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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언어발달의 
매개효과 

Objective: This study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s of language development on the influences of 
young children’s media use on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s.  
Methods: The data came from the 2013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N = 1,215) and were 
analyzed to assess the mediating effects of media use on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s, 
using SEM with the bootstrapping method by means of SPSS 21.0 and AMOS 20.0.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ed media use affects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s through language development. This indicates that, while media use does not 
directly affect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s, it appears to increase the difficulty of 
developing language ability; as the language development worsens, undesirable peer interactions 
may develop. Thus, language development seems to play an important mediating role between 
media use and peer interaction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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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일컫는 것으로 디지털 미디

어의 발달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매체에 접촉하는 이른바 스

크린 미디어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사회의 미디어 이용

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Y. K. Chung et al., 2014). 

부모 연령대에 속한 성인들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기 자녀의 미디어 노출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

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Y. K. Chung et al., 2014; Lee, 2014; 

Lee, Do, & Oh, 2013). 더욱이 미디어 이용이 주로 TV에 국한

되던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종류로 사

용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의 미디어 이용

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Y. K. Chung et al., 2014). 

미디어가 사회적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사회

적 산물임에는 틀림없지만, 미디어 이용의 증가가 오히려 유

아의 사회적 행동문제 및 사회성발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

나면서(Lee, 2014; Ostrov, Gentile, & Crick, 2006) 이에 대한 사

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TV 노출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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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적응적 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

한 게임이 유아의 공격성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

어 이용이 증가할수록 이후의 발달시기까지 반사회적 행동문

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yde, O’Callaghan, Bor, 

Williams, & Najman, 2012).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교육적인 효

과가 일부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Linebarger & Vaala, 2010), 대다

수 연구들이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들을 제

시하면서(Zimmerman, Glew, Christakis, & Katon, 2005)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을 형성하며, 또래와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과 상호작용 방식을 발달

시키게 된다(O. B. Chung, 2016). 이에 따라, 유아가 또래와 원

활하게 상호작용 하는 것은 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방식들을 습

득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양상을 형성하여 사회성을 발달

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Asher & Coie, 1990). 그런

데, 미디어 이용의 증가는 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

게 이어가고 적절하게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방해가 되

는 것으로 나타난다(Radesky, Schumacher, & Zuckerman, 2015; 

Zimmerman & Christakis, 2007).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 유아

가 매체를 이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반면, 자

기조절, 공감, 사회적 기술,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비구조화

된 창의적인 방식들로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

술을 습득하고 발달시킬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Radesky et al., 

2015; Zimmerman & Christakis, 2007). 또한, 미디어를 통해 유

아는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관계형성에 대한 모티브를 형성

하게 되어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전략을 내면화시킬 수 있고 사

회적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행동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실제

로 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또래관계의 행동양상과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

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entile & Sesma, 2003). 또

한, 스크린 미디어를 통한 반복적인 영상물 시청은 친사회성과 

적응적인 행동양상을 저해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서 보여지는 행동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Radesky et al., 2015; 

Zimmerman & Christakis, 2007), 과도한 미디어 이용은 또래관

계에서 적응을 방해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 Jo, 2015; Zimmerman et al., 

2005). 이와 같이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행동양상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

정적인 효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에 대한 구체

적인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변인에 주목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유아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의

사소통 수단으로 언어발달이 매우 중요해진다. 유아기는 풍

부한 언어적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사회적 의사소통에 필요

한 언어발달이 증폭되는 시기로, 언어발달은 이 시기에 중요

한 발달적 과업이다(Chomsky, 2006). 이러한 언어발달은 미

디어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미디어 이용

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미디어 

이용은 매체를 사용하는데 보낸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

로, 유아가 TV에 과잉 노출되고,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

가할수록 적정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Zimmerman, Christakis, & Meltzoff, 2007), 언어지연 

등과 같은 발달적 지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또한, 유아가 스크린 미

디어를 통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은 언어 및 인지적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Zimmerman & Christakis, 2007). 

이처럼, 유아기에 미디어 이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은 적절한 언어발달을 위한 인지적 활동의 능동적인 조작을 

방해하고, 언어 작용을 위한 두뇌의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 

즉, 언어능력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자극과 경험 대신, 매체

를 통한 맹목적인 자극에 고정되는 수동적인 태도가 습관화

됨으로써 언어능력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결국, 미디어 이용이 증

가할수록 언어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자극과 경험보다 매체와 

접촉하는 수동적인 행위로 활동이 제한되기 쉽고, 자칫 미디

어 이용에 지나치게 편중될 수 있어 부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언어발달의 증폭기인 유아기에 과다하게 미디어

를 이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자극과 능동적인 조작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발달적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누적되고 

증폭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유아기는 언어발달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또래상호작용이 활성화된다. 또래상

호작용은 일정 부분 지속성을 지니면서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교환으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행

동에 자극과 반응, 둘 다를 유발시킨다는 특징이 있다(Hinde, 

1979; Rubin, Bukowski, & Parker, 2006). 유아기의 또래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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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주로 놀이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과 부정적 또

래상호작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Fantuzzo et al., 1995).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또래와의 활동에서 친사회성을 나타내며 놀

이활동이 유연하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적 또래상호

작용은 또래 간 놀이활동이 원만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회피적이고 위축

된 행동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에는 또래경험이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발달

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상

호작용도 보다 빈번해진다(Rubin et al., 2006). 이러한 상호작용

이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언어발달과 관련

성이 밀접하게 나타난다(Bruce & Hansson, 2011). 유아는 점차로 

또래의 생각, 태도 그리고 의견에 초점 맞추는 능력이 발달하고, 

이러한 능력이 반영되면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언어

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Bruce & Hansson, 2011).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하면서 유아는 점차로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언어적 표현을 변경하기 시작

한다(Shatz & Gelman, 1973). 학령기에 가까워질수록 유아는 언

어를 통한 또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고, 이전 

시기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또래와 자신의 생

각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상호작용 하게 된다(Levin & 

Rubin, 1983). 이와 같이 유아는 언어능력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

을 습득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또래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된다(Fogle & Mendez, 2006). 학령

전기 유아들은 주로 또래와 대화를 통해 협상하고, 동의하며 논

쟁하는 등 상호적인 목표를 반영해 나가면서 상호작용 한다. 이 

시기에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주로 의견차이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는데(Chen, Fein, Killen, & Tam, 2001), 언어발달이 미

진하면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하고, 갈등

이 해결되도록 도우며 위로하는 등과 같이 순조롭고 원활한 상

호작용을 이루어나가기 어렵게 된다. 또래와 상호작용 시에 유

아가 적정한 언어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주의를 획득할 수 있

으면, 그렇지 못한 또래보다 원활하고 유연한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게 된다(Bruce & Hansson, 2011). 다시 말해서 유아가 또래

맥락에서 적정한 언어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또래와 유연

하게 활동을 이어나가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전개

하는데 중요하다 하겠다. 

마찬가지로, 유아가 또래 간의 갈등을 타협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언어능력이 부족하면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갈등

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기 어렵게 된다(Bruce & Hansson, 2011).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갈등과 기대를 관찰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의논

하며, 협상을 통해서 타협하거나 거부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Rubin et al., 2006). 이러한 점은 유아의 언어발달이 미진하여 

적정한 언어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상호작용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협상하고 타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어려움이 또래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정 기간 누적되면  회피적이고 위축된 행동양상으로 

나타나거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표현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

다(Zimmerman et al., 2005).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빈번

해지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적응과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trov et al., 2006; Zimmerman et al., 2005). 미디어의 과다한 이

용은 유아의 언어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Tanimura, 

Okuma, & Kyoshima, 2007), 다양한 측면의 언어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유

아의 언어발달은 사회적 적응을 예측해 주었고, 또래와 원활하

고 융통성 있게 상호작용하는데 영향요인이 되었으며(Bruce & 

Hansson, 2011),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해결 및 갈등발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 Jo, 2015; Zimmerman et al., 

2005). 이러한 관계성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

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효과가 다시 

긍정적 또래상호작용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매개모형을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유아 각자가 각

기 다른 환경적 맥락에서 발달함과 동시에 다양한 영향력의 역

학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가 발달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

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이로 인한 영향이 유아기의 발달

적 속성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파악하고 이론적 근거

를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

하며 의미 있다 하겠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언어발달을 통해서 긍정적 또래상호작

용에 간접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언어발달을 통해서 부정적 또래상호작

용에 간접효과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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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에서 2013년도에 주관한 한국아동패널의 6

차년도 자료(KICCE, 2016)를 이용하였다. 6차년도 조사에 참여

한 총 1,703가구 중에서 연구문제에 포함된 모든 변인에 응답한 

1,215 가구의 설문지가 분석대상이었으며, 대상 유아는 60개월

부터 66개월까지(평균월령은 63개월)로 5세에 해당하였다. 연

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N     %
Children’s gender

Male 631 51.9
Female 584 48.1

Birth order
First 561 46.2
Second 516 42.5
Third 129 10.6
Forth and more 9   0.8

Mother’s education achievement
High school and less 474 29.3
College grad 434 26.9
University grad 616 38.1
Graduate and more 84 5.2
Missing 8 0.5

Father’s education achievement
High school and less 328 27.1
College grad 230 18.9
University grad 521 42.9
Graduate and more 121 10.0
Missing 15 1.2

Monthly income (won)
Below 2,000,000 93 7.6
2,000,000–5,000,000 below 857 70.6
5,000,000–7,000,000 below 173 14.3
7,000,000–10,000,000 below 76 6.2
Over 10,000,000 9 0.7
Missing 7 0.6

Residential areas
Metropolitan city 528 43.5
Medium-sized city 479 39.4
Town 208 17.1

Mother’s employment
Yes 535 44.0
No 662 54.5
Missing 18 1.5

Note. N = 1,215.

연구도구

미디어 이용

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부모면접에 의해 평정된 유아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해당 매체에 대한 이용 정도가 사용되었다. 유아

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평일 하루에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시

간과 TV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을 합산

하였다. 점수의 평정은 30분 단위로 평가하여 1시간당 1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30분당 0.5점이 부과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매체 이용정

도는 컴퓨터(인터넷)이용, 개인 게임기(닌텐도 등)이용, 휴대

폰 및 스마트폰 이용, TV시청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이

루어져 있다. 문항은 각 영역에 대하여 “유아가 지난 1주일 간 

해당 매체를 얼마나 이용하였습니까?”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

으며, 각 영역에 대한 문항의 점수는 전혀 이용하지 않음(1점)

부터 매우 자주 이용함(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

록 해당 미디어에 대한 사용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언어발달

유아의 언어발달은 Lee 등(2008)의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

서발달 평가 도구에서 유아가 속한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

사에 의해 평정된 언어발달부분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유

아의 교사가 일상의 교실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형 문

항으로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내용은 연령에 

따라 상이한데 5세용 문항은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이해

한다.”, “농담을 이해한다.”, “일상사물의 특성을 말로 설명한

다.”, “연결어미가 들어간 복문을 사용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아니오(0점)와 예(1점)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은 것을 나

타낸다. 언어발달의 Cronbach’s α는 .72이었다.

또래상호작용

Fantuzzo 등(1995)의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과 Choi와 

Shin (2008)의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를 반영하여 한

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재구성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또래상호

작용은 유아가 속한 각 기관의 교사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놀

이상호작용(interaction)과 놀이방해(disruption) 및 놀이단절

(disconnection)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상호작용은 “놀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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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

어가며 말한다.”와 같이 또래와의 놀이에서 원만하고 긍정적

인 접촉의 특징을 나타낸다. 놀이방해는 “친구와의 상호작용

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

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는 등의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

서 표현의 특징을 나타낸다. 놀이단절은 위축되거나 타인에

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친구

에게 거부당한다.”, “위축되어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의 측정변수로는 놀이

상호작용을 사용하였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의 측정변수로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대한 또래상호작용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긍정

적 또래상호작용으로 놀이상호작용의 Cronbach’s α가 .75이었

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으로 놀이방해의 Cronbach’s α가 .84, 

놀이단절의 Cronbach’s α가 .82이었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과 AMOS 20.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들의 일

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다. 둘

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간접효과 분석에 

효과적인 부트스트랩방식을 적용하여 매개모형을 분석하였

다(Bollen & Stine, 1992). 모형 내 단일지표변수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선지표 생성방식(random splitting method)을 

적용하여 지표변수를 생성하였고(Bandalos & Finney, 2001), 

동일 구인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또래상호작용과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대해서 오차 공분산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로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로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들 지수는 적합도 지수로써 경험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간명성이 고려되었다(Browne & Cudeck, 1993). 

연구결과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변인들의 기

술통계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 중에서 게임기 

이용은 왜도 및 첨도 값이 정규성 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았으나, 간접효과 분석에 부트스트랩 방식을 적용함

Table 2 
Descrptive Statistics for the Variables  

Variables Minimum Maximum M SD Skewness Kurtosis
Media use

Amounts of media use (per day) 0.00 5.50 1.52 0.88   0.66  0.92
Computer use 1.00 5.00 1.59 0.82  1.60  2.75
Game device use 1.00 5.00 1.15 0.49  4.31 22.29
Mobile phone use 1.00 5.00 2.08 0.94   0.88   0.51
TV use 1.00 5.00 3.58 1.03  -0.36  -0.66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development (a) 0.00 6.00 5.03 1.18 -1.34   1.68
Language development (b) 0.00 5.00 4.32 0.97 -1.59   2.45

Positive peer interactions
Interaction (a) 6.00 20.00 15.56 2.11 -0.32  0.68
 Interaction (b) 4.00 16.00 12.16 1.82 -0.73 1.47

Negative peer interactions
Disruption 13.00 44.00 25.11 5.88  0.34 -0.43
Disconnection 8.00 25.00 12.57 3.73  0.77  -0.01

Note. N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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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West, Finch, & Curran, 

1995). 측정변수의 측정오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Bandalos

와 Finney (2001)가 제시한 무선지표 생성방식을 적용하여 단

일 지표변수인 언어발달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대한 지표

변수를 생성하여 시용하였으며, 각각 언어발달(a), (b), 그리고 

상호작용(a), (b)로 명명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Mackinnon (2008)에 의하면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을 통해서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

인이 다시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 완전매개효과는 매개변인으로 인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써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부분 매개효과는 매

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직접효과가 나타나게 된다(Rucker, Preacher, 

Tormala, & Petty, 2011).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방

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변량델타방식을 적용한 매개효

과 분석은 표본이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지닌다는 점에

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매개효과가 정상분포라는 전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적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표본의 크기에 향 

받지 않으면서 자료의 정상성이 위배되었을 경우에도 편향되

지 않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롭고 효과적인 검증 방

식으로 평가되어진다(Bollen & Stine, 1992) 부트스트랩 방식

을 적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값

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영가설이 기각된다. Table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대해서 미디어 이

용이 나타내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127 ~ -.033),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ab: β = -.071, p = .004).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대해서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나타내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역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028 ~ .115), 매개효과가 유의하

였다(ab: β = .063, p = .004). 또한, 미디어 이용이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각각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언어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또래상호작

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나타내준다. 또한, 미디어 

이용 증가로 인한 언어발달의 부정적 효과가 부정적인 또래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래상호작용의 부정적인 효과

가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덧붙여, 간접효과가 유의한 

가운데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본 연구모형은 유아기 언

어발달의 중요성을 매개 역할을 통해서 강조해 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Table 4 에서 제

시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인 매개모형은 전체적으로 적정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들에 대한 평가기준

Table 3  
Estimates From the Mediational Model

Mediation model a
 
b ab c'

95% BC of indirect effect
Lower Upper

Media use → Language development
    → Positive peer Interactions

-.133*** .536*** -.071** .066 -.127 -.033

Media use → Language development
    → Negative peer interactions

-.477*** .063** -.015  .028  .115

Note. Standardized paths are reported. a = X → M; b = M → Y; c' = X → Y; BC = biased corrected percentile.
**p < .01. ***p < .001. 

Table 4 
Goodness of Fit of the Mediational Model

Model  χ2 df TLI CFI RMSEA
Mediation model 176.273 39 .886 .912 .068

Note. df = degrees of freedom;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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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LI와 CFI의 경우에 .90 이상인 경우에 좋은 적합도로 평가

되고, RMSEA의 경우에 .06 미만이면 양호한 적합도(resonable 

�t)로 평가되어 진다(Browne & Cudeck, 199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미디어 이용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매개모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미디어 이

용은 언어발달을 매개로 하여 긍정적 또래상호작용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각각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인 매개모형에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할수

록 유아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언어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Williford, Calkins, & Keane, 2007)을 지지해 주며, 과도

한 미디어 이용이 유아의 언어습득과 언어능력에 방해가 된

다는 결과들(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Zimmerman 

et al., 2007)과 일맥상통 한다. 이와는 달리, 미디어 이용이 언

어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와(Linebarger & Vaala, 

2010) 본 연구 결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가 교육적 컨텐츠로 한정하여 미디어와 언어

발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컨

텐츠와 상관없이 미디어의 이용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에서 기인했다고 보여 진다. 교육적으로 잘 고안된 컨텐츠의 

미디어가 유아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도, 환경

과 접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만큼 유아를 배우게 할 수는 

없다(Anderson & Hanson, 2013). 학습 앱이나 전자책 같은 양

방향적 미디어가 디지털 비계로써 유아를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이용의 증가가 유아로 하여금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교육 내

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adesky 

et al., 2015; Rosbery, Hirsh-Pasek, & Golinko�, 2014). 유아는 실

제적인 경험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능숙

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디어의 과다한 이용이 언어발달에 손

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uch, Fisher, Ensari, & 

Harrington, 2013). 

그렇다면,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논의

할 수 있겠다. 먼저, 유아가 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맹목적

으로 스크린에 몰두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

한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될수록 유아의 두뇌활동을 통한 능동

적인 언어적 작용과 활성화에 방해가 되어 진다(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또한, 유아가 매체를 이용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됨으로써 다양한 환경체계와 접촉하고 상호작용

Figure 1. Mediational model.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reported. The number inside parentheses is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between media use and peer interactions without including language developmen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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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언어적 경험이 확장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다. 이러한 점은 매체 이용의 증가가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

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 자극과 경험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의 컨텐츠가 

선별되지 않은 채 유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교육적 컨텐

츠의 미디어 이용과 유아의 언어발달 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

음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미디어 이용이 증가할수록 교육적인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채 유용하지 못한 컨텐츠들이 미디어 이

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교육적 컨텐츠라 할

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부모의 맹목

적인 믿음이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2014). 

하지만, 미디어 컨텐츠가 언어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등 여타의 

교육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교육적인 효

과가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만큼, 양육자는 미디

어 이용의 교육적 효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도한 

미디어 이용이 언어발달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능동적이고 역

동적인 언어적 경험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다

한 매체 노출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적절

한 미디어 교육과 모니터링이 부재하기 쉽고, 이러한 부적절한 

부모의 지도와 감독의 부재는 유아가 적절하게 언어를 발달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즉, 부모가 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부정

적인 효과를 부모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쉽고, 유아의 미

진한 언어발달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부재하면 미디어 이

용과 노출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과다해지기 쉽고 적절한 언어발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어려우며, 언어발달에 촉진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모형에서 유아의 언어발달이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이용증

가로 인한 언어발달의 미진함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언어능

력이 사회성 및 또래관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

(Guralnick, 1992; Lim & Choi, 2015)과 그 맥을 같이한다. 또래 

상호작용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유아

의 언어능력은 또래 간의 관계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수행하

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Conti-Ramsden & Dykins, 1991). 유

아가 또래에 비해 적정한 언어발달  수준을 나타내지 못하면 

놀이상황을 통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나 

의도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서툴게 된다. 

또한, 유아가 상대방이 표현하는 바를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

하지 못함으로써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순조롭게 이끄는데 주

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Guralnick, 1992). 이처럼, 유

아기에 언어발달은 또래와의 놀이상황을 유연하게 이어가는

데 필요한 요인으로, 적정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게 된다.

셋째, 본 연구의 매개모형에서 유아의 언어발달이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이용증

가로 인한 언어발달의 미진함이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의 언어능력이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양상에 영향을 미치

고, 이후의 비행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Hyde et al., 2012)와 

일맥상통하며, 유아기에 언어발달이 사회적 관계에서 부적절

한 행동 양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Laws, Bates, Feuerstein, 

Mason-Apps, & White, 2012)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적정하게 이루어지

지 못함으로써,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거나 위축되고 회피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하기가 쉽다는 점을 말해준다. 유

아의 언어발달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특

성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언어발달이 미진

할수록 상호작용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데 필요한 언

어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워진다.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타협과 조정에 실패하여 생성되는 패배와 좌절감은 유아로 하

여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체되거나, 회피적이고 

위축된 행동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매개모형에서는 미디어 이용의 직접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미디어 이용이 또래

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기보다 언

어발달이 이들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

점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미디어 이용과 또래상

호작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관계성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언어발달의 매개역할을 구체화함으로써 유아기 언어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개입과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매개요인으로서 언어발달은 미디어 이

용의 증가로 인해 미진해짐으로써, 결국 또래와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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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유아기는 언어발달이 증폭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러한 언어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

한 매개체가 된다. Benenson, Markovitz, Roy와 Denko (2003)가 

유아기에 언어 및 인지가 발달할수록 친사회적 행동, 배려와 

같은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방식이 증가하고 폭력 및 공격성 

등 부정적인 양상이 줄어든다고 보고한 것은 유아기 언어발달

의 발달적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

이 한다. 

유아기에는 또래와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어발달이 촉진되어야 하겠으며, 언어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차단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 이용이 

유아의 언어적 활성화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미디어 이용

에 대한 임계치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도한 

미디어 이용은 유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언어발달뿐 아니라, 

또래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성발달에까지 부정적인 효과를 확

장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는 미디어의 컨텐츠와 별개로 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양적인 증가만으로도 언어발달 및 또래상

호작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점은 Johnson, Cohen, Smailes, Kasen과 Brook (2002)의 연구에

서 미디어의 컨텐츠와 상관없이 미디어 이용의 양적인 측면이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이끌고, 이후의 성인기에 이르

기까지 더 많은 공격성과 폭력성을 이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즉, 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미

디어 이용의 증가는 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올바

른 인식과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양육자는 유

아의 미디어 이용이 여타의 다른 활동과 균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육아지원 및 관련기

관의 교사들은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미디어 이용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유아가 맹목적

으로 미디어에 의존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교

육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기에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개입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

다. 첫째,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과

다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편의적 목적에 의

해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요

구된다. 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유아기라는 시기적 특성상 유

아의 주도적인 견해와 선택, 그리고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

기보다 성인들의 편의나 견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

럼 자발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미디어 이

용이 유아의 발달적, 행동적 결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양육자는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하겠다. 실제로, 

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성인 양육자의 편의적 목적에 의한 경

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Lee et 

al., 2013), 양육자는 편의에 치우쳐 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하도

록 하거나 미디어에 의한 방임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둘째, 유아기의 언어발달과 사회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

한 경험과 부모 및 가족과의 활동이 요구되어 진다. 유아가 미

디어를 이용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모 및 가족과 

활동을 하거나 주변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창의성을 신

장시키는 데 필요한 경험을 할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유아기에는 스스로 탐색하고 경험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언어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다. 유아의 활동이 미디어와 접촉하는 폐쇄적인 활동으로 제

한되지 않도록 능동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이 균

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

요가 있으며, 미디어 이용에 관한 교육적 매뉴얼이 체계화되

어 양육자 및 관련 교사들에게 교육되어야 하겠다. 부모와 교

사들이 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위한 적절한 사용 및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야 하겠고,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

다. 이를 위해서 우리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미디어 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유아의 미디어 이용 및 중독성을 평정

할 수 있는 검사와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과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부모 및 교사교육이 

시행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겠다. 현대사회에서 유아는 미디어

를 단식할 수 있지만 단절할 수 없는 시대적 기대와 요구 속에

서 발달하고 성장한다. 유아가 언어 및 사회성발달을 적절하

게 발달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유용할 수 있도록 미디

어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랩 방

식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고 연구모형에 대한 완전 매개효

과가 검증되었다. 완전 매개효과가 의미하는 바가 변인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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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매개변인이 매개 역할을 하

는 유일한 변인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Rucker et al.,  

2011) 이론에 근거한 또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검증이 이

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주로 부

모에 대한 면접평가로 이루어졌기에 측정이 다소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 있겠고, 유아기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과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언어발달 측정도구의 신뢰도 값이 .72로 낮게 나타났고, 

유아가 속한 기관의 담임교사가 관찰하여 평정한 값을 사용함

으로써 다중측정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가 매개효과를 통해서 검

증되었지만 횡단적인 접근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에 인

과관계를 단정 짓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

아의 미디어 이용 즉, 미디어를 사용하는 양적인 측면에 초점

을 두었기 때문에, 미디어 이용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사용하느

냐와 같은 이용목적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컨텐츠 및 이용 목적을 반영함으

로써, 미디어 이용으로 인한 유아의 발달 및 행동의 영향이 보

다 심도 있게 검증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서 실증적인 자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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