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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arenting confidence in parenting 

mothers. The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pril 13-30, 2021 using online 

questionnaires for 167 parenting mothers in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WIN/25.0.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difference of variables was analyzed by t-test and one-way ANOVA, and post analysis 

was analyzed through Scheffe's test.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was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and the effect on parenting confidence was obtained by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parenting confidenc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digital media literacy and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stress. The factors that most affect 

the parenting confidence of the subjects are parenting stress, followed by digital media literacy, 

Smartphone usage time ‘less than 1 hour' follow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34.6%.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digital media literacy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parenting confidence and reduce parenting stress. In the future, by adding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variables,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studies be conducted to improve the parenting 

confidence of parenting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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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67명의 육아맘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되었다. 

자료분석은 IBM SPSS WIN/25.0. 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및 변수는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하였으며,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양육자신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육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육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였고, 그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 

순이었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4.6%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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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며, 향후 폭넓은 대상자와 변수를 추가하여 육아맘의 

양육자신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핵심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자신감,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

성의 사회참여 기회 증가와 자아실현 욕구로 인해서 과거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 대가족 체제에서는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양육방법을 배웠으나, 현대의 핵가족구조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배울 기회도 

줄고 함께 양육해 줄 지지자원의 부족으로 자녀양육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최근 ‘독박

육아’라는 신조어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조력자 없이 홀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양육의 힘듦을 호소하며 생긴 단어이다[1]. 우리사회는 양육의 많

은 부분을 여성이 감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특히 직장여성은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해

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아이 낳는 것을 아예 기피하는 경향을 증가시

켰다. 자녀를 양육한 경험은 후속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

부간의 육아역할 분담, 주중 양육참여시간 및 육아에 대한 정보 습득이 중요한 영향요인

이다[2].  

현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과 어려움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

며 타인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

시라고 말한다[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비판적 해독, 

창의적 표현, 참여와 소통을 아우르는 다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3],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높은 스마트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활용되면서 중요한 삶의 기술로 인식되었다. 현 시대에 ICT의 활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

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4].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편화,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양육문제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5]. 이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놓고는 일이 잘 안 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

트폰이 활용되고 있다[6].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능이 합쳐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순기능도 많지만 스마트 중독 등의 역기능도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7],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시간을 많이 보냄

으로써 사용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의 사용시

간과 이용 동기와 관련이 있다[8]. 선행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38.3%가 

스마트폰 중독군이었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3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사용 

및 카페, 블로그활동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 Kim[10]은 양육스트레



Effects on Parenting Confidence among Parenting Mothers  

 

Copyright ⓒ 2021 FuCoS  193 

스는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양육스트레스가 관계가 있고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양육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중독

되어 있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낮고, 스마트폰에 대한 만족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자신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11]. 양육자신감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중독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자신감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육아맘)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양육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양육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

레스, 양육자신감 차이를 규명한다. 

  4)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육아맘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

스, 양육자신감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양육자신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의 모집단은 전국의 육아맘이며, 온라인 육아관련 카페 회원으로 등록

된 육아맘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온라인 육아관련 카페 운

영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 후 승인을 받아 게시판에 모집공고문과 설명문을 게시

하였고, 모집공고문에 구글설문지 URL을 포함하였다. 대상자가 모집공고문의 URL에 접

속하여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0 프로그램

[12]을 이용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요 분석방법인 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effect 

size) .1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변수 11개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123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67명을 초기 대상자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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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를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동의한 첫아이 연령이 1-5세인 육아맘을 선정기준

으로 정하였고, 자녀가 없거나 조사시점에 육아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엄마는 제외하였

다. 총 167부를 수집하였고, 이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제 특성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

트폰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147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2.3.1 제 특성 

제 특성은 선행연구[1]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지역, 첫아이 연령, 가족형태, 자녀

양육형태, 양육비용부담감, 월평균소득,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총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An[3]이 구성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도구는 기회, 능력, 시민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9문항이었다. '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설문 문항 점수

가 높을수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

수를 활용하였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ɑ= .71~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5이었다. 

 

2.3.3 스마트폰 이용동기 

스마트폰 이용동기는 Yang & Lee[9]의 척도를 기본으로 Bae[13]이 구성한 총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활용하

였다. Bae[13]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3이었다. 

 

2.3.4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4]이 개발한 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Kim[15]이 수정·보완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

를 활용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다. 

 

2.3.5 양육자신감 

양육자신감은 Pharis[16]의 self confidence scale 13문항을 토대로 Park[17]이 수정·보완한 

총 3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매우 자신 없음’(1점)에서 ‘매우 자신 있음’(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

수를 활용하였다. Park[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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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CSIRB-R2021013) 2021년 4월 13일

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육아관련 카페의 육아맘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하였다. 

연구는 인터넷 육아관련 카페 운영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 후 승인을 받아 카페 

게시판에 모집공고문과 설명문을 게시하였고, 모집공고문에 구글설문지 URL을 포함하였

다. 자료수집은 모집공고문과 안내문에 연구목적과 익명성 보장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모집공고문의 URL에 접속한 대상자가 연구참여서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작

성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종료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기재된 번호로 소

정의 선물을 배부하였으며, 구글설문지는 따로 받아 익명성을 유지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

로 측정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빈도, 각 변수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측정하였고,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양육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지역은 ‘경기권’이 63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

(한부모포함)가 대부분이었고(154명, 92.2%), 자녀양육형태는 ‘보통 본인(육아맘)이 돌본다’

가 69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양육비용부담감은 ‘약간 부담된다’가 63명(37.7%)로 많

았다. 월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58명(34.7%)으로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3시

간 이상’이 75명(44.9%)로 가장 많았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제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7) 

Variable Categories n(%) 

Area 

Seoul  45(26.9) 

Gyeonggi  63(37.7) 

Chungcheong 13( 7.8) 

Jeolla 10( 6.0) 

Gyeongsang   36(21.6) 

First child Age(year) 
1-3 109(65.3) 

4-5 58(34.7) 

Family form 

Couple(including single) and children  154(92.2) 

Couple, children and father-in-law (in-laws)  4( 2.4) 

Couple, child and mother of the mother (parent family)  9( 5.4) 

Child rearing type Always take care of yourself (mom) 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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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ly the mom takes care of it 69(41.3) 

Take care of it in half and a half 53(31.7) 

Usually the husband takes care of  4( 2.4) 

Reduced burden of childcare 

costs 

A lot of burden 24(14.4) 

A little burdened 63(37.7) 

Average 56(33.5) 

Not burdened 24(14.4)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100-<200  2( 1.2) 

200-<300 22(13.2) 

300-<400 45(26.9) 

400-<500 40(24.0) 

≥500 58(34.7) 

Smartphone usage time 

<1 hour  5( 3.0) 

1-<2 hours 27(16.2) 

2-<3 hours  60(35.9) 

≥3 hours  75(44.9) 

 

3.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도는 평균 3.6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별 평균은 능력영역 4.03점(5점 만점), 기회영역 3.92점(5점 만점), 

시민성영역 2.81점(5점 만점) 순으로 나타났다. 능력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규범준수

(4.23점/5점 만점), 기회영역에서 가장 높은 하위부분은 이용기회(4.33점/5점 만점), 시민성

영역에 가장 높은 부분은 관용성(3.50점/5점 만점)이었다.  

스마트폰 이용동기는 평균 3.90점(5점 만점)이었다.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25점(5점 만

점)이었고, 양육자신감은 평균 3.76점(5점 만점)이었다[Table 2]. 

 

[표 2] 변수의 정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67) 

Variables Mean±SD min Max 

Digital media literacy 3.68±0.30 2.92 4.49 

 

Opportunity Area 
Opportunity to use 4.33±0.46 2.00 5.00 

Educational opportunities 2.62±0.91 1.00 5.00 

Ability area 

Critical understanding 3.94±0.50 2.20 5.00 

Use and expression 3.62±0.71 1.00 5.00 

Compliance with the norms 4.23±0.58 1.50 5.00 

Citizenship area 

Forgiveness 3.50±0.64 1.00 5.00 

Participation 2.65±0.77 1.00 4.33 

Publicity 2.44±0.80 1.00 4.67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3.90±0.44 2.56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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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stress   2.25±0.52 1.23 4.00 

Parenting confidence 3.76±0.55 2.24 4.95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

스트레스, 양육자신감은 Table 3과 같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F=3.74, p=.012),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스마트폰 

이용동기는 가족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14, p=.046), 사후분

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 형태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2.75, p=.044),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5). 또한 양육비용부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6.74, 

p<.001), 사후분석에서는 ‘많이 부담된다’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양육자신감은 첫째자녀 연령이 ‘4-5세’ 그룹이 ‘1-3세’ 그룹보다 높았다(t=-2.01, p=.049). 또

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2.93, p=.035), 사후분석에서는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5)[Table 3].   

Variable Categories 

Digital media 

literacy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Parenting stress Parenting confidence 

Mean±SD 
t or F(p) 

/Scheffé 
Mean±SD 

t or F(p) / 

Scheffé 
Mean±SD 

t or F(p) / 

Scheffé 
Mean±SD 

t or F(p) / 

Scheffé 

Area 

Seoul 3.70±0.34 

0.24 

(.911) 

3.84±0.43 

1.43 

(.224) 

2.30±0.49 

1.65 

(.162) 

3.62±0.52 

1.38 

(.240) 

Gyeonggi, Etc 3.69±0.31 3.85±0.49 2.19±0.46 3.85±0.48 

Daejeon, 

Chungcheong 
3.62±0.22 3.84±0.44 2.55±0.71 3.79±0.54 

Gwangju, Jeolla 3.63±0.24 4.03±0.48 2.30±0.71 3.59±0.64 

Busan, Ulsan, Daegu, 

Gyeongsang 
3.68±0.30 4.03±0.32 2.18±0.50 3.78±0.66 

First child 

Age(year) 

1-3 3.74±0.30 0.52 

(.599) 

3.92±0.42 0.89 

(.374) 

2.35±0.43 1.31 

(.193) 

3.62±0.48 -2.01 

(.049) 4-5 3.74±0.30 3.85±0.48 2.20±0.50 3.86±0.47 

Family 

form 

Couple(including 

single) and children  
3.67±0.30 

1.44 

(.240) 

3.90±0.44 

3.14 

(.046) 

2.25±0.52 

0.85 

(.427) 

3.74±0.55 

1.03 

(.359) 

Couple, children and 

father-in-law (in-

laws) 

3.94±0.24 4.27±0.22 2.00±0.50 4.03±0.46 

Couple, child and 

mother of the mother 

(parent family) 

3.69±0.35 3.63±0.41 2.41±0.56 3.94±0.62 

Child 

rearing 

type 

Always take care of 

yourself (mom) 
3.70±0.29 

0.40 

(.747) 

3.93±0.40 
0.28 

(.839) 

2.45±0.53 
2.75 

(.044) 

3.79±0.64 
0.24 

(.865) Usually the mom 

takes care of it 
3.65±0.29 3.88±0.47 2.21±0.49 3.75±0.50 

[표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사용동기, 

양육자신감 

[Table 3] Digital Media Literacy, Parenting Stress,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and Parenting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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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care of it in half 

and a half 
3.71±0.35 3.88±0.42 2.17±0.52 3.75±0.56 

Usually the husband 

takes care of 
3.69±0.17 4.04±0.59 2.06±0.41 3.55±0.31 

Reduced 

burden of 

childcare 

costs 

A lot of burdena 3.72±0.29 

0.32 

(.810) 

4.11±0.38 

2.45 

(.065) 

2.64±0.61 
6.74 

(<.001) 

a>b,c,d 

3.62±0.72 

0.77 

(.511) 

A little burdenedb 3.66±0.29 3.85±0.44 2.27±0.48 3.76±0.57 

Averagec 3.68±0.32 3.84±0.45 2.10±0.48 3.82±0.46 

Not burdenedd 3.70±0.34 3.91±0.41 2.19±0.43 3.73±0.52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100-<200 3.86±0.30 

1.20 

(.309) 

4.11±0.31 

0.80 

(.526) 

2.11±0.16 

0.42 

(.790) 

4.01±0.05 

0.42 

(.794) 

200-<300 

 
3.56±0.32 3.95±0.48 2.37±0.49 3.67±0.73 

300-<400 

 
3.69±0.23 3.95±0.44 2.27±0.56 3.71±0.58 

400-<500 

 
3.70±0.29 3.90±0.40 2.23±0.44 3.78±0.36 

≥500 

 
3.70±0.35 3.82±0.45 2.21±0.56 3.80±0.58 

Smartpho-

ne usage 

time 

<1 hour 3.40±0.17 

3.74 

(.012) 

3.56±0.38 

2.34 

(.075) 

2.16±0.59 

1.57 

(.199) 

3.17±0.76 

2.93 

(.035) 

1-<2 hours 3.80±0.34 3.90±0.45 2.21±0.51 3.92±0.69 

2-<3 hours  3.62±0.26 3.82±0.46 2.16±0.43 3.78±0.47 

≥3 hours  3.70±0.31 3.98±0.41 2.35±0.57 3.71±0.53 

 

3.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상관관계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양육스트레스(r=.23, p=.002)로 역상관관계가 있었

고, 스마트폰 이용동기(r=.32, p<.001)와 양육자신감(r=.42, p<.001)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신감(r=-.48, p<.001)과 역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167) 

 
Digital media literacy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Parenting stress 

Parenting 

confidence 

r(p) 

Digital media literacy 1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32(<.001) 1   

Parenting stress -.23(.002) 0.02(.719) 1  

Parenting confidence .42(<.001) 0.03(.659) -.48(<.001) 1 

 

 

3.5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양육자신감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첫아이 연령, 스마트폰 사용시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첫아이 연령,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단계적(stepwise) 방

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91-.96으로 

기준치인 0.1 이상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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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ion Factor)는 1.03-1.09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Test 결과 d=2.187로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었다.  

  양육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β=-.417, p<.001), 그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β=.303,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β=-.148, p=.022) 

순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4.6%이었다(F=30.31, p<.001)[Table 5]. 

 

[표 5] 양육자신감의 회귀분석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Parenting Confidence (N=167) 

 B SE β t p 

(Constant) 2.758 .501  5.50 <.001 

Smartpho-ne usage time ‘<1 hour’  -0.482 .208 -.148 -2.31 .022 

Parenting stress -0.444 .069 -.417 -6.43 <.001 

Digital media literacy 0.548 .118 .303 4.62 <.001 

 R2= .358,  Adj R2= .346,  F=30.31,  p<.001  

*Dummy variable 

4. 결론 

본 연구에서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및 양육스트레스와 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양육자신감에는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양육스트레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결과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여 힘들

어할 때(양육스트레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양육에 대한 교육은 아

이가 태어난 시점이나 신생아 시기와 관련된 교육이 많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그 시점에 필요한 양육 관련 교육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

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18]. 육아를 하는 경우 아이와의 외출

이 쉽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 시기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현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습득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양육자신감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때 단순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고 활용하며, 참여하고 소통하는 전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육아방식(디지털 페어런팅; Digital parenting) 적용이 양육자신감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이며[19],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할 수 디지털 육아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을 높이고 양

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1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향

후 폭넓은 대상자와 변수를 추가하여 육아맘의 양육자신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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