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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interactive 

peer play of preschool children. Surveys of 2,150 Korean mother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Mean age= 51.9 months)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ach variabl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low .85, which made a satisfactory level of 

discriminant validity. The model fit to the data well, with an agreeable level of 

index.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ed children’s interactive peer play. Second, SES significantly affected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S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re significantly mediated b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ES and children’s 

interactive peer play are significantly mediated b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se results help better understand the paths 

among the home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results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interactive peer play 

Ⅰ. 서 론

최근 아동의 보육 시작 연령이 차 낮아지면서 유아기 시기의 래 계에 한 심이 증

가하고 있다. 이른 시기부터 보육 기 에서 생활하는 유아는 자연스럽게 래나 교사와 함께 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2권 제6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dx.doi.org/10.14698/jkcce.2016.12.06.041   2016, Vol. 12, No. 6, pp. 41-58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2권 제6호

42  

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아에게 래는 가족 이외의  다른 의미 있는 계로 자리하게 

된다. 유아는 래와 활동하며 계 변화의 양  변화와 질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타인, 자

신, 사회에 한 학습과 함께 정서 , 인지  자원을 얻기도 한다(Hartup, Cillessen, van IJzen- 

doorn, & van Lieshout, 1992). 이처럼 유아기 래 계는 발달의 역과 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시기의 사회  유능성을 측한다(Johnson, Ironsmith, Snow, & Poteat, 2000)는 에

서 그 연구가 꾸 히 지속되고 있다. 

유아기에 래 계를 형성하고 사회  상호작용을 이루는 부분의 시간은 놀이를 통해 이루

어진다. 놀이를 통해 유아는 사회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과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나아

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Howes, Unger, & Seidner, 1989). 구체 으로, 놀

잇감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유아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과정을 통

해 자기 심 인 사고경향에서 벗어나 타인의 을 이해하고 사회  이해력을 발달시키는 것

을 볼 수 있다(Garvey, 1984; Katz, Kramer, & Gottman, 1992). 이와 같이 놀이는 유아의 사고를 

이끄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한 생각, 사회  기술 증진 등의 인  발달을 진하는 

발달의 집약  행 이자 발달  변화를 한 경험들을 축 해 나가는 하나의 기제가 된다. 놀이 

과정 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을 측하게 하는 요한 장면이다. 놀이 상황에

서 주고받는 래와의 상호작용은 타인의 생각을 고려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  이해력을 발달시키게 한다(최혜 , 신혜 , 2008). 따라서 유아의 놀이 

상황 내 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성 발달을 도모해나가기 한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래 상호작용은 가족 련 특성과 매우 련이 깊다. 그 가운데 가정의 사회경제  지

는 가족의 특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변인  하나로 논의되었다(Bradley & Corwyn, 2002). 사회

경제  지 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인 부모의 교육수 과 소득은 아동의 건강(Chen, Matthews, & 

Boyce, 2002), 인지(Brooks-Gunn, Duncan, & Maritato, 1997), 사회 정서 발달(Bradley & Corwyn, 

2002) 반과 매우 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사회경제  지 는 개인이나 가족이 사회에

서 어느 정도의 계에 있는가를 악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며, 가정의 경제, 인 자본을 가

늠하게 하는 기 이 되기도 한다. 가족구성원의 교육수 , 소득은 가족자원의 양과 질을 결정하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경제  지 를 나타내주는 주요 지표로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

에서는 가족의 소득과 교육수 을 사회경제  지 의 측정 변인으로 보고 유아의 래놀이 상

호작용을 측하는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  지 는 심리사회  요인과 다르게 노력여하에 따라 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발달과 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 하게 근할 필

요가 있다. 사회경제  지 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련성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유아의 

래 계 내 부 응이나 부정  정서표 , 상호작용 등이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와 련이 높

은 것으로 보고하 으며(Dishion, 1990; McLoyd, 1998; Pettit, Clawson, Dodge, & Bates, 1996), 학

령기에 래 계 내 어려움을 겪는 것과도 매우 상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gbu, 1992). 그

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가정의 사회경제  지 가 직 으로 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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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매개변인에 의해 간 인 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Gershoff, Aber, 

Raver 그리고 Lennon(2007)에 따르면 가정의 수입이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직 으로 련

되기 보다는 부모 스트 스나 정  양육과 같은 부모의 심리사회  요인들이 그 계를 조

한다고 밝혔다. 한 가족의 수입이나 교육수 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향에 교육  환경이 

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장 은, 2015). 이처럼 최근 연구들을 통해 사회경제  지 가 아동

의 발달에 직  결정요인이기 보다는 부모의 다양한 심리사회  요인이나 환경  요인들을 

통한 간  발달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는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사회경제  지 가 미치는 향을 련변인과 함께 그 경로를 탐색하는 

것에 그 목 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의 

련성과 련 변인 간의 계를 밝힘으로써 래놀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

 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의 

계에서 크게 두 가지 변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사회  행동에 

향을 미치는 데에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회경제  지 가 가정 내 반  환

경과 유아 개인 각각에 향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가족에 한 지원 정책과 유아의 개별 

지원에 함의 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 , 가정 내 반  환경을 의미하는 가정환경자극이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정서

나 사회성 발달과 련성이 있으며(김혜경, 조성연, 2002; Caldwell & Bradley, 1984) 풍부하고 발

달에 합한 가정환경은 유아의 사회  계의 질에 향을 미친다(노성향, 2015). 한 언어발

달(김수진, 김수 , 2009; Baker & Iruka, 2013), 인지발달(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과도 련

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이처럼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에게 물리 , 언어 , 정서 으로 향을 미

칠 수 있는 가정 내 자극들을 총칭하는 것(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 Bornstein, 

2000)으로 볼 수 있으며 Caldwell과 Bradley(2003)는 가정환경자극을 구성하는 하 요인으로 학

습자료, 언어자극, 물리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수용성을 제시하기도 하

다. 즉, 가정환경자극이란 가정의 환경  맥락의 총체를 잘 나타내주는 개념이며 가정 내에서 자

녀에게 제공되는 학습, 언어, 인지, 정서, 물리  차원의 자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가정환경자극은 사회경제  지 와도 련이 깊다. 장 애(1997)는 어머니의 교육 수 에 

따라 자녀의 발달을 한 자극, 환경의 물리  측면 등을 고려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월수입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극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다양성도 더 높게 고려한다

고 밝혔다. 한 이지연과 곽 주(2008)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와 가정환경의 질 

간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  지 가 가정환경 내에서 자녀에

게 제공하는 자극과 매우 련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정환경자극을 풍부하게 받은 유아의 경우 

더 높은 성취를 보일뿐만 아니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이는 응(Baker & Iruka, 2013)과도 

매우 련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래와 계를 맺기 시작하는 유아가 기 에서 래와 

놀이하며 상호작용하는 것 한 가정환경자극에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정환경이 생후 

사회성 발달(김혜경, 조성연, 2002; Easterbrooks & Goldberg, 1984)에 결정 인 요인임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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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탐색해보고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 간 가정환경자극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사회경제  지 는 유아의 행동문제을 통해 래놀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로 표 으로 언 되는 우울, 축된 심리 상태는 유아가 래

와 놀이를 하는 데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공격  행동, 주의집  등의 외 화 문제 한 

유아의 놀이 행동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Nelson, Rubin, & Fox, 2005). 이러한 유아의 

행동문제는 이후 학령기의 학업, 교우 계를 측하고 설명하는 주요한 지표(Boivin & Hymel, 

1997)로 논의되면서 지속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의 심리  문제는 래와의 부정

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래 계에서도 갈등이나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Coplan, Findlay, & Nelson, 2004). 한 유아가 신체  공격성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 래로

부터 거부되거나 놀이 상 에서 비선호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Nelson, Robinson, Hart, 

Albano, & Marshall, 2009) 유아의 행동문제는 래놀이 상호작용을 탐색하는데 주요 원인으로

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권유경, 정소희, 2010)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행동문제가 사

회경제  지 가 낮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adley & Corwyn, 2002) 소

득층의 가정의 경우 아동이 우울감이 높거나 행복감을 낮게 지각하는 등의 내재화 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Hill, Bush, & Roosa, 2003). 한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공격성과도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력 결핍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나타

난다(Larsson, Sariaslan, Långström, D'Onofrio, & Lichtenstein, 2014; McCoy, Frick, Loney, & Ellis, 

1999)는 을 통해 외 화 문제 한 가정의 사회경제  지 와도 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내재화  외 화 문제와 같은 유아의 행동문제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지 까지 가정의 사회경제  지 가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칠 향력에 가정환경자극과 유

아의 행동문제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해 논의하 다. 그러나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의 발달과 련이 깊다는 을 통해서 볼 때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

는 직 인 향력과 함께 유아의 행동문제와의 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Jeffers와 

Lore(1979)에 따르면 가정환경이 유아의 정성이나 공격  성향과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따뜻하고 온정 인 가정환경의 유아가 품행장애의 빈도가 낮으며(Tolan, Dodge, & Rutter, 

2013) 풍부한 자극을 제공받은 유아가 안정성의 수 이 높게 나타난다(이주리, 유안진, 1991)는 

을 통해서 볼 때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통해서도 래놀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정환경자극이 유아를 둘러싼 총체  자극을 의미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

소인 물리 , 학습  자원, 정서  지원의 총체가 실제로 유아의 내․외  문제와 나아가 래 

내 상호작용 특성에 어떠한 향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가정환경 내 

자원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에 매우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  지 를 측변수로 하여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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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의 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사회경제  지 가 가정환경자극과 행동문제를 

매개로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지와 사회경제  지 가 래놀이 상호작용

에 미치는 향에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통해 래놀이 상호작용에도 향을 미치

는지에 한 구조  계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그림 1〕과 같다. 부모의 학

력  소득을 가정의 사회경제  지 를 구성하는 측정요인으로 보고 이것이 유아에게 제공되

는 언어  학습  자극, 정서  자극, 물리  자극으로 구성된 가정환경자극과 유아 개인의 행

동문제와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계가 유아가 경험하는 사

회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와 유아

의 행동 간 련성 혹은 래 놀이 행동이나 상호작용과의 련성을 단편 으로 살펴보기 때문

에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향의 구조  경로를 탐색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었다. 한 국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주 연구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 발달에 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사회경제  지 와 래와의 상호작

용 사이의 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그 향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변인 간의 계를 더욱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 양상  하나인 래놀이 상호작용의 발달 

기제를 밝히고, 나아가 유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유아 개인의 심리, 행동

 지원을 한 정책  마련의 토 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한 사회경제  지 ,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

제 간의 구조  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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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2년도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2012년의 5차년도에는 2,150명이 참여하여 1차 

년도의 84.4%의 응답률을 보 다. 아동의 평균 월령은 51.89개월이며 모의 평균 연령은 34.79

세, 부의 평균 연령은 37.26세이다. 연구 상자의 자녀 성별은 남아가 40.5%, 여아가 38.7%이었

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3.3%, 졸이 51.3%, 학원졸 이상이 4.1%로 나타났으며, 아

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1.2%, 졸이 49.0%, 학원졸 이상이 78.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43%가 취업이나 학업 이었고 57%는 미취업 상태 다. 월평균 가구 근로 소득은 443.78만원

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해 Fantuzzo 등(1995)과 최혜 과 신혜 (2008)이 사

용한 래 놀이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래 놀이행동 척도는 총 30문항

이며 ‘  그 지 않다(1 )’ 부터 ‘항상 그 다(4 )’의 Likirt척도로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 다. 

하  역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  3가지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상호

작용만을 해당 척도로 사용하 다. 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9문항(문항 : 친구를 돕는다)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래와 놀이 상황에서 친사회 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

으로 정 으로 상호작용하는 래놀이 상호작용을 나타내주는 척도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α값은 .89이다. 

2) 사회경제  지

사회경제  지 를 측정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월평균소득,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

의 학력의 3가지 하  요인을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에 월평균 소득을 100

만원 미만인 경우 1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 ,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 , 600만원 이상 5 으로 수화하여 사용하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1, 학 졸업 2, 학원 졸업 이상을 3으로 수화하여 사용하 다. 

3) 가정환경자극

가정환경자극은 가정 내에서 유아가 가정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을 총칭하는 것으

로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을 기 로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한 자료이다. 가정환경자극은 총 5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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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 학습, 다양성, 수용성의 하  8요인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모든 문항은 ‘아니오(0 )’, ‘ (1 )’로 응답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간명성을 하

여 기존 선행연구를 토 로 크게 하  요인을 언어․학습자극, 물리  환경 자극, 정서  자극의 

3요인으로 나 어 측정하 다. 언어․학습자극은 학습자료, 언어자극, 학습자극, 모방 학습을 포

함한 개념으로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자료, 부모와의 화, 행동 모델링, 부모의 학습 도움을 

의미하며 문항별 신뢰도 값을 산출한 결과 언어․학습 자극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72로 나타났다. 물리  환경 자극은 가정 내의 환경 안 , 흥미, 공간  여유를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정서  자극은 반응성, 다양성, 수용성으로 부모가 자녀

에게 정서 , 언어 으로 반응하며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온정 인 계가 되도록 하는 자극

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0로 나타났다. 

4) 유아의 행동문제

유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하여 오경자와 김 아(2009)의 CBCL 매뉴얼 개정 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이다.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100개의 문항에 하여 6개월 이내에 유아가 

그 행동을 보 는지를 단하여 ‘  해당되지 않는다(0 )’ 부터 ‘자주 그런일이 있거나 많이 

그 다(3 )’으로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한다. 유아의 행동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크게 내재화 문

제와 외 화 문제 2개의 하 요인으로 나 어 분석에 사용하 다. 소극 이고 축된 행동, 정

서불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반 하는 내재화 문제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67이다. 주의력 문제, 공격 인 행

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문제를 반 하는 외 화 문제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척

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8이다. 

3. 자료분석

먼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 고 연구도

구의 신뢰도  상 계를 분석하기 하여 PASW 18.0으로 분석하 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각각의 측정변인들 간의 다변인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됨에 따라 최 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용하여 측정모델과 구조모형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기 해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 분석은 검증 차에 따라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나

어 검증하 다. 합도는 χ2과 다른 합도 지수를 함께 참고하여 단하 다. χ2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며 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에 홍세희(2013)의 설명에 따라 표본크기에 쉽게 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 

모두를 고려하는 합도 지수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 다. 합도의 기 을 단하기 해서는 

Hu와 Bentler(1999)의 제시에 따라 TLI와 CFI는 .95 이상, RMSEA의 경우는 .06 이하인 경우를 

양호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합도의 기 에는 인 것이 없으므로, RMSEA의 경우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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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보통, .08이하는 괜찮음, .05 이하는 좋은 합도로 보는 홍세희(2013)의 기 도 참고로 

하 다. 

Ⅲ. 결과  해석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상 계

사회경제  지 ,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 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련성을 확인하

기 해 Pearson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하  요인은 사회경제  지 의 하  요인과 모두 정  상 을 보 다. 

가정환경자극 하  요인  언어․학습 자극은 어머니의 학력(r = .14, p < .001), 아버지의 학력 

(r = .15, p < .001), 가정의 월평균 수입(r = .13, p < .001)과 정  상 이 있으며 정서  자극 한 

어머니의 학력(r = .15, p < .001), 아버지의 학력(r = .17, p < .001), 가정의 월평균 수입(r = .16, p <

.001)과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 물리  환경 자극은 어머니의 학력(r = .10, p < .001), 아버지

의 학력(r = .11, p < .001), 가정의 월평균 수입(r = .15, p < .001)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언어․학습 자극과 정서

 자극, 물리  환경 자극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아동의 행동문제  내면화 문제는 가정의

<표1> 변수 간 상 계                                                                   (N=2,150)

구분

사회경제  지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
래놀이 

상호작용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월평균

수입

언어 ・
학습

정서  물리  내재화 외 화 

1 1.00

2  .63*** 1.00

3  .31*** .28*** 1.00

4  .14*** .15***  .10*** 1.00

5  .15*** .17***  .11*** .56*** 1.00

6  .13*** .16***  .15*** .26*** .24*** 1.00

7 -.02 -.02 -.10*** -.09*** -.05* -.01 1.00

8 -.08** -.09*** -.11*** -.10*** -.09*** -.02 .70*** 1.00

9  .03 .03 .01 .16*** .14*** .09** -.08* -.11*** 1.00

M 5.18 5.36 3.63 6.03 6.58 6.58 8.42 7.77 3.11

SD .94 1.00 .85 .57 .73 1.10 6.42 5.83 .3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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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입(r = -.10, p < .001), 언어․학습 자극(r = -.09, p < .001), 정서 자극(r = -.05, p < .05)와 유

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업이 높고 언어․학습자극, 정서자극

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외 화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학력(r = -.08, p < .01), 아버지의 학력(r = -.09, p < .001), 가정의 월평균 수입(r = -.11, p < .001), 언

어․학습 자극(r = -.10, p < .001), 정서 자극(r = -.09, p < .001)과 유의한 부 상 이, 내면화 행동

문제(r = .70, p < .001)과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외 화 행동문제는 게 나타나며 언어․학습자극, 정서  

자극이 높을 때에도 외 화 행동문제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외 화 행동문제가 높을

수록 내면화 행동문제 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은 가정의 

언어․학습 자극(r = .16, p < .001), 정서 자극(r = .14, p < .001), 물리  환경 자극 (r = .09, p < .01)

과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행동문제(r = -.08, p < .05), 외 화 행동문

제(r = -.11, p < .001)와 유의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언어․학습자극, 

정서자극, 물리  환경자극이 높을수록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이 더 활발히 일어나며 내면화 

행동문제나 외 화 행동문제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 모형의 부합도 검증  모수치 추정 결과

본 연구의 잠재변수로 구성된 세 가지 변인 각각의 찰변수가 잠재변수의 이론  개념들을 

잘 반 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평가하고, 구조모형의 추정 가능성 확인 차를 검증하기 하여 

측정모델의 확인  요인을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의 찰변수를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하 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연구모형에 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 다. 단 부하량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인과 변량값을 1로 고정시켜 모델 추정 가능성을 확인

하 다(문수백, 2009).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χ2값이 p < .001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

이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

도추정되는 문제가 있어 다른 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 합도를 확인하 다. RMSEA가 .032, 

CFI = .986, NFI = .980로 부합도 기 에 양호하게 부합되어 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2〕를 통해 잠재변인들 간 상호상 을 살펴본 결과, 상 계수가 모두 .85 이하로 나타나 잠재

변인들 간 변별 타당도를 충족시켰다. 한 요인 부하량은 유의수  .001 수 에서 모두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유인 부하량이 .50이상 이어야 한다는 문수백(2009)의 기 에 근거하여 살펴본 결

과, 체로 잠재변인에 한 요인 부하량은 평균 .50이상이 되며 각각의 잠재변인에 한 수렴타

당도를 충족시킨다. 

<표 2> 측정 모형의 합도

Fit indices χ2 p df TLI NFI CFI RMSEA

Values 56.548 .000 18 .973 .980 .986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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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 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p < .001.

3. 구조 모형의 부합도 검증  모수치 추정 결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을 확인한 결과 구조  인과 계의 타당도를 나타내어 구

조모형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 다. 구조모형의 합도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합

도 기 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변인들 간 경로계수를 알아보고 

통계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그림 3〕과 <표 4>과 같다. 구체 으로, 확정된 구조모

형의 경로  사회경제  지 가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

의 사회경제  지 가 가정환경자극(β= .31, p < .001), 유아의 행동문제(β= -.09, p < .01)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행동문제(β= -.10, p < .01)에 

미치는 향, 유아의 행동문제가 래놀이 상호작용(β= -.09, p < .01)에 미치는 향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높게 나타나며 가정환경자극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동문제는 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의 행동문제가 

<표 3> 구조 모형의 합도

합도 지수 χ2 p df TLI NFI CFI RMSEA

값 57.931 .000 23 .976 .980 .988 .027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지 ,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구조  계

   

 

 51

〔그림 3〕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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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을수록 래놀이 상호작용이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표 4>), 사회경

제  지 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한 체효과(β= .04) 에서 직 효과(β= -.03)뿐 아니라 간

효과(β= -.03)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  지 는 유아의 래놀이 행동에 한 

체효과(β= -.12) 에서 직 효과(β= -.09)뿐 아니라 간 효과(β= .07)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한 체효과(β= .21) 에서 직 효과

(β= .20, p < .01)뿐 아니라 간 효과(β= .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효과의 유의성 검

증은 sobel-test를 통하여 검증하 으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사회경제  지 가 가정환경자극을 매개로 유아의 행동문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  지 가 낮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낮게 나타나고 이것이 유

아의 행동문제에 어려움을 나타낼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사회경제  지

에 향을 받은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매개로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이 

나타난 것을 통해 가정환경자극이 높을 경우 유아의 행동문제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

는 곧 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을 보여 다.

<표 4> 변인 간 경로계수

경로
표 화 계수(β)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사회경제 지 → 가정환경 자극 .31 .31

사회경제 지 → 유아의 행동문제 -.12 -.09 -.03

사회경제 지 → 래놀이 행동  .04 -.03 .07

가정환경 자극 → 유아의 행동문제 -.10 -.10

가정환경 자극 → 래놀이 행동 .21 .20 .01

유아의 행동문제 → 래놀이 행동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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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형의 효과계수 검증

경로 Z

사회경제  지 → 가정환경 자극 → 유아의 행동문제 -3.00***

가정환경 자극 → 유아의 행동문제 → 래놀이 행동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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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지 ,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의 구조 인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으로 표되는 가정의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사회  행동

을 측하는 직 인 변인이 아니라는 선행연구(곽 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장 은, 2015)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과 같이 가정의 자원을 통해 유아의 사회  계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변인과 함께 사회경제  지 를 측변인으로 논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의미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  향이 나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변인 간의 계 사이에 간  경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  지 는 가정환경자극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환경이 어머니의 

교육수 에 향을 받을 수 있고(Son & Morrison, 2010), 소득이 가정 내 인지 , 물리  자극에 

직 인 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박수진, 김명순, 2010; Guo & Harris, 

2000)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교육수 과 가족소득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이

나 자극과 련성이 높다는 사실(Davis-Kean, 2005)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가

족의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유아기 자녀에게 인지 , 언어  자극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소재와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자극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도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소득수 이 가정환경에서의 자극 

제공 정도에 향을 미치며 나아가 유아의 사회  계에도 향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  지 는 가정 내 경제  압박과 긴장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 

제공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모의 정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궁극 으로 유아의 래와의 상호작용에도 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들 간의 계는 

연속 인 것을 알 수 있다. Schneider, Richard, Younger 그리고 Freeman(2000)은 사회경제  지

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극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는 유아의 사회화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김선희(2014)는 이러한 계를 ‘투자모델’에 근거하여 설명하 다. 즉, 가정의 

수입을 자녀에게 물질, 서비스, 경험 등을 제공하게 한 하나의 자원으로 설명하면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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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 자녀의 발달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

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한 사회경제  지 가 가정환경자극을 매개로 유아의 래놀

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친다는 은 사회경제  지 와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사회화에 자원

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사회경제  지 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경제  지

가 낮을수록 유아의 행동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의 소득수

이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 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제공되는 자극이 다양하거나 풍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는 우울, 축, 공격성, 주의력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소득층 가정에서의 유아의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Coplan 등(2004)과 일치

하는 결과이며, 사회경제  지 와 유아의 행동문제에 있어 가정환경의 매개  역할을 논의한 

연구들(김선희, 2014; Conger, Patterson, & Ge, 1995)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문제가 사회경제  수 과 한 련이 있으나 다양한 자

극을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유아의 행동문제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이 확인되었

다. 가족 소득, 부모의 교육수 과 자녀의 행동문제 사이의 계에서 가정환경이 매개 인 역할

을 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꾸 히 보고되었으나 이는 주로 유아의 공격성이나 주의력 결핍 

행동과 같은 행동문제의 한 가지 측면에 을 두었다(Corwyn & Bradely, 2002; Linver, Brooks- 

Gunn, & Kohen,  2002). 내면화 문제  외 화 문제가 련성이 높으며 유아기 행동문제의 특징

은 한 가지로 국한되기보다는 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행동문제가 나타나는 매커

니즘을 밝히는 데에는 일부 제한 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행동문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행동문제와 직 으로 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반  

내면화 문제  외 화 문제에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지 가 가정환경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행동문제 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아의 래놀이 행동까지 향을  수 있음이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수 과 소득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극의 양과 질에 높은 심을 이끌게 하며 풍부한 가정환경 

자극을 제공받은 유아는 행동문제가 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 인 래놀이 상호작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행동문제뿐만 아니라 래와의 

정 인 놀이 상호작용을 해 제공되어야 할 주요한 자극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환경자극은 

물리  자극뿐만 아니라 유아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언어  자극, 정서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

이기 때문에 유아발달에 합한 상호작용, 정서  교류, 놀이 환경이 유아의 행동문제를 감소시

키기 해 필수 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경제  지 와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 

사이에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행동문제가 지닌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학

력, 소득과 같은 가정의 특성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 정보, 자원 구성에 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이것이 나아가 유아 개인의 문제와 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에는 해석에 주의

가 따른다. 비탄력  특성으로 언 되어온 사회경제  지 는 가정 내 표  인 자본과 경제

자본의 표 인 요인이다. 하지만 Coleman(1988)은 가정 내 인 자본이나 경제자본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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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회 자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함을 강조한다. 가정 내 부

모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양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계망이나 지역사회 속에서 가정 내 인 자

본, 경제자본 외에 사회자본이 투입되면서 충분히 사회경제  지 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재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지 , 소득으로 인해 고정된 

사회계층의 지 를 지속 인 계망과 부모의 지원  심과 같은 사회자본의 투입으로 보다 

탄력 인 가정 내 자본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한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행동문제에도 향을 미쳐 래 계에도 향을 간 으로  수 있음이 밝

진 바, 소득층 가정 유아의 건강성 향상을 한 지원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유

아의 행동문제는 이후 청소년기에도 지속 으로 찰되는 경향이 있고(Kerr, Lunkenheimer, & 

Olson, 2007) 이는 청소년기 부 응, 품행장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Campbell, Shaw, 

& Gilliom, 2000) 보다 지속 이고 장기 인 개별 유아 지원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

제  지 ,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 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구조  계가 드러난 을 

통해 가정에 한 지원과 개별 유아에 한 양방향 지원은 유아의 사회화와 래 계 응을 

해 매우 필수 이라는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  지 가 유아의 래놀이 행동에 미치

는 향에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행동문제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사회경제  지 는 유아의 사회  행동을 직  측하기 보다는 가정 내 다양한 환경과 유

아 개인의 심리 , 행동  문제와 함께 설명되는 것이 합리 이라는 을 알 수 있다. 와 같은 

결론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먼

, 본 연구는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과 련된 매개변인을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행동문제 

외에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에 

여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경제  지 로 인한 자원의 부재를 극

복하기 한 다양한 사회  지원이나 자원 제공 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경제  지 , 가

정환경자극, 유아의 행동문제의 구조  계를 밝혔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  수

은 아동의 발달과 하게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한 기존 연구는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을 나타내기 해 래 계, 사회  유능성 외에 공격  행동, 우울감, 축 등의 행동

문제를 유아의 사회  계나 행동발달을 나타내는 지표로 혼용하여 사용하 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유아의 심리 , 행동의 발달을 나타내는 행동문제와 사회성 발달의 표  척도인 

래놀이 상호작용을 살펴 으로써 유아 개인과 사회성의 계를 명확히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서 근함으로써 유아의 개인행동의 발달과 정  사회  

계의 진을 한 가정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의 사회  계를 

증진시키기 해 가정의 특성과 환경 자극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 본 연구가 유

아의 래 상호작용을 진하고 발달시키기 해 가정 단 의 극 인 사회  지원이 필수

임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한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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