역할>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부모의 걱정]
에 관한 주제군에서는  <막연한 교육적 기대>, <발달과정상의 

문제>, <중독 성향>으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었다.  
<일상 생활화>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가정에서

도 시장을 갈 때에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가장 손쉽고 편하게 

검색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많은 시간 스

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습관화 되고 특히 영아의 

경우 부모의 곁에 있으면서 부모가 하는 생활습관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도 연관성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육아 보조역할>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식당 가

서 밥을 먹을 때, 집안일을 할 때에 보여주게 되고 이것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해소 창구,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육아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불가피한 개인

시간이 필요할 때에 부모의 보조적인 역할로써 영아기 자녀에

게 스마트폰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에 디지털기기

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으며 과반수의 부모는 자녀가 즐거워

하며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고 혼자 놀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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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희진[12], 곽지혜[13] 
및 김주아[5]의 연구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양적연구결과와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나 <일상 생활화>, 
<육아보조역할>로 범주화하여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대

한 의미를 분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부모의 걱정]에 관한 주제군의 주제 중 <막연한 교육적 기

대>에서 영아기 자녀가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노래나 단어를 

말할 때, 온라인상 다양한 싸이트 경로를 통해서 조기교육을 하

고 있다고 느낄 때,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교육

적 효과가 미비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과정상의 문제>에서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인 문제, 뇌 성장 저해, 스마트폰의 착시현

상, 시력저하, 손목터널증후군, 산만함 증가, 자기절제능력의 저

하, 기존의 놀이나 학습 방식에 흥미를 상실 하는 등의 발달과정

상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으

로 인한 발달과정상에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에 대한 

걱정을 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성향>에서 영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많은 

시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능력 저하 , 왕따나 외톨이로 성장, 폭
력적인 변화 등의 중독성향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작은 습관이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까지 빠질 수 있는 심각성과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향

후 영아기 자녀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부

적응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시기의 스마트기기 이용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

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자

기통제, 자기조절이 어려운 영유아가 스마트기기의 오용으로 

인하여 과다이용, 중독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 우려된다는 

김민희의 연구[14]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의 연구[5]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서발달을 주된 문제점으로 여겼다면(75%), 본 연구에서는 착

시현상, 시력저하, 손목터널증후군 등 신체 발달에 대한 걱정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는 표준 분류체

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존 양적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보다 구체적인 부모의 기대내용, 걱정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질적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양

적연구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 부정적인 발달 내용으

로 단순히 정서발달, 신체발달 정도의 내용만을 전달했다면, 질
적연구를 통해 착시현상, 시력저하, 자기절제능력저하 등 구체

적인 내용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영

아기 자녀를 둔 부모 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폭넓게 연구가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와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에 대한 지원과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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