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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해 학부모 관점에서 만족도와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5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최종 443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 통계적 기술
통계, t검정, F검정 통계분석방법으로 이용에 따른 만족도, 활용도 차이를 확인하였고, 각 만족도 하위요인과 
활용도 변수 간 영향 관계의 검증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만족도와 활용도 차이 t검정 결과, 전체 만족도에서 이용편리성, 
전체 활용도에서 의사소통, 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만족도와 활용도 차이에 
F검정 결과, 만족도에서 학력은 모든 변수, 이용 동기는 교육 활용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활용도에서 학부모 학력은 기본생활과 전체 활용도, 자녀연령은 의사소통과 자녀관계, 이용동기는 기본생
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이용편리성, 의사소통, 교육활동만족도 
등 모든 예측변수는 활용도 준거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대적 기여도
는 의사소통 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활발한 
의사소통 및 교육 활동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아기 학부모와 적
극적인 의사소통과 교육활동에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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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of the institutional applications used by 
child-education institutions from a parent’s perspective. The research target is a parent who enlisted 
their children in private kindergarten institution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final research 
outcomes are 443 in total.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have been identified with 
demographic descriptive statistics, students t-test, and F-test statistics analysis method. 

First, the result of T-test on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based on parents' 
employment status show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convenience from overall 
satisfaction, communication from overall utilization and child-parent relationship. Second, the F-test of 
differences in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 
utilization variables, with all variables in educational background and motivation. In terms of utilization,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overall utilization, and children's age were confirme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children's relationship, and motivation in basic life. Thir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all predictors, including ease of us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activiti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utilization standard 
variables, relative contribution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erefore this paper implicates that institutional applications can maximize educational effectiveness 
by checking the applicability of active communication and educational activities with parents and actively 
communicating with parents in early childhood through various educational conten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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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발달
에 따른 이동 통신 수단인 스마트폰 보편화로 시·공간
을 초월하여 일과 학업, 많은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
로 공유하면서 소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18년 4월 기준 6,460만 
627명으로 오히려 총인구수를 초월하고 있다[1]. 스마
트폰은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동 중에도 여러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이나 음성 정보, 사용자 
간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정보 교류가 가능한 특징과 소
프트웨어를 설치, 구성하는 장점이 있다. 즉 사용자 중
심인 스마트폰이 다양한 미디어로 활용되고, 정보 검색
기능 확장과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Application 
혹은 앱(App)」의 등장과 발전에 따른 다양성과 편리성
으로 빠른 보급이 이루어졌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어플리케이션 발달은 가족관
계, 친구, 직장, 교육 현장 등에서 관계 형성, 대면 방식
의 변화를 가져오고, 소통방식은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신개념의 교류와 소통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2][3]. 
이는 유아교육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거 유아교육
기관 교사는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의사소통 
수단으로 가정통신문, 상담, 공개수업, 전화, 등․하원 시 
단시간 면담 방법을 사용해왔다[4-6]. 그러나 최근 스
마트폰 보급률이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고 컴퓨터보다 
‘손안의 PC’ 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이용에 의한 소통방
식의 변화로 보육-교육기관 전용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
한 공감 또한 증가[7]하게 되어 유아교육기관 중 5만7
천 개소의 기관이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
다[8].

한편, 보육-교육기관 및 학부모의 스마트기기 또는 
앱 서비스 등 다양한 IT서비스 활용에 대한 요구가 많
아지면서 기관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소
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유아를 둔 학부모의 유
아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자녀학습에 긍정적 영
향이 있다[9], 모바일 알림장은 부모와 교사 간 협력과 
신뢰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0]는 연구들이 
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87.8%가 인
터넷을 이용하고, 만 6세 이상의 인구 중 91.0%가 스마

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 목적이 커뮤니
케이션이라는 응답이 94.8% 나 되었다[11][12].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을 타인과의 의사소통 수단으
로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13] 유아교육현장에서
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학부모 요구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0]. 또한, 
기관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과 활용에 따라서 교육
의 질 향상, 교통안전, 안전사고 예방 등 유대관계를 강
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향상에 수단이 된다
[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정
보 제공, 교육 효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
보 제공에 관한 선행연구로 유아 교육기관 교사는 학부
모에게 유아의 놀이 및 교육 활동 내용을 가장 많이 제
공하고, 학부모는 교사에게 자녀의 기분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장 많다[14]. 교육 효과에 관한 선
행연구는 지식습득(31.3%), 언어발달(27.9%), 사고력 
증진(12.9%), 주의집중력향상(11.7%), 창의력 신장
(7.8%), 예술적 표현(6.2%) 순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고 밝혔다[15]. 

한편 유아 교육기관과 가정연계를 통한 의사소통의 
향상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중요한 교육 수단으
로 작용한다[16][17]. 또한, 의사소통에서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교사
와 소통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활
용의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7][18]. 

어플리케이션 사용 인식 선행연구 중 학부모와 어린
이집 교사의 SNS 앱 사용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교사는 신속한 정보 전달, 수신 여부 확인 용이함, 미디
어 활용의 다양성을 들었고, 학부모는 빠른 소식전달, 
간단한 전달 과정, 원활한 소통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 
인식으로 교사는 과도한 업무, 개인정보 침해, 의도 파
악의 어려움을, 학부모는 의존적 데이터 통신망, 민감한 
반응, SNS 사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19].

유아 교육기관에서 학부모와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한 교류는 의사소통의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
의 정보 제공과 교사와 협력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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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작용한다[9]. 또한, 유아 교육기관 교사는 시
공간의 제한이 없는 편리함, 사진을 통한 정보 제공으
로 부모 참여도를 강화하여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고[10] 하였다. 이처럼 유아 교육기관용 어플리케이션 
활용은 유아 교육기관과 학부모 간 의사소통, 정보 제
공, 신뢰감 형성, 교육적 목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

현재 유아 교육기관과 학부모는 기관용 어플리케이
션을 이용하여 정보 제공, 의사소통, 교육 활용, 기본생
활, 자녀관계 등에 관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음에도 만족도는 여가[20], 서비스 품질[21] 및 활용도 
측면[22]에서 상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상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연구대상자
로 선정하였고, 사용 인식에 관한 연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족도와 활용에 관한 변인으로는 정보 제공 및 
교환, 교육 목적과 효과, 의사소통의 효과 등에서도 인
식 연구 중심만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 교육기관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관한 만족도와 
활용도를 살펴보고 만족도 하위변인으로 이용편리성, 
의사소통, 교육활용을, 활용도에서는 기본생활, 의사소
통, 자녀관계를 설정하여 인구통계학적 차이 여부를 확
인해보고, 만족도 각 하위변인이 활용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와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할 필요성을 인식하
고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기준
으로 만족도, 활용도에 대한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 만
족도 각 하위변인이 활용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스마트폰 기관용 어플
리케이션 개발 활성화 및 적극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기관 이용 학부모의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에서 학부모의 학력, 유아자녀 연령, 직업유
무, 활용동기는 각각 만족도 차이가 있는가?

2. 유아교육기관 이용 학부모의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에서 학부모의 학력, 유아자녀 연령, 직업유

무, 활용동기는 각각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가? 
3. 유아교육기관 이용 학부모의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이용편리성, 의사소통, 교육활용 만족
도는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어플리케이션 이용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로 첫째, 
스포츠 어플리케이션 이용 동기는 여가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20], 운동 어플리케이션 이용에서 서
비스 품질은 만족도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가[21] 있다. 
또한, 전자알림장 앱을 활용한 아버지와 교사 간 의사
소통에서 영유아의 아버지는 학력이 높고, 저연령 자녀
를 둔 아버지일수록 긍정적이고 편리하다는 인식과 자
녀 교육 활동 제공에 효과적임을[22] 밝힌 연구도 있다.

둘째, 어플리케이션 이용 활용도에 관한 선행연구로, 
유아 교육기관 전용 커뮤니케이션 앱은 가정-기관의 원
활한 의사소통(스마트알림장)의 기능으로, 내용은 자녀
의 놀이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에 가장 많이 활
용되고 있으며. 활용에 대한 부모 인식은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유아 교육기관 전용 앱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에 만족한다는 반면, 교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상
호 신뢰감 형성, 긍정적 반응으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지만 잦은 연락은 부담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23]. 

셋째, 어플리케이션 이용 만족도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이
용으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부모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교육 효과와 학
습에 흥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연구에[24] 한정되
고 있다. 이에 반해 유아 교육기관의 스마트폰 앱을 활
용한 알림장 사용 인식 및 실태 연구로 교사와 부모 모
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알림장 사용 경험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의사소통에서 가
장 중요한 효과로 영유아 정보 교류 및 상담이었고 이
로 인해 교사와의 의사소통 횟수가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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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8년 기준 전국 4220개소의 

유아 교육기관 중 만3세에서 만5세 유아를 가진 학부
모로 유아 교육기관에서 기관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하고 있는 부모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 
교육기관장의 의사와 학부모의 사용 요구에 의해 기관
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연구자가 
위치하고 있는 S시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여타 지역에 
비해 활용도가 높고, 1개시 대비 일반화를 고려하여 경
기도 남부 소재 4개시(S시, H시, P시, Y시)에 소재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기관별 
인가 인원수 기준에 의해 소, 중, 대규모로 분류하고, 설
립인가 기준인 학급수 기준으로 규모별로 소규모 1개(4
학급 이하, 100명), 중규모 2개(6학급 이상, 160명), 대
규모 2개(9학급 이상)로 총 5개 사립유치원을 선정하였
다. 이후 위 기준에 따라 5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세에서 만5세 유아를 가진 학부모 중 사립유치원에
서 기관용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
모를 무선표본추출법에 의해 900명을 표본추출을 하였
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 기관과 설문지 배포현황
지역 경기남부 (4개시 사립유치원)

계규모(학급수)
소규모
(4학급
이하)
100명

중규모
(6학급
이상)
160명

대규모
(9학급이상)

240명

표집 기관 수 1 2 2 5

시별설문지
배포현황

S시(2) H시(1) P시(1) Y시(1) 4개시
500부 150부 150부 100부 900부

2. 연구도구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은 하유나(2014)의 설문지 

중에서 학부모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도를 측정하는 설
문 문항으로 기본생활, 의사소통, 자녀관계 등을 인용 
수정하여 15개 문항, 만족도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의“모
바일 앱 이용 현황”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모바일격차
지수”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

용편리성, 의사소통, 교육활용을 만족도 하위변인으로 
설정하고 15개의 문항으로 연구 내용에 맞추어 재구성
하였다[26-28].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아 교육기관 전용 어플리케이
션 만족도, 활용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1단
계로 학부모 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활용도에 대한 
내용을 개방적으로 조사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활용 내용을 통해 교육 참여 및 필요 내용을 파악하였
다. 특히 활용도 측정에서 만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
아의 행동을 관찰, 측정하게 하였다. 관찰과 측정에서는 
부모의 인식과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어플리케이
션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가 설문지 응답을 하는 것이 
교사에 의한 측정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인 유아를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
다. 

2단계로는 1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1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교육학과 교수, 유아교육 전문가 5
인의 자문을 받아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적은 문항을 수
정하여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활용도 조사와 관련한 
15문항의 수정․보완된 도구를 전문가(교육학 박사 2인, 
교육 통계 전문가 1인, 유아교육과 교수 2인)로부터 내
용 타당도에 관한 자문 4회, 항목에 관한 자문은 3회에 
걸쳐 받았다. 각문항들이 연구를 위한 측정에 타당한지
와 부적합한 항목은 없는지의 여부를 묻고 교육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받아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유아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기관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사용에 따
른 활용도에 관해 총 35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만족도를 살피고자 하는 문항으로는 15문항, 개인별 특
성 변인을 위한 5문항, 활용도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개인별 특성은 선택형 5문항으로, 만족
도와 활용도에 대한 30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족도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54로, 활용도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65로 나타나서 이를 상세히 정리하면 아래 [표 Ⅲ-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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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신뢰도 계수표

변수명 하위요인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만족도

이용편리성 만족도 .913

의사소통 만족도 .947

교육활용 만족도 .912
만족도 전체 .954

활용도

기본생활 활용 .939

의사소통 활용 .938

자녀관계 활용 .938

활용도 전체 .965

3.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방법
사립유치원에서 유아교육기관용 어플리케이션을 활

용하고 있는지는 사립유치원 연합회를 통해 사전 면담
을 하고 유치원에서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유아교육 기관용 어플리케
이션을 사용 중인 기관장의 동의를 얻은 후 S시 소재 
2곳에 각 250부, H시 소재 150부, P시 소재 150부, Y
시 소재 100부, 총 900부의 설문지는 각 가정으로 유
아를 통해 통신문 형태로 배부하고 540부를 회수하였
다. 그중 무성의 응답, 부적절한 응답 등 97부를 제외한 
443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문 회수
율이 낮은 이유로 설문지 배부는 학부모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을 하지 않고 여타 유아 교육기관장을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일괄적으로 발송하였기에 회수율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
계, 만족도, 활용도 각 하위 요인별 인구통계적 차이를 
규명해 보기 위해 유의확률 .05기준으로 t검정, F검정
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분석, 만족도 각 하위 변수인 
이용편리성, 의사소통, 교육활용을 예측변수로 활용도
를 준거 변수로 선정하여 각 변수 간 통계적 유의성 검
증과 상대적 설명력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설문 문항이 하위요인에 
따라 정확히 적재되었는지, 부적절하게 적재된 변수나 
설명력이 부족한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Ⅳ.연구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얼마나 

정확히 측정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회과학 분
야에서 고유값은 1.0 이상, 요인적재량은 .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 되고 .50 이상이면 중요한 변수로 
본다[2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고유값
이 1.0 이상, 요인적재량이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
다. 이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의사소통 만족 
5문항, 교육활용 만족 5문항, 이용 편리성 만족 4문항, 
기본생활습관교육 효과 5문항, 의사소통교육 효과 5문
항, 자녀활용 효과 4문항 등 총 28문항(이용편리성 만
족 4번 문항과 자녀활용 효과 1번 문항은 본 연구에서 
각 변수와 요인 간 요인적재량 값이 .40이하로 떨어져 
제거)으로 그 결과는 [표 Ⅳ-3]에 제시하였다.

표 Ⅳ-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
개
념 요인 변수명 요인적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만
족
도

의사
소통

의사소통만족도1 .837 .872

4.318 29.554
의사소통만족도2 .822 .870
의사소통만족도3 .743 .808
의사소통만족도4 .705 .798
의사소통만족도5 .673 .781

교육
활용

교육활용만족도3 .864 .796

3.767 26.909
교육활용만족도5 .754 .762
교육활용만족도4 .751 .796
교육활용만족도2 .657 .764
교육활용만족도1 .610 .653

이용 
편리성 

이용편리성만족도2 .890 .860

3.286 23.471
이용편리성만족도1 .877 .875
이용편리성만족도3 .839 .837
이용편리성만족도4 .701 .718

활
용
도

기본
생활
습관

기본생활습관활용2 .860 .833

4.252 30.372
기본생활습관활용4 .833 .819
기본생활습관활용3 .822 .870
기본생활습관활용1 .798 .755
기본생활습관활용5 .725 .815

의사
소통

의사소통활용3 .821 .826

3.771 26.933
의사소통활용2 .778 .789
의사소통활용4 .758 .861
의사소통활용5 .695 .862
의사소통활용1 .661 .752

자녀
관계

자녀관계활용2 .849 .858

3.572 25.517
자녀관계활용3 .776 .881
자녀관계활용5 .763 .828
자녀관계활용4 .715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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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는 다음 [표 Ⅳ-4]에 제시하였다.

표 Ⅳ-4. 상관분석표 
변수명 ① ② ③ ④ ⑤ ⑥
의사소통
만족도 1.000

교육활용
만족도 .815** 1.000

이용편리
성만족도 .588** .517** 1.000

기본생활
습관활용 .665** .734** .407** 1.000

의사소통
활용 .828** .734** .575** .713** 1.000

자녀관계
활용 .738** .633** .572** .689** .816** 1.000

평균 3.539 3.483 4.026 3.134 3.562 3.780

표준편차 1.036 .947 .788 .931 .907 .985

**p<.01
주 ①의사소통만족 ②교육활용만족 ③이용편리성만족도 ④기본생활습관활용 ⑤ 의
사소통활용 ⑥자녀관계활용

3. 어플리케이션 활용도와 만족도
  
이 연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교육기관용 어플

리케이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부모의 학력, 자녀연령, 
직업 유무, 이용 동기에 따라 사용에 따른 만족도, 실제 
활용 측면에서의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3.1 어플리케이션 활용실태 기술통계

어플리케이션 활용실태 관련 기술통계는 [표 Ⅳ-5]과 
같다.

표 Ⅳ-5. 어플리케이션 활용실태

활용실태는 유아 아버지 9.5%, 어머니 89.4%, 조부
모를 포함한 기타 가족 1.1%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학
력은 고졸이 23.5%, 전문대졸 33.9%, 대졸이상 42.7%, 
학부모의 직업이 있다 57.3%, 직업이 없다는 42.7%로 
나타났다. 유아 자녀연령은 만3세가 28.0%, 만4세 
30.9%, 만5세 41.1%, 이용 동기는 의사소통 44.5%, 교
육활용 33.2%, 정보 획득 22.3%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6. 사용 만족도, 활용도 평균, 표준편차
변수명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만족도

이용편리성 4.43 .595 2.60 5.00
 의사소통 4.16 .804 1.60 5.00
 교육활용 3.97 .724 2.40 5.00

합계 4.18 .618 2.60 5.00

활용도

기본생활 활용 3.51 .851 1.60 5.00
의사소통 활용 3.96 .669 2.00 5.00
자녀관계 활용 4.16 .699 2.60 5.20

합계 3.88 .654 2.27 5.00

사용 만족도 하위요인은 이용편리성 평균 4.43, 표준
편차 .595, 의사소통 평균 4.16, 표준편차 .804, 교육활
용 평균 4.18, 표준편차 .618, 만족도 전체 평균 4.18, 
표준편차 .618로 나타났고, 활용도의 하위요인인 기본
생활 평균 3.51, 표준편차 .851, 의사소통 평균 3.96, 
표준편차 .669, 자녀관계 평균 4.16, 표준편차 .654, 활
용도 전체 평균 3.88, 표준편차 .654로 나타나 이를 [표 
Ⅳ-6]에 제시하였다.

3.2 학력에 따른 만족도 차이 검정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결과는 

[표 Ⅳ-7]에 제시하였다.

빈도(명) 퍼센트(%)

이용 대상자
아버지 42 9.5
어머니 396 89.4
조부모 5 1.1

이용자 학력
고졸 104 23.5

전문대졸 150 33.9
대졸이상 189 42.7

이용자직업 유무 직업 유 254 57.3

직업 무 189 42.7

자녀연령
만3세 124 28.0
만4세 137 30.9
만5세 182 41.1

어플리케이션 
이용동기

의사소통 197 44.5
교육활용 147 33.2
정보획득 99 22.3

합계 4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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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학력에 따른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이용편리성 
만족도 4.43 .519 4.21 .588 4.58 .611

의사소통 
만족도 4.38 .645 3.85 .824 4.23 .830

교육활용 
만족도 4.20 .737 3.61 .666 4.07 .667

전체 만족도 4.34 579 3.89 .604 4.29 .587

학력에 따른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이용편리성 만족
도 고졸 집단의 평균 4.43, 표준편차 .519, 전문대졸 집
단의 평균 4.21, 표준편차 .588, 대졸이상 집단의 평균 
4.58, 표준편차 .611이다. 어플리케이션 의사소통 만족
도는 고졸 집단 평균 4.38, 표준편차 .645, 전문대졸 집
단 평균 3.85, 표준편차 .824, 대졸이상 집단 평균 
4.23, 표준편차 .830이다. 교육활용 만족도는 고졸 집
단 평균 4.20, 표준편차 .737, 전문대졸 집단 평균 
3.61, 표준편차 .666, 대졸이상 집단 평균 4.07, 표준편
차 .667이다. 

학력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표 Ⅳ-8]에 제시하였다. 

표 Ⅳ-8. 학력에 따른 만족도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이용
편리성 
만족도

집단-간 3.266 2 1.633
4.859**집단 내 46.722 440 .336

합계 49.989 442

 의사
소통 

만족도

집단-간 6.453 2 3.227
5.292**집단 내 84.756 440 .610

합계 91.209 442

 교육
활용 

만족도

집단-간 8.314 2 4.157
8.800**

*집단 내 65.657 440 .472
합계 73.971 442

만족도
집단-간 5.347 2 2.674

7.676**
*집단 내 48.416 440 .348

합계 53.764 442
** p<.01   *** p<.001  

이용편리성 만족도 (F=4.859, p<.05), 의사소통 만족
도(F=5.292, p<.05), 교육활용 만족도(F=8.800, p<.05)
로, 전체 만족도 (F=7.676, p<.05)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Ⅳ-9]은 이용 학부모의 유아 자녀 연
령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 결과표이다. 

표 Ⅳ-9. 자녀 연령에 따른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만 3세 만 4세 만5세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이용편리성 
만족도 4.33 .687 4.52 .551 4.41 .566

의사소통 
만족도 4.24 .883 4.27 .569 4.01 .894

교육활용 
만족도 3.81 .679 4.05 .666 4.00 .788

만족도 4.13 .663 4.28 .512 4.14 .662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는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에 따른 만족도 하위요인 중 이용
편리성 만족도는 만 3세 집단 평균 4.43, 표준편차 
.687, 만 4세 집단 평균 4.52, 표준편차 .551, 만 5세 
집단 평균 4.41, 표준편차 .566이다. 의사소통 만족도
는 만 3세 집단 평균 4.24, 표준편차 .883, 만 4세 집단
평균 4.27, 표준편차 .569, 만 5세 집단 평균 4.01, 표
준편차 .894이다. 교육활용 만족도는 만 3세 집단 평균 
4.20, 표준편차 .737, 만 4세 집단 평균 3.61, 표준편차 
.666, 만 5세 집단 평균 4.07, 표준편차 .667이다. 

[표 Ⅳ-10] 자녀 연령에 따른 만족도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이용편리성 
만족도

집단-간 .779 2 .390

1.101집단 내 49.209 139 .354

합계 49.989 141

 의사소통 
만족도

집단-간 2.176 2 1.088

1.699집단 내 89.033 139 .641

합계 91.209 141

교육활용 
만족도

집단-간 1.378 2 .689

1.319집단 내 72.593 139 .522

합계 73.971 141

만족도 
집단-간 .679 2 .339

.889집단 내 53.085 139 .382

합계 53.764 141

[표 Ⅳ-10]는 자녀 연령별 만족도의 분산분석 결과이
다. 이용 편리성 만족도 F값이 1.101, 의사소통 만족도
의 F값이 1.699, 교육 활용 만족도는 F값이 1.319로 
나타났지만 자녀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자녀 연령에 따
른 학부모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만족도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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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표 Ⅳ-11]는 학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만족도 평
균, 표준편차를 정리한 결과표이다. 만족도 하위요인으
로 분류한 어플리케이션 이용편리성의 만족도에서 t값
이 3.520, 전체 만족도는 2.6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Ⅳ-11. 학부모 직업 유무에 따른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집
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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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Ⅳ-12]는 사용 동기에 따른 만족도 평균, 표
준편차 결과표이다. 사용 동기에 따른 평균을 집단별로 
확인해보면, 이용편리성 만족도는 의사소통 4.41, 교육
활용 4.31, 정보획득 4.53, 의사소통 만족도에서 의사
소통 4.12, 교육활용 4.13, 정보획득 4.24로 나타났고, 
교육활용 만족도는 의사소통 평균 3.87, 교육활용 평균 
3.83, 정보획득 4.22로 나타났다. 

표 Ⅳ-12. 이용 동기에 따른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교육활용 정보획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이용편리성 
만족도 4.41 .617 4.31 .620 4.53 .535

의사소통 
만족도 4.12 .730 4.13 .771 4.24 .951

교육활용 
만족도 3.87 .697 3.83 .739 4.22 .714

만족도 4.13 .604 4.09 .597 4.33 .641
 

이용 동기에 따른 학부모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표는 [표 Ⅳ-13]
에 제시하였다. 사용 동기 만족도 하위요인 중 어플리
케이션 사용이 교육 활용 만족도(F=3.915, p<.05)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13. 이용 동기에 따른 만족도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이용
편리성 
만족도

집단-간 .829 2 .415
1.173집단 내 49.159 139 .354

합계 49.989 141

의사소통 
만족도

집단-간 .401 2 .201
.307집단 내 90.808 139 .653

합계 91.209 141

교육활용 
만족도

집단-간 3.945 2 1.972
3.915*집단 내 70.026 139 .504

합계 73.971 141

만족도 
집단-간 1.325 2 .662

1.756집단 내 52.439 139 .377
합계 53.764 141

* p<.05

3.3 어플리케이션 활용도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활용도 차이 검정에서 이용자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활용도 평균, 표준편차 결과는 
아래 [표 Ⅳ-14]에 제시하였다. 

표 Ⅳ-14. 학부모 학력에 따른 활용 평균, 표준편차
고졸 전문대졸 대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기본생활 
활용 3.81 .976 3.31 .542 3.46 .901

의사소통 
활용 4.10 .696 3.77 .579 4.01 .692

자녀관계 
활용 4.26 .679 4.03 .644 4.19 .746

 전체 활용 4.05 .725 3.70 .486 3.89 .686

위 [표 Ⅳ-14]에 제시된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활용
도의 분석 결과,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 기본생활 활용 
고졸 평균 3.81, 전문대졸 3.31, 대졸 이상은 3.46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에서 고졸 평균 4.10, 전문대졸 
3.77, 대졸 이상 4.01로, 자녀관계 활용은 고졸 4.26, 
전문대졸 4.03, 대졸 이상은 4.19로 나타났다.

아래 [표 Ⅳ-15]은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활용도 분
산분석 결과표이다. 활용도 하위요인 중 기본생활 활용
(F=3.895, p<.05), 활용 전체 (F=3.055,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 유 직업 무 t 
통계값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이용편리성 
만족도 4.58 .492 4.22 .661 3.520***

의사소통 
만족도 4.26 .801 4.01 .793 1.857

교육활용 
만족도 4.06 .739 3.85 .691 1.750

만족도 4.30 .593 4.03 .619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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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학력에 따른 활용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기본
생활 
활용

집단-간 5.415 2 2.708
3.895*집단 내 96.631 440 .695

합계 102.046 442

의사
소통 
활용

집단-간 2.492 2 1.246
2.853집단 내 60.703 440 .437

합계 63.195 442

자녀
관계 
활용

집단-간 1.112 2 .556
1.141집단 내 67.707 440 .487

합계 68.819 442

전체 
활용

집단-간 2.538 2 1.269
3.055*집단 내 57.752 440 .415

합계 60.290 442
 * p<.05

[표 Ⅳ-16]는 자녀 연령에 따른 활용 평균, 표준편차 
분석 결과표이다. 활용도 하위요인 중 평균값이 기본생
활 활용은 만 3세 3.11, 만 4세 3.24, 만 5세 3.14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활용 평균은 만 3세 3.60, 만 4세 
3.70, 만 5세 3.43이며, 자녀관계 활용 평균은 만 3세 
3.79, 만 4세 3.87, 만 5세 3.61로 나타났다.

표 Ⅳ-16. 자녀 연령에 따른 활용 평균, 표준편차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편
차

기본생활 
활용 3.11 .739 3.24 .944 3.14 1.033

의사소통 
활용 3.60 .904 3.70 .792 3.43 .974

자녀관계 
활용 3.79 .960 3.87 .841 3.61 1.010

전체활용 3.50 .781 3.60 .780 3.39 .936

 
자녀 연령에 따른 활용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고 결과표는 아래 [표 Ⅳ-17]에 제시하
였다. 자녀 연령에 따른 활용도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효과(F=3.690, p<.05)와 자녀관계효과(F=3.134,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7. 자녀 연령에 따른 활용 분산분석
 * p<.05

표 Ⅳ-18. 직업 유무에 따른 활용 t검정
직업 유 직업 무

t 통계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기본생활 
활용 3.61 .920 3.38 .738 1.590

의사소통 
활용 4.08 .649 3.80 .667 2.550*

자녀관계 
활용 4.27 .667 4.01 .716 2.263*

활용 전체 3.99 .658 3.73 .624 2.351*
 

* p<.05

위 [표 Ⅳ-18]은 학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활용 t검
정 결과표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
를 보이는데 의사소통 활용 t값 2.550, 자녀관계 활용 
t값 2.263, 활용 전체 t값 2.351로 학부모의 직업에 따
른 활용은 의사소통, 자녀관계, 활용 전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Ⅳ-19. 이용 동기에 따른 활용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교육활용 정보획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기본생활 활용 3.41 .898 3.34 .894 3.79 .672
의사소통 활용 3.93 .696 3.81 .680 4.11 .596
자녀관계 활용 4.13 .705 4.01 .749 4.31 .640

전체 활용 3.82 .697 3.72 .661 4.07 .527

[표 Ⅳ-19]은 학부모의 이용 동기에 따른 활용 평균, 
표준편차 결과표이다. 학부모의 이용 동기에 따라 전체 
평균은 의사소통 활용 3.82, 교육활용 활용 3.72, 정보
획득은 4.07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이용 동기에 따른 활용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결과표는 아래 [표 Ⅳ-20]
에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이용 동기에 따른 활용 차이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기본생활 
활용

집단-간 1.297 2 .648
.747

집단 내 381.725 440 .868

합계 383.022 442

의사소통 
활용

집단-간 5.996 2 2.998
3.690*집단 내 357.447 440 .812

합계 363.443 442

자녀관계 
활용

집단-간 5.611 2 2.806
3.134*집단 내 393.903 440 .895

합계 399.514 442

활용 전체 
집단-간 3.445 2 1.723

2.395집단 내 316.524 440 .719
합계 319.970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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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이용 동기에 따른 활용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기본생활 
활용

집단-간 4.647 2 2.323

3.316*집단 내 97.399 440 .701

합계 102.046 442

의사소통 
활용

집단-간 1.670 2 .835

1.887집단 내 61.524 440 .443

합계 63.195 442

자녀관계 
활용

집단-간 1.683 2 .842

1.743집단 내 67.136 440 .483

합계 68.819 442

전체 활용
집단-간 2.458 2 1.229

2.954집단 내 57.832 440 .416
합계 60.290 442

 * p<.05

4. 중다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준거변수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따른 
만족도로 이용편리성 만족, 의사소통 만족, 교육활용 만
족 등 세 변수를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활용도에 각 예
측변수에서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21. 스마트폰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활용도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N=443)

예측변수

비표준화계
수 표준

화
계수

t
공선성통계량

B 표준
오차 공차 VIF

이용편리성
만족 .122 .034 .113 3.55*** .650 .1.538

의사소통
만족 .411 .039 .500 10.665**

* .298 3.359

교육활용
만족 .277 .040 .308 6.949*** .333 3.001

(상수) .568 .117 4.848***

F=362.140***   R= .844   R2= .712

중다회귀분석 실시 결과 [표 Ⅳ-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만족도는 활용도를 71.2%를 
설명하고 있다. F값은 362.140으로 .001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설정한 중다회귀 모형은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준거변수인 활용도에 대한 
각 예측변수로 의사소통 만족도 .500, 교육활용 만족도 
.308, 이용편리성 만족도 .113으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
의하며 세 가지 예측변수 중 의사소통 만족이 가장 높
게 활용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 교육기관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
여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기
준으로 만족도, 활용도에 대한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 
만족도 각 하위변인이 활용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스마트폰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활성화 및 적극적 활용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사용에 따
른 만족도와 활용도를 구분하여 논의,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부모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t검정 및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학부모의 학력 차이에 따른 어플리
케이션 사용 만족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이용편
리성은 대졸 이상, 의사소통은 고졸, 교육활용 만족도는 
고졸, 전체 만족도 역시 고졸 평균이 타 집단보다 높았
으며 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기관 교사 및 구성원은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있어 
우선적으로 교육 활용에 집중하고 이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자녀 연령에 따른 학부모의 만족도 차이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 결과, 모든 하위요인과 전체 만족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학부모 
관련 학력 차이, 직업 유·무 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
을 뿐 자녀 연령에서 학부모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학부모 직업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 t검정 결과, 
의사소통 및 교육활용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이용편리성과 전체 만
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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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선행연구는 직장 문제로 평상시 자녀에 대한 주
변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소통
에 효율적이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효
과를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결과이다[31]. 이는 직업을 가진 학부모의 경우 부모 
간의 교류나 직접적인 소통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 사용을 통한 소통의 빈도가 높고 직장 문제로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의존성이 높아 차이를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 교육기관과 교사가 어플리케
이션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부모에게 지속적인 교육 정
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
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교육 활동 참여로 이어져 자녀 지
도 활용에 유익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학부모의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이용 동기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활용, 정보획득 세 요인과 전체 만
족도에서 집단 간 일원변량분석 검정 결과, 교육활용 
만족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가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에 있어 실제적이고 효
과적인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30]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부모가 어플리케이션 
활용 자체만으로도 이미 활용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으
로 학부모는 유아를 위한 소통방식에 스마트기기가 적
합한 방식이라고 인식한다는 선행연구를 반영하고 있
다[31]. 즉 학부모의 어플리케이션 이용 동기가 주로 유
아의 교육 활용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유아 교육기관 구성원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
케이션 개발을 유도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학부모의 기관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은 주로 어
디에 활용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활용도 차이에 대한 
t검정 및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학부모
의 학력 차이에 따른 집단 간 일원변량분석 결과, 의사
소통, 자녀관계 활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생활, 전체 활용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학력 차이에 따라 학부모 
집단 간 차이는 고졸 집단에서 기본생활에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이 보다 유아의 일상적 기본
생활에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연령 차이에 대한 학부모 집단 간 일원변량분석 

결과, 기본생활, 전체 활용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 자녀관계 활용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어플
리케이션 활용 측면에서 집단 간 학부모의 관심이 자녀
와의 의사소통 및 자녀관계 활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
는 것으로 향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부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활용도 차이에 대한 t검
정 결과, 유아의 기본생활에서 직업 유무에 따란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 활용, 자녀관계 
활용, 활용도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고, 직업을 가진 학부모가 의사소통, 자녀관계 및 전
체 활용도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 교육
기관 구성원은 유아 학부모와 적극적 의사소통으로 유
아의 생활, 교육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녀관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정보에 대한 공유로 유
아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어플리케이션 활용 동기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결과, 활용도는 
의사소통, 자녀관계, 전체적 활용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기본생활에서 활용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학부모는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해 기관의 교육 내용
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육
기관과 일관되게 지도하여 자녀의 기본생활 형성에 도
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이용편리성, 의사소통, 교
육활동 만족도 등 모든 예측변수는 활용도 준거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대적 기여도는 의사소통 만족 비표준화 계수 값이 
.4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만족이 
어플리케이션 활용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 교육기관 구성원은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유아의 학습태도, 
기본생활, 또래와의 관계, 협조성 등 유아의 생활 태도 
전반에 대해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으로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가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보다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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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과 정보 제공 및 유아의 발
달을 도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은 기관과 가정연계가 중요하며 
이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밀접하고 국가의 누
리과정이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덕목이다. 유아의 발달 
특성상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유아기 교육
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적절
한 교수 매체로 유아 교육기관과 가정을 연계한 인성교
육 교수 매체로 전용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의 활용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의 활용은 부모가 가정 내 자녀 
교육에 있어 교육기관과 연계되어 효과를 높여줄 수 있
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학부모는 유아 교육기관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기대
를 갖고 있기에 유아 교육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학부
모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
인 소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
화에 따라 이제 유아 교육기관과 학부모 간의 소통방식
도 종전과 다르게 변화하였다. 즉 단순한 소식만을 전
달하는 방식에서 점차 유아 교육기관, 가정, 교사가 함
께 연계되고 일관성 있는 유아교육을 위해 단계적으로 
기본생활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연구
된 것이 아니므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실천적인 의
사소통 방안과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방식과 활
용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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