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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육아(Digital 
Parenting)에 대한 관심

•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저연령화되는 사회 변화.

•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과 이로 인한 역
기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과 부모의 미디어 이용 시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
시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 ‘모바일 네이티브’ 세
대의 특성 이해와 가정 내 미디어 이용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육아’는 ＇디지털로 아이를 키우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육아 현상과 쟁점’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영유아의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디지털 기기가 곧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영국 어린이의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Ofcom, 2020)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4 
(교육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시대 육아에 관한 상반된 담론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시간 통제 VS.

http://gg.gg/dnnll

http://gg.gg/dnnm2

http://gg.gg/dnnll
http://gg.gg/dnnm2


디지털 미디어와 어린이의 관계에 대한
‘차단’과 ‘연결’의 이분법



한국정보화진흥원
의 교육 자료들



요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조절실패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현저성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제적 결과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 기준점수(40점 최고점)

(청소년) 고위험군 31점 이상, 잠재적위험군 30점∼23점

(성인) 고위험군 29점 이상, 잠재적위험군 28점∼24점

(60대) 고위험군 28점 이상, 잠재적위험군 27점∼24점

※ 대상별 표준화된 기준점수를 산출하여, 

척도 문항은 동일하나 대상별 기준 점수는 상이함



요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조절실패

(역문항)

1)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2)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 한다. ① ② ③ ④

3) 이용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① ② ③ ④

현저성

4)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문제적 결과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 1)∼3)번 문항 역채점 : 1점→4점, 2점→3점, 3점→2점, 4점→1점으로 변환

※ 기준점수(36점 최고점) : 고위험군 28점 이상, 잠재적위험군 27점∼24점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중

아무런 특성도

나타내지 않는 집단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중

1~2가지 특성을

보이는 집단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집단

* 출처 :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한국정보화진흥원, 2016.12.)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일상은 미디어 이용 시간 조절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상식적으로’ 여겨졌던 조언들의 현실성에 대해 고민이 생겨나면서, 

부모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고안, 세계보건기구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15)

자료 출처: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or.kr/mediaList.do?idx=28&type=A1

https://www.iapc.or.kr/mediaList.do?idx=28&type=A1




밥
먹을 때

밤, 잠 자야
하는 시간



걱정되는 사례들













자폐증이 있는 어린이의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지금 이 조언이 필요합니다.



•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금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커뮤니

티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많은 경우 게임 또는 관심 기반 학습을

통해) 그리고 언제 기술이 자녀의 특정 요구와 관심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고, 대유행 기간에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참여하거나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을 결정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나 사기의 위험이 커지

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허구와 사실의 구분, 특정한 캐

릭터에 대한 헌신이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 등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

다.

https://blogs.lse.ac.uk/parenting4digitalfuture/2020/11/25/autism-and-the-digital-future/

https://blogs.lse.ac.uk/parenting4digitalfuture/2020/11/25/autism-and-the-digital-future/


• COVID-19 기간 동안 부모는 인터넷 사용의 이점이 바이러스에 노출 될 위
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집과 온라인에 두는 것을 선호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미디어 참여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
니다.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자녀가 문제
에 빠졌을 때 더 공감할 수있게 만들고 (나쁘게 반응 할 가능성이 적도록) 
함께 시청하고 함께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린이의 디지털 관심사를 기반으로하는 것은 Pokémon Go를 블록 주변
산책에 통합하는 것과 같이 디지털 활동을 다른 활동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다양한 디지털 '다이어트'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움직임을 장려함으로써 어린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가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디지털 이용을 실험하고 있지만, 많은
가족은 디지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이 디지털 기기 이용 및 사회적 차원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절
실히 필요합니다. 

https://blogs.lse.ac.uk/parenting4digitalfuture/2020/11/25/autism-and-the-digital-future/

https://blogs.lse.ac.uk/parenting4digitalfuture/2020/11/25/autism-and-the-digital-future/


유튜브 키즈,
유튜브, 구글의
자녀 계정 설정 방법

https://support.google.com/youtubekids/answ
er/7124142?hl=ko

https://support.google.com/youtubekids/answer/7124142?hl=ko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74084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74084


부모용 자료



부모님들의 Sharenting을 자제해 주세요.

• https://sisunnews.tistory.com/1733

https://sisunnews.tistory.com/1733


• 디지털 기기가 인간의 뇌 자
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
다.

• 그러나 인간의 집중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 외적 자극에 대한 집중과 내
면으로 향하는 집중.    

• 내면에 대한 집중이 중요하
다. 

• Willingham, D. T. (January 21, 2014). Smart phones 
don’t make us dumb. New York Times

• https://www.nytimes.com/2015/01/21/opinion/smar
tphones-dont-make-us-dumb.html

https://www.nytimes.com/2015/01/21/opinion/smartphones-dont-make-us-dumb.html
https://www.nytimes.com/2015/01/21/opinion/smartphones-dont-make-us-dumb.html


디지털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관계에 대해
…
• 디지털 미디어 이용 조절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
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현명한 이용 능력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 디지털 미디어와 리터러시의 관계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리
터러시의 재개념화 및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편견 극복을 필요
로 합니다. 



스크린 이용 시간의 양적 제한보다는
양질의 스크린 이용이 중요합니다.

https://blogs.lse.ac.uk/parenting4digitalfuture/2019/02/08/from-policing-screen-time/



인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





어린이의
‘스크린 이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FutureLab, 2010

기능적 기술 창의성 비판적 사고와 가치

평가

문화적, 사회적

이해

협업 정보를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온라인 세상의 안전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사용하여, 정보 및 그 내용물을 적절하게 탐색･활용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생산적으로 소통･창조하는 복합적인 역량



IT 종사자들은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한다는
기사들

• http://lifeindigital.org/archives/400

http://lifeindigital.org/archives/400


실리콘밸리의
부모들도
‘메이커’ 
교육은 한다!



과학적 연구의 근거는 다양합니다.





https://www.wired.kr/news/articleView.html?idxno=481

https://www.wired.kr/news/articleView.html?idxno=481


비디오 게임이 당신의 ‘뇌’에 미치는 영향

https://youtu.be/Ifvf9PYgHKw

https://youtu.be/Ifvf9PYgHKw


장기적인 안목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유아기부터 필요합니다.

• http://www.dadoc.or.kr/2554

http://www.dadoc.or.kr/2554


어린이, 
청소년의
연령과
미디어
문화를
고려하며
도움주기







코로나 19로 인해 앞당겨진 디지털 전환 시대

• 디지털 미디어가 어린이의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은 미디어 재현의 측면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전통적인 문자와 인쇄물 중심의
학습이 어려운 학습 장애, ADHD, 자폐 스펙트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습니다. 

https://www.commonsensemedia.org/blog/apps-for-kids-on-the-autism-spectrum

https://www.commonsensemedia.org/blog/apps-for-kids-on-the-autism-spectrum


기억합시다!

• “부모의 지나친 미디어 이용 통제는 어린이 스스로 미디어 이용
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 Wartella, E., Rideout, V., Laurizella, R. & Connell, S.L(2013). 
Parenting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y. IL: Northwestern 
University.



영유아 시기부터의 미디어 이용이 건강, 사회적 연결,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근거에 귀기울이며 편견을 버리고 미래의 주역을 잘 길러냅시다.

http://digilitey.eu/
https://www.qut.edu.au/research/australian-research-
council-centre-of-excellence-for-the-digital-child

http://digilitey.eu/
https://www.qut.edu.au/research/australian-research-council-centre-of-excellence-for-the-digital-child


디지털 미디어는 소통, 놀이, 학습, 일의 공간입니다.

• 무조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용, 좋은 내용
추천, 모범 보이기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편견을 넘어 현명한 이용을 도와줍시다.

• 부모가 참여하는 디지털 육아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 학교에서 실제적인 미디어 교육의 시간과 내용을 확보하고 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학교에 요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