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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children are continually exposed to electronic and digital media, calling for parental
mediation to secure children’s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Despite the fact that previous studies
on children’s media use have mostly relied on qualitative research examining a limited number of
parent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systematical estimation of the effect of parental mediation.
Nevertheless, for large-scale quantitative research, research design or data structure have not been
properly discussed, nor have they even been considered, especially for children younger than 10 years.
As a methodological alternative, our research introduces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complex
survey analysis to study in depth complex surveys on children’s media use, and to properly address
their methodological issues or concerns. Using the Children and Media in Korea 2020 survey data,
gathered and maintain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we estimated the treatment effect of three
restrictive mediation strategies: using (1) passwords, (2) content-filters, and (3) management programs
or applications. The results and discussion are two-fold. First, upon examination of average treatment
effects for the treated (ATT) on hours and days of media use, passwords and content-filters
significantly reduced children’s overall media use; however, the effect of parental mediation adop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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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rograms or applications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econd, we examined the
individual treatment effect (ITE) on perceived usefulness of mediation. Among the three mediation
strategies, only management programs or application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stimated individual treatment and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mediation. It can be
inferred that parents who use management programs or applications focus 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mediation. This research finding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as it suggests
that parents have different motivations or purposes for choosing a specific mediation strategy to
monitor their children’s media use, as well as perceptions regarding the chosen strategy’s treatment
effect or perceived usefulnes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refore, effective mediation strategies
for specific purposes or different types of famil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dditionally, th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researchers conducting secondary analysis of public survey data gathered via multi-stage
cluster sampling should take into account both the ‘confounding effect’ and ‘design effect.’ In
particular, the design effect was closely related to the validity of statistical inferences using complex
survey data, consideration of which made notable changes in our estimates of average and individual
treatment effects. It is strongly suggested for future studies to employ complex survey analysis
techniques to the Children and Media in Korea 2020 survey data or other similar data sources.

Keyword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complex survey analysis (CSA), parental mediation,
children’s media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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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현대사회의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손쉽게 미디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TV, 컴
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디지털 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이다. 한편
에서는 과도한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의 인지, 신체,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 소아학회에서는 2세 이하 유아들의 두뇌발달에 전
자미디어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고(Strasburger
et al., 2011),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수면 부족이나 과체중·비
만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으며(Boulos, Vikre, Oppenheimer,
Chang, & Kanarek, 2012), 미디어에 과몰입할 경우 가족 간 대화감소로 인해 가정 내 불화
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도 존재한다(이숙정·전소현, 2010; Seo & Lee, 2017).
반면 미디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어린이에게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디지
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위주의 학습 환경에서
인지발달 및 학업성취를 저해한다는 주장(권연정·이승연, 2013; 조연하·배진아, 2010;
Kumpulainen & Gillen, 2020)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은
과도한 이용수준을 낮추면서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유도할 것이 요구되며, 어린이 보호자로서 부
모의 중재(mediation)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Nikken & Schols, 2015; Schmidt et al.,
2012).
본 연구는 부모 중재가 어린이, 보다 구체적으로 만 10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량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신의 중재방식을 어떻
게 인식하는지 대표성이 확보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조사하였다. 부모 중재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론학 및 유아교육 관련 분야에서 누적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간된 대다수의 부모 중재 연구는 10∼18세의 청소년(adolescents)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출간된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Chen & Shi, 2019)에 따르면 부
모 중재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time) 및 이용행동(behavior)에 대한 총 52편의 실증연구
들 중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증연구는 총 12개였다.1) 즉 영어로 출간된
논문들 중 약 4편 중 3편은 중·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 중재 연구인 것으

1) 메타분석에 포함된 52편의 실증연구들 중 본 연구의 연구대상(‘만 10세 미만 어린이’) 및 측정치(‘미디어 이용시간’)
와 관련되는 연구는 총 10개였다. 10개의 실증연구들의 목록 및 연구방법에 대한 소개는 <부록Ⅱ>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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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험적 실증연구의 경우, 어린이를 대
상으로 진행된 부모 중재 연구는 몇몇 예외적인 연구들(이를테면 김유미·김소영, 2018; 양길석·
서수현·옥현진, 2021)을 빼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 중재연구가
대부분이다(예를 들어, 안정임, 2008; 이숙정·전소현, 2010; 최윤정·이종혁, 2021).
어린이 미디어 이용과 부모 중재(parental mediation)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경
우,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이를테면, 권연정·이승연, 2013; 조연하·배진
아, 2010; He, Irwin, Bouck, Tucker, & Pollet, 2005). 대표적으로 집단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보호자에게서 직접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중재에 관한 이야
기를 듣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형식의 정성적 연구방법은 부모가
특정한 방식의 미디어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중재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심리적 반응 및 효과
인식 등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어린이’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 효과
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연구방법이다.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영
유아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매체이용 경험을 수월하게 응답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학
생들과는 달리 조사대상자 본인에게서 객관적인 설문 응답(이를테면 일일 TV시청시간)을 얻기
어렵고, 보호자의 미디어 지도방식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어린이 미디어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모 중재
효과를 정량화하려는 시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김수지·이숙정·박민규, 2020; Nikken &
Schols, 2015). 이는 미디어 유형별로(이를테면 TV, 스마트폰 등) 어린이의 평균 이용률 또는
이용시간을 측정하고, 부모가 선택한 특정 미디어 중재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미디어 유형에 대해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정성적 연구방
법의 경우,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의견이나 태도에 주목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객
관성이나 대표성 측면의 한계점들을 부정하기 어렵다. 반면 설문조사와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에
서는 어린이 모집단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나 미
디어 이용과 관련된 측정치들을 함께 수집함으로써 통계적 추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
나 현 단계에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연구에 활용되는 정량적 연구방법은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
점들이 따른다.
첫째,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을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 10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률표집으로 연구표본 수집을 시도한 국내외 실증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이를테면 양길석 등, 2021; Bleakley, Jordan, & Hennessy,
2013; Vandewater, Park, Huang, & Wartella, 2005). 물론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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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편의표집이나 눈덩이표집 등과 같은 비확률 표집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편향된 표본을 통해 대표성이 확보된 연구결과
를 얻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기획·수집·관
리하는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데이터(김수지 등, 2020; 이하 ‘CM2020데이터’로 약
칭)는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데이터는 다단계 층화군집표집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얻어진 데이터로, 대한민국의 만 3∼9세의
어린이 모집단에 대해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 부모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비롯
해 다양한 측정치들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데이터의 특성 및 조사설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
고 있다. 복합표본 데이터에 대해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을 실시할 때는 군집변수, 층
화변수, 사후가중치 등 설계변수들을 분석에 반영하여야 한다(Lumley, 2011). 그러나 국내든
해외든 만 10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증조사는 그리 많지 않으며(Chen & Shi,
2019), 만약 정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복합설문분석 기법이 널리 쓰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CM2020데이터의 경우에도 양길석, 서수현, 그리고 옥현진(2021)이 부모
중재효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통상적 데이
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어린이 미디어 이용
에 대한 부모 중재에 대한 분석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재방식이 어린이의 미디어 이
용량에 미치는 효과 추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교란효과(confounding effect)와 다단계 층화군
집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효과(design effect)를 소개한 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법으
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과 복합설문분석(complex survey analysis)
을 제안 및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만 10세 미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연구에서 정량
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때의 방법론적 고려사항(즉 교란효과와 설계효과) 및 대안(즉 성향점수
매칭 및 복합설문분석)을 논의하고, 제안된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이론 및 방법론적 논의
1) 이론적 배경: 만 10세 미만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
부모 중재를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자녀’는 크게 ‘만 10세’를 기준으로, ‘만 10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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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1∼3학년)은 ‘어린이’로, ‘만 10세’ 이상의 초등
학생(4∼6학년)과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의미하며, 이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방식이 어린이의 미디어 이
용량(이용시간 및 이용일수)와 부모의 중재방식 유용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미디어의 활용과 효과를 다루는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물론 유아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자녀
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연구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연구하는 ‘자녀’는 만 10∼18세의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년 출간된
메타분석 연구(Chen & Shi, 2019)에 따르면 영어로 출간된 실증연구들의 경우 만 10세 미만
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총 12편(전체의 23%)에 그쳤으며, 나머지 실증연구들은
만 10∼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의 경우도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부모의 중재
방식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예외적 사례로, 김유미·김소영, 2018; 양길석 등, 2021).
실증연구대상 자녀로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에 집중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힌 연구는 찾
기 어렵다. 조심스럽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증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연구자의 질문의도
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 문자해득력과 자신의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만
10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비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더 쉽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성적 연구방법
을 이용하여 어린이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설문조사와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소수의 해외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의 몇몇 교육기관
들(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다(구체적으로 2019년 이전 출간된 해
외의 실증연구 중에서 대표성 확보가 가능한 설문조사 연구는 12편 중 2편에 불과하다. 이에 대
해서는 Chen & Shi, 2019, <Table 1> 참조).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집중분석한 CM2020데이터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이용 조사로는 국내 최초로 과학적 표집 방법을 사용한 전국 규모 조사”(김수지 등, 2020, 13쪽)
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다. 어린이 대상 전국단위 설문조사는 해외연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이며, 무엇보다 확률표집 기법을 적용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편의표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M2020데이터에서 사용한 확률표집 기법과 여기에 맞는 통계기법인 ‘복합설문분석’에 대해서는

10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021년 12월)

조금 후에 제시될 ‘방법론적 배경’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어린이와 청
소년의 미디어 이용 중재방식의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parental
mediation)를

크게

‘적극적

중재(active

mediation)’,

‘공동이용

중재(co-using

mediation)’,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안정임, 2008; 이
숙정·전소현, 2010; Nikken & Jansz, 2006; Van den Bulck & Van den Bergh, 2000).
우선 적극적 중재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잠재적 장단점을 설명함으로써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공동이용 중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미디
어를 사용하면서(이를테면 ‘TV 공동시청’)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제
한적 중재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통제하거나(이를테면 ‘하루 미디어 이용시간을 2시간 이
내로 제한’) 특정한 콘텐츠를 이용(이를테면 ‘교육용 프로그램만 시청’) 또는 이용하지 못하게(이
를테면 ‘오락용·성인용 프로그램 시청금지’)하거나,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는 방법이다.2)
세 가지 중재방식 중 부모가 어떤 중재방식을 선호하는가는 부모가 처한 육아상황과 어린
이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라 상이하다(안정임, 2008; 조연하·배진아,
2010). 일반적으로 적극적 중재나 공동이용 중재의 경우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부모,
특히 어머니 보호자가 주로 선택하는 미디어 중재방식이다. 왜냐하면 해당 중재방식은 부모가 자
녀와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혹
은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많은 경우 적극적 중재나 공동이용 중재는 불가능하거나 제
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연구들(김유미·김소영, 2018; 이숙정·전소현, 2010)
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이 자녀의 지능쇠퇴, 게임중독 등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한적 중재를 통해 미디어 이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 밖에 자녀 혹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부모가 선호하
는 미디어 중재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적극적 중재나 공
동이용 중재보다는 제한적 중재를 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안정임, 2008; 최윤정·이종혁,
2021). 위와 같은 이유로, 그리고 CM2020데이터에서 제공되는 부모 중재방식이라는 점을 토

2) 본 연구에서는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연구자들(김수지 등, 2021)의 분류를 받아들여 ‘미디어 이용관리 프
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기술도구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중재’를 ‘제한적 중재’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 미디어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콘텐츠만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존의 제한적 중재와 달리, 기술적 중재는 태
블릿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 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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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 중재방식’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부모들의 어린이 미디어 이용중재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3)
그렇다면 제한적 중재방식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할까? 이 질문에 대
한 연구결과들은 다소 엇갈린다. 제한적 중재방식을 택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량에 대해서는 감소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자녀들의 반발을 불러오기
쉽고, 특정 시간(평일) 혹은 특정 미디어(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 제한은 다른 시간(주
말) 혹은 다른 미디어(TV)에 대한 이용으로 전이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이숙정·전소현, 2010;
Seo & Lee, 2017). 즉 제한적 중재방식으로 인해 나타난 어린이 미디어 이용중재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량뿐 아니라, 구체적인 중재상황, 중재대상 미디어 유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제한적 중재에 따른 어린이 미디어 이용량의 변화를 살펴보
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제한적 중재방식을 세부 중재유형에 따라 구
분하였다. 제한적 중재를 실시하는 유형에 따라 미디어 이용량의 변화패턴이 다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를테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할지, ‘이용가능한 콘텐츠’를 제한하는 방식, 아
니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방식을 택할지에 따라 미디어 이용량의 변화는 다를 수 있다. 이
를 위해 CM2020데이터에서 ‘비밀번호 설정’, ‘콘텐츠 제한 설정’,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등 세 가지 제한적 중재방식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특히 제한적 중재와 미디어 이용량의
관계는 제한적 중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설정’의 경우 미
디어에 대한 접근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콘텐츠 제한설정’ 및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의 경우 특정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을 막
거나 걸러낸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미디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PC나 스마트폰 이용량에는 민감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TV 이용량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미디어 유형을 구분할 경우, 전반적인 미디어 이용량의 증감패턴을 통해 특정
미디어 이용량의 감소가 다른 미디어 이용량으로 전이되는지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M2020데이터의 구분을 따라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이용

3)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서는 어린이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이때 보호자는 어린
이의 부모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CM2020데이터에서 96.9%의 보호자가 어린이의
부모(어머니 71.5%; 아버지 25.4%)라는 점에서 이론적 분석의 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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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미디어의 이용량을 이용시간과 이용일수로 구분하였다. 우선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이용일수는 모두 보호자의 기억과 주관적인 회상을 토대로 한 측정치다. 이처럼 미디어
이용량을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조사할 경우,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측정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백영민 등, 2012; De Vreese
& Neijens, 2016; Prior, 2009). 이런 점에서 미디어 이용량 측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낮
은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이용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CM2020데이터에서는 미디어의 이용량을 이용시간, 이용일수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였다.
넷째, 제한적 중재방식의 효과와 사후평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어떤 중재방식이 미디어
이용량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사후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제한적 중재방
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기대되는 중재방식 처치효과의 추
정치와, 실제로 중재방식을 적용해본 부모가 인식한 유용성 사이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특정 중
재방식이 부모들에게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중재방식의 정량적인 효과추정
치를 넘어 자녀 미디어 이용중재 맥락에서의 의미 등을 추론해볼 수 있다. 특히 부모들이 제한적
중재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미디어 이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 방식의 효과와 부모의 유용성 인식의 관계는 기존 연구
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 중재방
식 채택에 따른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과가 보호자의 유용성 인식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았
으며, 이를 위해 CM2020데이터의 유용성 인식문항들을 활용하였다.

2) 방법론적 배경: 성향점수분석 및 복합설문분석

(1) 성향점수분석: 공변량을 활용한 교란효과 통제
법칙정립적 인과성(nomothetic causality)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

4) 이를테면 보호자가 선택한 특정 중재방식의 어린이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과가 보호자의 유용성 인식과 정적
(positive) 관계를 보인다면, 보호자는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량 감소를 해당 중재방식의 유용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추
정할 수 있다. 반면 특정 중재방식이 어린이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과가 없지만, 보호자는 해당 중재방식에 대해 만족하
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보호자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량이 아닌 미디어 이용방식에서 해당 중재방식의 유용성을 찾
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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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tt, 2018). 첫째로 원인은 결과에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고, 둘째로 원인과 결과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며, 셋째로 원인-결과변수의 관계가 제3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처치 또는 통제집단으로의 무작위배치(random assignment)를 거치치 않는 관측
연구(observational study)의 경우, 타당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제3의 변수들에 의한
교란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osenbaum & Rubin, 1983).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
수분석(propensity score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교란효과를 통제하였다(Guo &
Fraser, 2014; Ho, Imai, King, & Stuart, 2007; Rosenbaum & Rubin, 1983).
성향점수분석에서는 원인처치 배치과정 또는 결과변수와 상관관계를 갖는 공변량들을 활용
하여 인과관계 추정에서 교란효과를 통제한다. 어린이 미디어 이용중재의 경우, 부모가 특정 중
재방식을 실시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공변량들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 이에 성향점수분
석 기법에서는 원인처치 배치과정을 모형화함으로써 관측연구 상황에서도 ‘타당성이 확보된’ 인
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한다(백영민·박인서, 2021; Rosenbaum & Rubin, 1983).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통제집단이 아니라 처치집단에 배치될 확률(즉 성향점수[propensity score])을 추
정한 다음, 성향점수 및 공변량들의 효과가 통제된 원인처치의 결과변수에 대한 효과추정치를 얻
을 수 있다. 이때 효과추정치  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원인처치  , 결과변수

 , 공변량  , 공변량의 함수인 성향점수    ).5)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중재효과로써 어린이 미디어 이용량( )에 대한 중재방식 채택여부
( )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며, 이때 효과추정치  는 어떤 부모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   )에 비해 채택하였을 때(   ) 기대되는 미디어 이용량의 차이를 가리킨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처치효과는 ‘처치집단 대상 평균처치효과(ATT, 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Rosenbaum & Rubin, 1983)로, 이는 특정 중재방식을 채택한 부
모에게서 기대되는 자녀 미디어 이용량의 차이에 해당한다. 즉 ATT가 음수이면 부모 중재로 인
해 자녀 미디어 이용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5) 성향점수분석 기법은 이론적 배경으로써 루빈 인과모형(RCM, Rubin’s causal model) 및 대안사실 체계
(counterfactual framework)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형추정을 위해 몇 가지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자
세한 소개 문헌으로는 백영민·박인서(2021)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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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처치효과는 개별처치효과(ITE, individual treatment effect; Lamont et al.,
2018)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평균처치효과가 응답자들에게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의
미하는 것과 달리, 개별처치효과는 개별 응답자  에게서 기대되는 처치효과를 뜻한다. 앞서
ATT에 집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가 중재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만 만약
채택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다음 공식에서     에 주목)와의 차이값으로 ITE(   )를
추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중재방식을 채택한 부모에게서 나타난 처치효과 기댓값과 부모가
실제로 응답한 유용성 인식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다.

                 

처치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성향점수분석 기법 중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실시하였으다. 매칭기법은 추정된 성향점수를 이용해 특정 집단(이를테면 처치집
단)에 속한 어떤 사례를, 다른 집단(통제집단)에 속한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사례(들)과 매칭
시키는 기법을 말한다(백영민·박인서, 2021; Guo & Fraser, 2014). 서로 매칭된 사례 쌍들
을 이용하면 처치집단에 속한 어떤 사례가 만약 원인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매칭된
통제집단의 사례(들)값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성향점수분석 기법에서는 원인처치를 받
거나 받지 않음으로써 단 하나의 결과만을 갖는 사례에 대해 다른 사례들로부터 정보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결과, 즉 ‘대안사실(counterfactual)’(Gu & Rosenbaum,
1993)을 예측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효과추정치를 계산한다. 이때 매칭 기법은 사례 간의 유사
성을 계산하고 매칭을 실시하는 과정에 따라 구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례의 정보를 활
용하는 ‘전체매칭(full matching)’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Gu & Rosenbaum, 1993;
Rosenbaum, 1991).

(2) 복합설문분석: 표집설계에 사용된 설계변수들을 활용한 설계효과 통제
대부분의 공개 설문데이터는 복합설문표본 설계, 구체적으로 다단계 층화군집표집으로 얻어진
다. 안타깝게도 데이터 구성이 복잡하다는 점, 분과별 연구동향 등을 이유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연구를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복합설문분석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로부터 모집단을 대표하는 통계치를 얻기 위해서는 다단계 층화군집 기법을 적용하
면서 발생하는 설계효과(design effect)를 반드시 반영해야만 한다(Heeringa, West, &
Berglund, 2017; Lumley,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CM2020데이터에 대해 복합설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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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모수추정 결과를 얻고, 이를 복합설문설계를 무시했을 때와 비교하
여 설계효과가 모수추정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통상적인 데이터 분석기법에서는 주어진 설문데이터의 응답표본들이 무작위하게 얻어졌다
고 가정한다. 즉 임의의 모집단 분포로부터 단순무작위추출(SRS, simple random sampling)
을 통해 얻어진 표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합설문표본의 경우 다단계 층화군집을 적
용하여 수집한 특수한 데이터이므로, 데이터 수집단계에서의 설계변수들을 분석단계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Lumley, 2011). 복합설문표본 설계, 구체적으로 다단계 층화군집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할 때 고려할 설계변수(design variable)들에는 크게 (1) 군집변수(cluster
variable), (2) 층화변수(stratum variable), 그리고 (3) 사후층화 가중치(post-stratification
weight)의 세 가지가 있다.6) 먼저 조사설계자가 설정한 군집변수 및 층화변수에 따라 추출률
및 응답률을 계산할 수 있다. 다단계 층화군집 상황을 가정할 때 조사설계자는 군집변수를 1차표
집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로 두고, 단계적으로 군집 및 각 군집 내에서 층
(stratum)을 추출한다. 따라서 추출률은 다음과 같이 PSU(즉 군집) 및 PSU내 층 추출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추출률   추출률 × 내 층 추출률
표본 수

 × 
모집단 수
표본 내 층수

다음으로 응답률은 다음과 같이 층내 조사대상자수와 응답자수의 비율 형태로 계산된다.
즉 분석자는 군집변수 및 층화변수를 고려함으로써 단계별 추출 및 응답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
(bias)을 줄일 수 있다.

층내 응답자수
응답률  
층내 조사대상자수

마지막으로 사후층화 가중치는 조사설계자가 ‘사후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수집한
표본데이터의 특성이 모집단과 일치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통계 등을 통해 알려진 모집단

6) 이 밖에도 유한수정모집단(FPC, finite population correction)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FPC 변수는
표본과 모집단의 크기 차이를 추정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FPC 변
수를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유사한 추정결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eringa et al., 2017; Lumley, 2011).

16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021년 12월)

정보를 목표로 설정한 다음(이를테면 CM2020데이터의 경우 최신의 보육통계 또는 교육통계연
보), 실제로 얻어진 표본에 대해 표본모집단(sample population)과 표적모집단(target
population)의 특성 차이를 가중치로써 보정한다. 조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군집변수, 층화
변수 등을 활용하여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수집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도달불가
또는 무응답 문제로 인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의 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사시점과 분석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최신의 모집단 정보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복합설문분석에서는 추출률, 응답률 및 사후층화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가중치를 도출하며, 일
반적으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7)을 통해 모집단 정보를 고려한 조정 과정을
거친다.



최종가중치   ×  × 사후층화가중치
추출률
응답률

복합설문분석에서는 위 최종가중치를 모수추정식에 반영한다.8)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자.
6명의 남성, 4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설문표본 데이터에서 10명의 가중치가 각각 남성의 경우
0.8, 여성의 경우 1.3이라고 가정하자. 주어진 데이터에서 복합설문분석 기법을 적용해 모집단
에서의 여성의 인원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응답자  가 여성인 경우     , 남성인 경우

    ; 최종가중치   , 추정모수 
 ).






 

 

 

  ×  ×    ×  ×   

표본에서 여성 사례수를 단순 셈한 값은 4이지만, 가중치를 고려한 값은 5.2로 모집단 사
례수의 절반인 5에 가까워졌다. 이처럼 설계변수들을 고려함으로써 모수(이를테면 모집단에서의
여성의 수  )에 대한 점추정치(point estimate)가 달라질 뿐 아니라, 분산추정치(variance
estimate) 역시도 달라진다. 복합설문설계 상황을 무시한 경우, 즉 단순무작위추출(SRS) 상황

7) 레이킹 비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는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보고서> 55쪽을 참조하라. 간단한 예제를
통해 레이킹 비 방법을 소개한 문헌으로는 강남준·백영민(2004)을 참조하라.
8) 가중치를 반영하는 방식은 추정모수에 따라 상이하며, 만약 가중치(최종가중치 또는 사후층화 가중치) 변수만 사용
하고 군집변수 및 층화변수를 추정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복합설문표본 설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즉
가중치만 고려한 분석은 복합설문분석의 특수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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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한 분산추정치의 비율을 설계효과(design effect, Deff)라고 지칭한다. 예를 들어 추정
량
 에 대한 설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9)

 
 다단계층화군집 
  
 다단계층화군집   
 
  
설계효과(Deff)가 1보다 큰 경우 SRS에 비해 분산추정치가 큰 것이므로, 설계효과를 반
영하지 않은 통상적 분석기법을 실시할 경우 실제보다 표준오차(SE)를 더 작게 추정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복합설문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전후의 점추정치 및 (2) 설계효
과(Deff) 추정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단계층화군집으로 인한 설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복합설문표본이 공개설문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기존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설계효과에 대해 주의 깊게 논의된 바 없다. 특히 어린이 미디어 이용 및 부모 중재 연구와 같이
정성적 연구배경이 고려되고, 정량적 연구결과의 대표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복합설문분석 기
법은 필요성이 대두된다. 더욱이 성향점수분석 기법의 경우 정책 또는 캠페인 효과연구에서 꾸준
히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이를테면 이병관·이윤재, 2014), 성향점수분석을 복합설문표본에
대해 적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들(DuGoff, Schuler, & Stuart, 2014;
Lenis, Nguyen, Dong, & Stuart, 2019)에 따르면 복합설문설계에서의 가중치는 성향점수
분석 기법, 특히 성향점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 성향점수매칭에서의 가중치와 (2) 복합설문 가중치, 두 가지를 모두 가중치 형
태로 추정에 반영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표본 설계 및 수집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데이터(즉 CM2020데이터)의 모집단은 어린이

9) 구체적으로 단순무작위표집 비복원추출(SRSWOR, simple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을 기준으로
삼았다. SRSWR 기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표본설계의 효과 측면에서 단순무작위표집 비복원추출
(SRSWOR, simple random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기법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Lumley, 2011), 본 연구에서는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는 것 자체의 효과를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키쉬(Kish, 1995)
의 제안을 따라 SRSWR 기법과 다단계층화군집 기법의 추정결과를 비교하였다.

18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021년 12월)

집 원생, 유치원 원생,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보호자로 다단계 층화군집표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기법10)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M2020데이터 설계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행정단위별(17개 광역시도) 기관(어린이집, 유치
원, 초등학교)을 비율에 맞게 1차표집단위(PSU, primary sampling unit)로 설정한 후, 기관
내 연령·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즉 학령을 기준으로 표본기관 내 학급들을
층화한 후 층화군집추출을 실시함). 이후 단계별 추출확률 및 행정단위·기관·학급·성별 등과 같
이 알려진 모집단 정보에 기반을 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활용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김수지 등, 2020, 48-57쪽). 즉 CM2020데이터의 설계효과(Heeringa
et al., 2017; Lumley, 2011)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설계변수들, 즉 PSU, 층화변
수(학령), 가중치변수(최종가중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CM2020데이터에 각각
INSTITUTE, SQ3A, WGT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2) 변수소개

(1) 처치변수: 미디어 중재방식 적용여부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미디어 중재방식(즉 ‘제한적 중재방식’)의 처치
효과에 주목하였다. CM2020데이터에 포함된 미디어 중재방식은 ‘비밀번호 설정’, ‘콘텐츠 제한
설정’,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의 세 가지였다. 중재방식의 처치여부를 살펴보기 위하
여 “귀댁 아동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기술적 방안을 알고 계시거나 실제 적용
해 보셨나요?”를 제시한 후, 해당 중재방식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실제 적용해 봤다”를 선택하였을
경우 ‘처치집단(treated group)’으로, “모른다” 혹은 “알고 있지만 적용하진 않는다”를 선택하였
을 경우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분류하였다.

(2) 결과변수: 미디어별 이용시간, 미디어별 이용일수, 중재방식별 유용성 인식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변수들은 크게 ‘미디어별 이용시간’, ‘미디어별 이용일수’, ‘중재방식별 유
용성 인식’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디어별 이용시간’은 조사대상인 영유아들이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네 가지 미디어를 하루 평균 각각 몇 시간 몇 분 정도 사용하는
지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자들에게 “귀댁 아동은 다음 각 단말기 및 매체를 지난

10) CM2020데이터에서는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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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했나요?”를 제시한 후, 미디어 별로 주중 이용 ‘시간’ 및 ‘분’,
주말 이용 ‘시간’ 및 ‘분’을 측정한 네 변수를 통합하여 미디어별 이용시간 변수를 생성하였다. 예
를 들어 TV 시청시간과 관련된 변수는 A5_01_01_1_1(주중 TV이용시간), A5_01_01_1_2(주중
TV이용분), A5_01_02_1_1(주말 TV이용시간), A5_01_02_1_2(주말 TV이용분)이다. 이 네 변
수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통해 ‘일일평균 TV 이용시간’으로 통합하였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미디어별 일일평균 이용시간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미디어별 이용일수’는 조사대상인 영유아들이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네
가지 미디어를 일주일에 며칠이나 이용했는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자들에게
“귀댁 아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의 단말기 및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했나요?”를 제시한 후,
주중 및 주말 이용일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TV 시청일수와 관련된 변수는
A5_01_1(주중 TV이용일수), A5_02_1(주말 TV이용일수)이다. 이 두 변수를 통합한 ‘미디어별

이용일수’ 변수를 네 가지 미디어별로 계산한 후 사용하였다.
끝으로 ‘중재방식별 유용성 인식’은 조사대상인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중재방식(mediation)을 경험해 본 보호자의 중재방식 유용성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소개한 세
가지 중재방식을 적용해본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에게 “귀댁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해 실
제 적용해 보신 기술적 방안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통상적인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유용하지 않았다’; ‘5’ =‘매우 유용했다’)를 이용하여 유용성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단 이들 변수는 특정 중재방식을 실제 적용한 부모들에게서만 얻어진다.

(3) 공변량(통제변수)
교란효과를 통제하는 데 활용할 공변량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11) 첫째, ‘인구통계학적

11) 통상적 사회과학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교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고려하는 공변량은 50여개로 그 개수
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처치변수(원인변수)와 함께 공변량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통상적 연구들
과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향점수분석의 경우 공변량으로 발생하는 원인변수의 처치확률 차이의 균형을 맞추어 선
택편향(selection bias)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변량 개수가 많은 것이 모형추정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
는다. 실제로 성향점수분석을 소개하는 문헌들에서는 확보 가능한 최대한 많은 공변량을 투입하여 성향점수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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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공변량 9개에 해당한다. 이론적 배
경에서 소개하였듯, 부모 중재 관련 선행연구들(안정임, 2008; 유홍식, 2008; 최윤정·이종혁,
2021)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중재방식을 채택하며,
미디어 중재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역시 동질적이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성
별’, ‘학령’, 보호자의 경우 ‘어머니 여부’, ‘직장 유무’ 등 CM2020데이터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
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활용하였다(김수지 등, 2020).
둘째, ‘미디어 이용경험 변수’는 CM2020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미디어 이용 관련 응답들
에 해당하며, 미디어 보유 및 이용행태, 미디어 교육 경험 등을 포함한다. 결과변수인 어린이 미
디어 이용량은 부모의 실제로 선택한 중재방식 외에도 가정 내 미디어 이용패턴, 부모의 미디어
인식 등에 의해 종합적인 영향을 받으므로(이를테면 조연하·배진아, 2010; Nikken & Schols,
2015), 이용경험과 관련해 ‘1주일간 스마트폰 사용여부’, ‘미디어 교육 경험’, ‘어린이 콘텐츠 이
용 경험’ 등을 포함해 총 41개를 투입하였다.12)
셋째, ‘미디어 이용량 변수’는 앞서 소개한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변수들에 해당한다. 이용
량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기대되므로 ‘미디어별 이용시간’이 결과변수인 모형에서는 ‘미디어별
이용일수’ 변수들을, ‘미디어별 이용일수’가 결과변수인 모형에서는 ‘미디어별 이용시간’ 변수들을
투입하였다(Brookhart et al., 2006).

3) 데이터 분석방법

(1) 중재방식별 처치효과 추정
우선 ‘중재방식’을 채택한 부모들, 즉 처치집단에게서 미디어별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처치효과
(ATT)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①공변량을 이용한 교란효과 조정여부, ②다단계 층화군집표집에
따른 설계효과 반영여부를 교차하여 <Table 1>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할 것을 권장한다(백영민·박인서, 2021; Brookhart et al., 2006; Guo & Fraser, 2014; Rosenbaum & Rubin,
1983).
12) 공변량들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 평균중심화변환(평균은 복합설문분석 기법으로 계산함), 이분변수인 경우 0.5를
감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공변량 변수명 및 설명은 <부록Ⅲ>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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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ur Models Estimating Treatment Effects by Crossing whether to Consider Both Design Effect
and Confounding Effect
Confounding Effect
Unconsidered
Design
Effect

Unconsidered (A) Naive analysis
Considered

(C) Complex survey analysis

Considered
(B) Propensity score analysis using full
matching algorithm
(D) Complex survey analysis with
propensity score analysis using full
matching algorithm

‘(A) 단순처치효과분석’에서는 교란효과와 설계효과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단
순처치효과분석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결과변수의 평균차이를 처치효과라고 간주하였다
(즉 표본이 단순무작위표집 비복원추출[SRS] 기법으로 얻어졌다고 가정하고, 단순한 독립표본
티테스트[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함). 물론 추정의 비편향성 및 대표성 면에서
단순처치효과분석은 권장되는 분석방법은 아니지만, 교란효과와 설계효과가 모수추정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선(baseline)이 된다.
‘(B) 성향점수전체매칭분석’에서는 교란효과는 고려하되, 설계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모든 공변량들을 독립변수로, 원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
귀모형을 통해 얻은 처치집단 배치확률(Rosenbaum & Rubin, 1983)을 응답자의 성향점수로
활용하여 매칭을 실시한 후, 공변량들의 효과를 통제한 처치효과를 추정하였다. 즉 ‘(B) 성향점
수전체매칭분석’과 ‘(A) 단순처치효과 분석’을 비교하면, 교란효과를 야기하는 공변량을 고려하
지 않았을 때 모수추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13)
‘(C) 복합설문분석’에서는 설계효과를 고려하되, 공변량에 의한 교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
다. 복합설문분석에서 처치효과를 추정할 때는 다단계 층화군집표집 과정에서 사용된 군집변수
(PSU, INSTITUTE), 층화변수(SQ3A), 레이킹 비 방법으로 계산된 가중치(WGT) 변수들을 고
려하였다. ‘(C) 복합설문분석’과 ‘(A) 단순처치효과분석’을 비교하면,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았
을 때 모수추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13) 비록 사회과학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향점수매칭 기법이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란효과를 일으킬 것
으로 가정되는 공변량을 회귀모형에 통제하는 방법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흔히 사용된다. 행동과학 혹은 의료분야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얻은 분석결과는 일반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얻은 분석결과와 크
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Shah, Laupacis, Hux, & Austin, 2005; Stürmer et al., 2006), 원인변수의 외생
성(exogeneity)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모형의존도(model dependency)가 높은 상황인 경우 통상적 회귀모형으로 얻은
모수추정치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Guo & Fraser, 2014; Ho et al., 2007). 즉 성향점수매칭으로
얻은 결과는 통상적 회귀모형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보다 더 모수에 가까운 추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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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성향점수전체매칭후 복합설문분석’에서는 처치효과를 추정할 때 교란효과와 설계효과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였다. 개념적으로 ‘(B) 성향점수전체매칭분석’과 ‘(C) 복합설문분석’을 단
계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매칭을 실시할 때는 선행연구들(DuGoff et al., 2014; Lenis et al.,
2019)의 조언을 따라 복합설문 가중치(WGT) 변수를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에 가중치 형태로 반영하였다.14)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Table 1>의 네 가지 모형들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비교·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때, 교란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추
정결과의 문제점은 (A)-(B)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계효과를 고려하였지만 교란효과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추정결과의 문제점은 (C)-(D) 비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둘째,
교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추정결과의 문제점은
(A)-(C)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란효과를 고려하였으나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추정결과의 문제점은 (B)-(D)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중재방식 개별처치효과와 유용성 인식의 관계추정
다음으로 개별 응답자에게서 나타난 중재방식 처치효과, 즉 개별처치효과(ITE,    )와 중재
방식에 따른 유용성 인식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앞서 소개한 평균처치효과(ATT)를 통해 어떤
부모 중재 방식이 어린이 미디어 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균적인(average)’ 효과추정
치를 얻을 수 있다면, 해당 모형을 활용해 응답자 개인에게서 기대되는 ‘개별적인(individual)’
효과추정치 또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Künzel, Sekhon, Bickel, & Yu, 2019; Lamont
et al., 2018). ITE 분석을 활용하면 응답자에게 가장 적합한 중재방식을 찾거나, 처치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응답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처치물을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응답
자 개개인에게서 나타난 ITE의 크기가 원인처치에 대한 사후평가(즉 중재방식의 유용성 인식)
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Künzel et al., 2019;
Lamont et al., 2018)을 토대로 중재방식의 ITE 크기와 유용성 인식의 관계를 복합설문분석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14) 성향점수매칭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R의 MatchIt 패키지(version 4.2.0; Ho, Imai, King, Stuart, &
Whitworth, 2021) 사용하였고, 복합설문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survey 패키지(version 4.1-1; Lumley, 2021)
와 srvyr 패키지(version 1.0.1; Ellis, Lumley, Zoltak, & Schneider, 2021)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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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설계효과
우선 중재방식 처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핵심적 변수들, 즉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통상적
기술통계분석과 복합설문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15) 원인변수, 즉 세 가지 미디어 중
재방식에 대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빈도와 비율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Naive Analysis (Naive) and Complex Survey Analysis (CSA): Cause Variables
(1) Password
Frequency (%)
Naive

CSA

Treated
group

822
(38.0%)

823
(38.1%)

Control
group

1,339
(62.0%)

1,338
(61.9%)

(2) Content-filter
Frequency (%)

Deff
4.120

Naive

CSA

742
(34.3%)

754
(34.9%)

1,419
(65.7%)

1,407
(65.1%)

(3) Parental control software

Deff
3.463

Frequency (%)
Naive

CSA

625
(28.9%)

645
(29.9%)

1,536
(71.1%)

1,516
(70.1%)

Deff
3.498

Note. Deff = Design Effect, as proposed by Kish (1995). Frequency results of complex survey analysis (CSA) are
rounded to the nearest integer.

<Table 2>에서 알 수 있듯, 부모들은 ‘비밀번호 설정’ > ‘콘텐츠 제한 설정’ > ‘미디어이용관
리 프로그램/앱 설치’의 순서로 중재방식을 선호한다. 이 선호순위는 통상적 기술통계분석이나
복합설문 기술통계분석 모두에서 유지되나, 통상적 분석은 복합설문분석에 비해 처치집단을 다
소 과소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용빈도가 낮은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의
경우,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처치집단 추정비율은 약 1%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효과(Deff)’ 통계치에서 드러나듯, 세 가지 원인변수들 모두에서 1보다 큰 설계효과
통계치를 얻었다. 즉 설계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 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보다 표준오
차(SE)를 더 작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결과변수, 즉 네 가지 미디어별(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시간과 이
용일수, 중재방식별 유용성 인식에 대한 통상적 기술통계분석과 복합설문 기술통계분석결과를
비교하면 <Table 3>과 같다.

15) 공변량에 대한 통상적 기술통계분석과 복합설문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부록Ⅲ>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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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Naive Analysis (Naive) and Complex Survey Analysis (CSA): Outcome
Variables
Mean (95% CI)

Deff

Naive

CSA

TV

2.181
(2.093, 2.269)

2.164
(2.054, 2.273)

1.678

PC

0.451
(0.408, 0.495)

0.426
(0.379, 0.473)

1.412

Smartphone

1.394
(1.308, 1.479)

1.348
(1.241, 1.455)

1.781

Tablet PC

0.822
(0.766, 0.879)

0.805
(0.737, 0.873)

1.661

(Total)

4.849
(4.656, 5.041)

4.743
(4.522, 4.965)

1.601

TV

5.187
(5.086, 5.289)

5.218
(5.070, 5.365)

2.105

PC

1.386
(1.295, 1.477)

1.398
(1.271, 1.524)

1.909

Smartphone

4.057
(3.943, 4.171)

4.097
(3.931, 4.264)

2.112

Tablet PC

2.712
(2.596, 2.829)

2.801
(2.622, 2.979)

2.289

Password

3.934
(3.874, 3.995)

3.928
(3.861, 3.996)

1.303

Content-filter

3.902
(3.840, 3.963)

3.892
(3.819, 3.965)

1.464

Parental control software

3.954
(3.882, 4.025)

3.953
(3.872, 4.033)

1.331

Hours of Media Use

Days of Media Use

a)

Perceived Effectiveness of Mediation

Note. Deff = Design Effect, as proposed by Kish (1995). CI = Confidence Interval.
who adopted the specific way of restrictive mediation.

a)

Only observed from parents

<Table 3>에서도 통상적 분석결과와 복합설문 분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방법 모두
TV, 스마트폰 위주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잘 보여주며, 중재방식의 경우 부모들은 ‘미디어이용관
리 프로그램/앱 설치’ > ‘콘텐츠 제한 설정’ > ‘비밀번호 설정’의 순서로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하
지만 미디어 이용시간과 중재방식별 유용성 인식 변수들의 경우 통상적 분석을 실시했을 때 평균
을 과대추정한 반면, 미디어 이용일수 변수들의 경우 평균을 과소추정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설계효과 통계치(Deff)’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모든 변수에서 1보다 큰 설계효과 통계치가
나타나 통상적 분석을 실시했을 때 표준오차를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모든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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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상적 분석결과로 얻은 평균의 95% 신뢰구간(CI)이 복합설문 분석결과로 얻은 95% CI
에 비해서 더 좁게 나타났다.

2) 미디어 이용시간과 이용일수에 대한 중재방식 처치효과 추정
다음으로 어린이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방식의 처치효과를 추정하였다. 세 가지 중재방식
(비밀번호 설정, 콘텐츠 제한 설정, 미디어이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이 미디어별(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시간과 이용일수에 미치는 처치효과를 <Table 1>의 네 가지 방
식으로 추정하였다.

(1) 미디어별 이용시간에 대한 중재방식 처치효과 비교
먼저 미디어별 이용시간에 대한 중재방식 처치효과를 네 가지 기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위 패널에서는 미디어별(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용시간에 대한 처치효과
를, 아래 패널에서는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처치효과를 나타냈다.

Figure 1. Estimated 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ATT) on hours of media use. For each of four
media types, ATT is calculated as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treated units and their non-treated
(control) matches. Four models in <Table 1> are used for ATT estimation.

먼저 <Figure 1>의 맨 왼쪽 패널의 ‘비밀번호 설정’ 중재방식의 처치효과 추정결과를 살펴
보자. 미디어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비밀번호 설정이 미디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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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감소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미디어 유형에서 감소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전체 이용시간에서는 30분 가량 주별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ATT = -0.525, 95% CI, [-0.893, -0.156]). 추정기법에 따라서는 ‘성향점수
전체매칭분석’이 다른 기법들과 차이를 보였다. 전체 및 네 가지 미디어별 이용시간에 대해 그 효
과추정치가 0에 가깝다는 점에서, 교란효과만을 고려하고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처치효과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중간 패널의 ‘콘텐츠 제한 설정’ 중재방식의 처치효과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비밀
번호 설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이용량 감소 측면에서 ‘콘텐츠 제한 설정’은 역시 효과적
인 미디어 중재방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미디어 유형에서 감소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전체 이용시간에서는 30분 가량 주별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ATT = -0.555, 95% CI, [-1.020, -0.086]). 네 가지 추정기법들 간의 비교를 통해,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중재효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
히 스마트폰 및 전체 이용시간의 경우, 설계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처치효
과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교란효과 설계효과 모두를 고려했을 때
에 비해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처치효과를 약하게 추정하는 문제
(attenuation; 절댓값 기준)가 발생하며, 이러한 패턴은 TV와 태블릿 PC 이용시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끝으로 가장 오른쪽 패널의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의 처치효과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TV, PC, 태블릿 PC의 경우 네 가지 처치효과 추정방식 모두 통계적 유의도
테스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교란효과와 설계효과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지 않을 경
우 처치효과를 과대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시간 및 전체 미디
어 이용시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물론 교란효과만 반영한 추정치의 경우 통계적 유의도 판단
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처치효과를 과대추정하고 있었으
며, 또한 설계효과만 반영한 추정치의 경우 통계적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교란효과와 설계효과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해야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ure 1>에서 ‘비밀번호 설정’과 ‘콘텐츠 제한 설정’은 유의미한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과
가 발견되었으나,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추정기법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공변량에 따른 교란효과를 반
영하지 않으면, 중재방식 처치효과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높다(절댓값 기준). 둘째, 다단계 층
화군집표집으로 인한 설계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통계적 유의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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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밀번호 설정’과 ‘콘텐츠 제한 설정’ 중재방식의 경우 존재하는 처치효과를 존재하지 않는
다고 오판할 수 있고,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치효
과를 존재한다고 오판할 수 있다. 즉 미디어 이용시간 대상 처치효과 추정과정에서 교란효과와
설계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1종(Type-1) 및 제2종 오류(Type-2 error)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미디어별 이용일수에 대한 중재방식 처치효과 비교
미디어별 이용일수에 대한 중재방식 처치효과를 네 가지 기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미디어 이용시간이 네 가지 미디어 유형(<Figure 1> 위 패널) 및 전체 미
디어 이용시간(<Figure 1> 아래 패널)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미디어 이용일수는 각 미디어
유형에 대해서만 효과추정치가 계산되었음에 주의하라.16)

Figure 2. Estimated 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ATT) on days of media use. For each of four
media types, ATT is calculated as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treated units and their non-treated
(control) matches. Four models in <Table 1> are used for ATT estimation.

미디어 이용일수에 있어서 세 가지 미디어 중재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효과를 보
이지 않았다. PC 이용일수의 경우 미약하나마 ‘비밀번호 설정’과 ‘콘텐츠 제한 설정’ 에 대해 이
용일수가 감소하는 패턴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설계효과를 고려한 추정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다른 미디어 유형들에서는 PC와 같은 감소패턴이 감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을 적용한 어린이들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일수가 통

16) 일반적인 미디어 동시이용(simultaneous use) 행태를 고려하면 ‘전체 미디어 이용일수’는 개념적으로 타당하거나
유용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을 계산하는 것 또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나, CM2020 데이
터가 성인이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영유아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이 2시간 이내라는 점
에서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을 측정하였다. 김수지 등(2020) 역시 이용일수가 아니라 이용시간에 대해서만 주별 총계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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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기법별로 결괏값에 차이가 크게 발생한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에
주목하면 다음과 같다. TV 이용일수의 경우, 교란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처치효과를 유의미하다고 잘못 판단하고, 아울러 처치효과를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C의 경우 통계적 유의도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 기법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란효과 반영여부에 따라 점추정치의 부호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 경우 네 가지 추정기법으로 얻은 처치효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심각하게 처치효과를 과대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5% CI가 서로 구분됨). 태블릿 PC의 경우 교란효과와 설계효과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지 않
았을 경우 처치효과를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효과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처치효과를 유의미한 처치효과라고 오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에 대한 전반적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디어 이용시간과 달
리 미디어 이용일수에 대해서는 제한적 중재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또한 교란효과와 설계효
과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세 가지 중재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처치효과를 유의
미하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TV와 스마트폰 이용일수의 경우 교란효과를, PC와 태블
릿 PC 이용일수의 경우 설계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 판단결과가 왜곡될 가
능성이 높다.

3) 중재방식 개별처치효과와 유용성 인식의 관계추정
끝으로 <Figure 3>은 미디어별 이용시간과 이용일수에 대한 응답자 개개인에게서 얻은 개별처
치효과(ITE)와 각 중재방식에 대한 유용성 인식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냈다.17)

17) ITE 효과 추정에는 공변량 중 인구통계학적 변수 9개를 통제하였다. <부록Ⅳ>에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
치’ 중재방식에 대한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보고하였으며(<부록Ⅳ-1> 미디어 이용시간; <부록Ⅳ-2> 미디어 이용일수), 다
른 두 가지 중재방식에 대한 추정결과는 저자들에게 문의하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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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impact of individual treatment effect (ITE) on perceived usefulness of mediation. For each of
four media types, perceived usefulness of mediation is regressed on estimated individual treatment effect,
and its regression coefficient with 95% confidence interval is displayed. Model (D) in <Table 1> is used for
ATT estimation.

미디어 이용량을 대상으로 추정한 개별처치효과가 중재방식별 유용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중재방식 중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에서 유의미한 관계성이
발견되었다. 맨 왼쪽 패널에 나타나듯 ‘비밀번호 설정’의 개별처치효과는 유용성 인식과 뚜렷한
연관관계를 갖지 않았고, 중간 패널의 ‘콘텐츠 제한 설정’ 중재방식 또한 태블릿 PC 이용일수를
제외하고는 유용성 인식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맨 아래쪽 패널의 ‘미디어이용관
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의 경우 개별 응답자에게서 나타난 개별처치효과와 유용성 인식은
PC의 이용시간과 이용일수 그리고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방식의 유용성 인식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유용하지 않
았다’; ‘5’ =‘매우 유용했다’)로 구성되었으므로, 미디어 이용감소 효과가 클수록 해당 중재방식
이 더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응답자가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으로 자녀의 PC이
용시간이 1시간 감소하는 처치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중재방식에 대한 유용성 인식점수는 약
0.061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061, 95% CI, [-0.120, -0.003]), PC 이용일
수가 1일 감소하는 처치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중재방식에 대한 유용성 인식점수는 약 0.040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40, 95% CI, [-0.071, -0.009]).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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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에 대한 ITE는 유용성 인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스마트폰 이용시간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에서 약 1시간 감소효과가 나타난 개별 응답자의 유용성 인식점수는 약
0.042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42, 95% CI, [-0.070, -0.014]).
<Figure 3>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번호 설정’ 및 ‘콘텐츠 제한 설정’
중재방식의 경우 개별응답자에게서 처치효과가 나타나더라도, 해당 중재방식이 특별히 유용하다
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의 경우
영유아의 PC 이용시간이나 이용일수가 감소하는 처치효과가 나타날 경우, 해당 중재방식을 유
용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데이터(CM2020데이터)를 이
용하여 보호자의 영유아에 대한 미디어 이용 중재방식(mediation) 채택여부에 따라 미디어 이
용량(이용시간 및 이용일수)에서 나타나는 처치효과를 추정한 후, 개별 중재방식 처치효과 크기
에 따라 중재방식 유용성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 및 이론적·방법
론적 함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방식 중 ‘비밀번호 설정’ 및 ‘콘텐츠 제
한 설정’ 방식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발견되었으나(<Figure 1> 참조), 이
용일수 측면에서는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Figure 2> 참조).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에 대
한 복합적인 처치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이 두 가지 제한적 중재방식은 절대적인 미디어 이용량
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일수에서 나타나듯 미디어 이용패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 어린이는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며, 부모
의 개입이나 통제는 자녀의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미디어 이용행태나 장
기적인 이용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김수지 등(2020)에서 보고한 집단
심층면접 내용, 즉 부모가 미디어 이용량 제한을 통해 ‘정해진 만큼만 보고 나면 딱 끊는’ 습관과
자제심을 길러주려 한다는 의견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적어도 부모가 의도한 ‘바람직한 습관 형
성’의 측면에서 제한적 중재방식은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소수 참여자를 대
상으로 한 정성적 연구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러한 목적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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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듯(Schmidt et al., 2012), 공동시청이나 미디어 교육 등 다른 접근법이 동반될 필요성
이 제기된다.
한편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방식은 실제로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igure 1>과 <Figure 2> 참조), 해당 중재방식을 선택한 부모들에
게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량을 많이 감소시킬수록 중재방식의 인지된 유용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3> 참조). <Table 1>과 <Table 2>에서 나타나듯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
램/앱 설치’ 방식은 부모들에게서 가장 드물게 사용되면서(적용비율 29.9%; 비밀번호 설정의
경우 38.1%, 콘텐츠 제한 설정의 경우 34.9%) 가장 유용하다고 인식되는(평균 유용성 인식
3.953; 비밀번호 설정의 경우 3.928; 콘텐츠 제한 설정의 경우 3.892)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이 중재방식을 채택하는 부모들은 다른 두 가지 방식과는 사뭇 다른 성격으로 해당 방식을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앞서 비밀번호 설정이나 콘텐츠 제한 설정은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미
디어 이용량 감소효과를 보이지만, 응답자 개개인이 경험한 효과의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이는
유용성 인식과 큰 관련이 없다(<Figure 3> 참조). <Figure 3>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추론
이 가능하다. 즉 이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는 부모는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어쩌면 예상하고 있는) 효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디어이용관리 프
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두 가지 방식에게서 예측 가능한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과보다는 양·질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중재효과가 나타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두 가지 방식과 비교
해 상대적으로 새롭고,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널리 정착되지 않은 중재방식인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방식에 대해 ITE 분석을 이용하면 단순한 정량적 수치를 넘
어 중재방식의 특성에 따른 다면적인 성격을 추론해볼 수 있다. 물론 <Figure 3>의 분석결과에
대한 이러한 추정은 이론적 정교화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위 분석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는 세 가지 방법론적 통찰을 이끌어냈다. 첫째, 미디어 이용
중재방식 채택여부와 미디어 이용량 사이의 관계를 추정할 때는 교란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변량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만약 교란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처치효과의 크기를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도 테스트 결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
였다. 본 연구에서 잘 드러나듯 정량적 연구방법을 택하는 연구자라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교
란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변량들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즉 미디어 중재 연구에서
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교란효과를 야기하는 공변량들을 주의 깊게 포함시키는 방식(이를테면,
안정임, 2008; 이숙정·전소현, 2010; Nikken & Schols, 2015; Schmidt et al., 2012;
Van den Bulck & Van den Bergh, 2000)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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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란효과를 완전히 혹은 충분히 통제했다고 하더라도 다단계 층화군집표집으로 수집
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처치효과를 타당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Figure 1>과 <Figure 2>에서 알 수 있듯, 타당한 처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란효과와 설계
효과 두 가지를 모두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교란효과보다는 설계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확실하다. 왜냐하면 교란효과를 야기하는 공변량들을 모두 확정하는
것은 논리적 혹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반면, 설계효과를 야기하는 변수들(즉, 군집변수, 층
화변수, 가중치 등)은 설문설계 단계에서 명확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설계효과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반면, 교란효과
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안타깝게도 어린이 미디어 이용분야는
물론 적지 않은 수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복합설문표본의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물론 편의표집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같이 복합설문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라면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데이터 분석결과를 조심스
럽게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CM2020 데이터를 비롯하여 2차분석을 위해 공개된 공공설문데이터
(public survey data)의 경우 표집과정에서 설계효과를 야기하는 변수들이 무엇이며, 관리기
관에 따라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따라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18) 그러나 국내의 출간 연구 중에는 공공설문데이터를 2차분석할 때 설계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를테면 양길석 등, 2021). 설문조사 연구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학술단체인
전미여론조사협회(AAPOR)에서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작성시 설계효과를 반영한 복합설문분
석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19) 아울러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설문조사결과를 활
용하는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매우 권장되지 않으며, 심지어 권위있는 의학분야 학술지들에서는
복합설문분석을 적용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논문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Sakshaug & West, 2014; Ward, 2018). 본 연구결과는 다단계 층화군집표집으로 수집된
설문데이터의 경우 반드시 설계효과를 반영한 복합설문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
하게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제안되고 있는 개별처치효과(ITE)를 추정한

18)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에서 수집·관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경우 SPSS, SAS를 이용한
복합설문분석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에서는 STATA를 이용하여
ANES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19) 다음을 참조하라. https://www.aapor.org/Standards-Ethics/Best-Practi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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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Künzel et al., 2019; Lamont et al., 2018), 원인처치를 경험한 사례들에게서만 측정된
변수와 ITE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980년대 로젠바움과 루빈(Rosenbaum &
Rubin, 1983)이 제안한 이후로 성향점수분석 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 및 확장되어 왔으나, 분
석의 복잡성과 실제 모수추정결과 측면에서 통상적인 데이터분석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서(Guo & Fraser, 2014; Shah et al., 2005; Stürmer et al., 2006) 적어도 사회과학 분
야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의 <Figure 3>에서 나타나듯, ITE와 처치집단의
주관적 유용성 인식의 관계는 부모 중재방식 효과와 효과인식을 둘러싼 함의를 통해 새로운 이론
적 연구문제 도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맥락 너머에서 ITE 분석을 활용하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과학적 연구문제에 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공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해당 공공정책의 처치효과를 더 크게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해당 공공정책에 대해 더 만족하
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다. 적어도 본 연구의 저자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본 연구
는 ITE를 추정하고 이를 현실 사례에 적용한 첫 번째 국내연구 사례이며, 향후 다양한 사회과학
적 연구문제에 ITE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원인변수인 미디어 중재방식 처치
여부와 결과변수인 미디어 이용량의 시간적 선행관계가 불투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
어 이용중재 이론을 배경으로 미디어 중재방식을 원인으로, 미디어 이용량을 결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와 같은 횡단적(cross-sectional) 설문데이터에서는 둘 중 무엇이 원인인지
확실하게 단언하기 어렵다. 부모의 미디어 이용중재 이론에서 가정하듯 중재방식을 통해 미디어
이용량에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자녀가 미디어를 너무 오래 이용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중재방식을 적용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
는 미디어 중재방식과 이용량 사이의 시간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둘째, 결과변수인 미디어 이용시간과 미디어 이용일수 측정치의 타당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CM2020데이터에서는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보호자의 기억을
토대로 회상(recall)한 자기보고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회상을 토대로 한 자기보고 방식은 설문조
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나 편향의 문제로 인해 측정의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영민 등, 2012; De Vreese & Neijens, 2016;
Prior, 2009). 또한 어린이 미디어 이용량의 응답 주체가 어린이 본인이 아닌 보호자라는 점 역시
측정치의 타당성을 잠식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지만,
동일한 현상에 대한 보호자의 관찰(observation)과 청소년의 자기평가(self-assessment)가 서
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Theunissen et al., 1998; Waters, Stew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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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zpatrick, 2003). 오늘날 미디어가 대부분 디지털 기기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
털 기기의 흔적(trace)이나 로그(log) 등을 활용하여 측정의 타당도가 개선된 데이터 수집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합설문분석 맥락에서 성향점수매칭기법을 적용하였음에도, 성향점수매칭 분석과정
에서 추천되는 (1)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공변량 균형(covariate balance) 점검, (2) 처
치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백영민·박인서, 2021;
Guo & Fraser, 2014). 현재까지 개발되고 일반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변량 균형점검 및
민감도 분석방법은 설계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두 가지 점검을 위해서는
통계학적 이론화 및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몇 가지 불가피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다단계 층화군집표집으로 수집된 공개 설문데이터를 분석할 때 왜 교란효과와 설계효과를 고려해
야 하는지를 어린이 미디어 이용 중재방식의 처치효과 추정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
로 예시하였다. 둘째, 성향점수매칭기법을 이용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개입(intervention)
을 경험한 개인의 개별처치효과(ITE)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인처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치에 대한 사후평가와도 관련지을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린이 미디어 이용연구를 넘어 관측연구 및 설문조사 기반의 사회과학 데이터 전반에 걸
쳐 활용될 수 있으며,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방법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유의미한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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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 2019년 이전 해외에서 영어로 출간된 만 10세 미만 어린이
대상 부모중재 효과 실증연구
연구

지역

Desmond et al. (1987)

미국 동부

대상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표집방법
비확률표집기법

설계효과 고려여부
고려하지 않음

Warren & Bluma (2002)

미국 남부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비확률표집기법

고려하지 않음

Warren (2003)

미국 남부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

비확률표집기법

고려하지 않음

초등학생의 부모

비확률표집기법

고려하지 않음

Buijzen & Valkenburg (2005) 네덜란드
†

Vandewater et al. (2005)

미국 전역

6세 이하 영유아의 부모 확률표집기법(랜덤디짓다이얼링 사후층화 가중치 적용
[random digit dialing] 기반
전화면접)

Mittal (2011)

인도

초등학생

비확률표집기법

고려하지 않음

Harrison et al. (2012)

미국 중서부 2∼4세 영유아의 부모

비확률표집기법

고려하지 않음

Bleakley et al. (2013)†

미국 전역

18세 미만 모든 영유아 확률표집기법(대표성 있는
및 청소년의 부모
온라인 패널 구축)

사후층화 가중치 적용

Choo et al. (2015)

싱가폴

초등학생

확률표집기법

고려하지 않음

Zhao & Phillips (2013)

미국

3∼6세 영유아의 부모

비확률표집기법

고려하지 않음

알림 1. 제시된 연구들은 2019년 출간된 천과 시의 메타분석(Chen & Shi, 2019)에서 파악한 총 52개 실증연구들 중 (1) 연구대
상이 어린이, 즉 만 10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elementary students)이며, (2) 부모중재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종속변수가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시간인 10개의 실증연구를 출간년도에 따라 제시한 것임.
알림 2. 천과 시의 메타분석(Chen & Shi, 2019)에서 활용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PsycINFO, MEDLINE, Communication &
Mass Media Complete, EBSCO,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RIC), Web of Science Direct,
PubMed, Nursing & Allied Health Source의 총 8개임.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검색어 목록들은 해당 메타분석
논문의 177쪽 참조.
알림 3. †표시된 논문들의 경우 본서에 소개한 복합설문분석 중 사후층화 가중치 변수만을 적용하였음. 즉 †표시된 논문들의 연구방
법은 복합설문분석의 특수사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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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Ⅲ. 공변량 대상 통상적 기술통계분석과 복합설문 기술통계분석
결과 비교
평균 (95% 신뢰구간)

설계효과(Deff)

통상적 분석

복합설문 분석

[1] DM01: 어린이 성별
(1=여아, 0=남아)

0.513
(0.492, 0.534)

0.513
(0.481, 0.545)

2.304

[2] SQ3A: 어린이 학령
(1=어린이집, 2=유치원, 3=초등 1학년,
4=초등 2학년, 5=초등 3학년)

2.388
(2.335, 2.441)

2.572
(2.519, 2.624)

1.224

[3] DM04: 지역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0=그 외 지역)

0.465
(0.444, 0.486)

0.489
(0.444, 0.534)

4.503

[4] DM05: 보호자와의 관계
(1=어머니, 0=아버지 및 기타)

0.710
(0.691, 0.729)

0.715
(0.682, 0.749)

3.120

[5] DM06: 가족 구성
(1=양부모 가정, 0=그 외 가정)

0.922
(0.910, 0.933)

0.925
(0.909, 0.941)

2.063

0.609
(0.588, 0.630)

0.599
(0.567, 0.631)

2.390

외동

0.352
(0.332, 0.372)

0.368
(0.335, 0.401)

2.648

첫째

0.357
(0.337, 0.377)

0.352
(0.323, 0.381)

2.023

둘째

0.240
(0.222, 0.258)

0.230
(0.204, 0.256)

2.184

셋째 이상

0.051
(0.042, 0.061)

0.050
(0.035, 0.066)

2.857

3.859
(3.823, 3.895)

3.860
(3.794, 3.926)

3.133

5.478
(5.386, 5.569)

5.554
(5.370, 5.739)

3.821

[10] DM09: 1주일간 스마트폰 이용여부
(이용=1, 비이용=0)

0.826
(0.810, 0.842)

0.828
(0.806, 0.850)

1.863

[11] DM10: 미디어 교육 경험
(경험=1, 비경험=0)

0.278
(0.259, 0.297)

0.278
(0.246, 0.309)

2.712

[12] DM11: 어린이 콘텐츠 이용 경험
(경험=1, 비경험=0)

0.700
(0.680, 0.719)

0.706
(0.677, 0.735)

2.278

인구통계학적 변수

†

†

[6] DM07: 보호자 직업
(1=직장인, 0=그 외 직업)
[7] SQ4A: 출생 순위

[8] SQ6A: 전체 가구원수
[9] SQ5B: 월평균 가구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200만 원 미만,
…, 11=1,000만 원 이상)
미디어 이용 경험 변수

알림 1. 평균과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보고하였음.
알림 2. 제시된 12개 공변량 외 실측된 연속형 변수 38개를 투입하였음(A0_01, A3, A0, A0_02_1, B1, C2, E1, F1_1, G1_1,
G1_2, G1_3, G1_4, G1_5, G1_6, G2_1, G2_2, G2_3, G2_4, G2_5, G3_1, G3_01_1, G3_01_2, G3_01_3, G4_1,
H1_1, H1_2, H1_3, H1_4, H1_5, H1_6, H1_7, I2_01, I2_02, I4_1, I4_01_1, I5_1, I5_2, I5_3). 해당 변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김수지 등(2020) 보고서를 참조하라.
알림 3. †표시된 DM05(보호자와의 관계), DM07(보호자 직업) 변수들에 대해서는 정확 매칭(exact matching)을, 다른 공변량들
에 대해서는 전체매칭(full matching)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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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Ⅳ-1.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 개별처치
효과와 유용성 인식의 관계추정: 미디어 이용시간 대상
미디어 이용시간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체

절편

3.793***
(0.127)

3.806***
(0.127)

3.798***
(0.127)

3.808***
(0.130)

3.812***
(0.129)

ITE

0.009
(0.014)

-0.061**
(0.030)

-0.042***
(0.014)

-0.017
(0.020)

-0.011*
(0.006)

[1] DM01: 어린이 성별
(1=여아, 0=남아)

-0.110
(0.079)

-0.122
(0.079)

-0.116
(0.078)

-0.111
(0.079)

-0.117
(0.079)

[2] SQ3A: 어린이 학령
(1=어린이집, 2=유치원, 3=초등 1학년,
4=초등 2학년, 5=초등 3학년)

-0.001
(0.034)

0.004
(0.034)

0.007
(0.034)

-0.002
(0.034)

0.001
(0.034)

[3] DM04: 지역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0=그 외 지역)

0.101
(0.081)

0.100
(0.080)

0.073
(0.080)

0.098
(0.081)

0.091
(0.081)

[4] DM05: 보호자와의 관계
(1=어머니, 0=아버지 및 기타)

-0.141
(0.102)

-0.146
(0.100)

-0.118
(0.101)

-0.142
(0.101)

-0.136
(0.101)

[5] DM06: 가족 구성
(1=양부모 가정, 0=그 외 가정)

0.095
(0.187)

0.073
(0.186)

0.045
(0.184)

0.083
(0.189)

0.067
(0.189)

[6] DM07: 보호자 직업
(1=직장인, 0=그 외 직업)

-0.018
(0.097)

-0.012
(0.096)

-0.016
(0.096)

-0.013
(0.097)

-0.012
(0.097)

첫째

0.327***
(0.125)

0.322**
(0.125)

0.338***
(0.124)

0.319**
(0.126)

0.319**
(0.126)

둘째

0.117
(0.133)

0.112
(0.132)

0.115
(0.130)

0.106
(0.133)

0.102
(0.131)

셋째 이상

0.216
(0.226)

0.229
(0.223)

0.264
(0.222)

0.209
(0.225)

0.221
(0.223)

-0.027
(0.054)

-0.023
(0.053)

-0.030
(0.052)

-0.023
(0.053)

-0.022
(0.052)

0.000
(0.022)

0.003
(0.022)

-0.004
(0.022)

-0.002
(0.022)

-0.003
(0.022)

인구통계학적 변수 (통제변수)

[7] SQ4A: 출생 순위 [기준집단: 외동]

[8] SQ6A: 전체 가구원수
[9] SQ5B: 월평균 가구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200만 원 미만,
…, 11=1,000만 원 이상)

알림. ITE = Individual Treatment Effect. ITE 정의 및 추정방식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라.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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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Ⅳ-2.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앱 설치’ 중재방식 개별처치
효과와 유용성 인식의 관계추정: 미디어 이용일수 대상
미디어 이용일수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절편

3.798***
(0.125)

3.791***
(0.124)

3.798***
(0.127)

3.806***
(0.129)

ITE

0.012
(0.016)

-0.040**
(0.016)

0.002
(0.013)

-0.010
(0.012)

[1] DM01: 어린이 성별
(1=여아, 0=남아)

-0.106
(0.079)

-0.131*
(0.079)

-0.112
(0.078)

-0.106
(0.080)

[2] SQ3A: 어린이 학령
(1=어린이집, 2=유치원, 3=초등 1학년,
4=초등 2학년, 5=초등 3학년)

-0.000
(0.034)

0.013
(0.035)

-0.002
(0.034)

-0.003
(0.034)

[3] DM04: 지역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0=그 외 지역)

0.098
(0.081)

0.116
(0.078)

0.102
(0.081)

0.099
(0.081)

[4] DM05: 보호자와의 관계
(1=어머니, 0=아버지 및 기타)

-0.144
(0.101)

-0.177*
(0.102)

-0.140
(0.102)

-0.147
(0.103)

[5] DM06: 가족 구성
(1=양부모 가정, 0=그 외 가정)

0.084
(0.183)

0.086
(0.183)

0.090
(0.185)

0.096
(0.188)

[6] DM07: 보호자 직업
(1=직장인, 0=그 외 직업)

-0.020
(0.097)

-0.012
(0.093)

-0.015
(0.097)

-0.015
(0.097)

첫째

0.326***
(0.125)

0.321***
(0.119)

0.324**
(0.126)

0.315**
(0.127)

둘째

0.118
(0.132)

0.130
(0.128)

0.112
(0.132)

0.108
(0.132)

셋째 이상

0.229
(0.227)

0.268
(0.214)

0.214
(0.225)

0.196
(0.227)

-0.027
(0.053)

-0.032
(0.052)

-0.025
(0.054)

-0.019
(0.055)

0.001
(0.022)

0.004
(0.022)

-0.001
(0.022)

-0.002
(0.022)

인구통계학적 변수 (통제변수)

[7] SQ4A: 출생 순위 [기준집단: 외동]

[8] SQ6A: 전체 가구원수
[9] SQ5B: 월평균 가구 소득
(1=100만 원 미만, 2=100~200만 원 미만,
…, 11=1,000만 원 이상)

알림. ITE = Individual Treatment Effect. ITE 정의 및 추정방식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라.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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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어린이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효과 연구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복합설문분석
박인서
(연세대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백영민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현대사회에서 어린이는 끊임없이 전자·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며, 성장기 어린이의 발달과 건강을 위해
부모의 미디어 중재 역할이 더없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성적 연구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던 어린이
미디어 이용 연구에 대해서도 정량적 연구방법을 통한 부모 중재효과의 체계적 측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
러나 정량적 연구방법을 택하는 경우, 조사설계나 데이터의 특성이 데이터 분석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존 미디어 이용 연구들은
대부분 통계적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비과학적 표집 방식 혹은 표본 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으로써 성향점수매칭 및 복합설문분석 기법을 소
개하고, 제안된 방법을 이용해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나타난 부모 중재효
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모의 ‘제한적 중재(restrictive mediation)’ 중 (1) 비밀번호를 설정하거
나 (2) 콘텐츠를 제한하는 방식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이용일수 측면
에서는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3) 미디어이용관리 프로그램 및 앱은 실제로 미디어 이용량 감소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해당 중재방식을 선택한 부모들에게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량을
많이 감소시킬수록 중재방식의 인지된 유용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성향점수매칭 및 복합
설문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각각 공변량 및 표본설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추론으로 이어짐을 실증
하였다. 결론 및 제언으로 방법론적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의 함의 및 확장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복합설문분석, 성향점수매칭, 부모 중재, 어린이 미디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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