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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가정환경 자극과 사회적 유능감의 종단적 관계에서

․

언어 인지발달의 역할
The Mediating Effects of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ocial Competence
홍예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순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목적: 유아기는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시기이다. 또래
와의 관계는 유아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관계로 또래 간 사회적 관계형성에는 유아의 인지적 및 정서적
조절이 요구된다. 사회적 유능감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을 말하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
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언어 및 인지 발달이다. 가정 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의
사용, 인지적 자극을 동반한 활동의 수준은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을 촉진하며 특히 개별적인 양육행동의 특
성이나 자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 환경의 질적 수준이 유아의 언어 및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

․

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유아의 가정환경 자극과 언어 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횡단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여 두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3년간의

․ ․

시간 간격을 두고 유아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과 가정 환경의 역할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이고, 실
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의 5차, 6차, 7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유아 총 951명을 선택하여 분
석하였다. SPSS 22.0과 Mplus 7.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유아의 학습 자료, 만 5세의 언

․

어 인지 발달 및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부분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

유아의 가정환경 자극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 자극이 만 5세의 유아의 언어 인지

․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만 5세의 유아의 언어 인지 발달이 만 6세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

․

적으로 유의했다. 만 4세 유아의 가정환경 자극은 만 6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는 만 5세의 언어 인지 발달을

․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언어 인지 발달의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가정환경 자극, 언어 인지 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를 살펴보았다

․

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아의 가정환경 자극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인지 언어 발달이 중요
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논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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