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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활용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예측모델 개발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1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ypes of latent class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to develop a model using machine learning to predict the type and identify relatively important 
variabl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66 children aged three to five years and their mothers.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classified by level. Latent class analysis, machine learning model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were performed using R 3.6.1 and R-Studio 1.2.5033.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used were logistic regression, lasso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and gradient-boosted 
decision tree models.
Results: Firs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tent clas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t was 
classified into two types: ‘high level’ and ‘low level’. Second,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latent class. The best performing model was the random forest model. Thir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social competence type was identified as ‘harm avoidance’ in the 
children’s temperament. Fourth, another major variable was a ‘shift’ in the children’s executive 
functions.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and discriminat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various developmental aspects by applying machine learning, the 
latest technique, to predict the type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eywords: social competence, temperament, execution function, machine learning predictive model, 
latent class type

이근애1

Introduction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태어나 평생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성장하며 삶을 살아간다. 최초의 관계는 가정에서 시작

되는데, 주로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형제, 자

매, 가족, 또래 및 기타 성인들로 점차 그 관계가 확장되어 간

다. 타인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된 사회적 관계

망 속에서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 사회화의 과

정을 통해 유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

한 자아를 형성하며,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사회적 유능

성이다(Anderson, & Beauchamp, 2012; Y. H. Kwon, 2003; Lim, 

2018; NamKung, 2015).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적응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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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변인으로(Lim, 2018), 이는 성장 과정을 통해 이후의 

삶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유능성이 뛰어난 유아

일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래나 성인으로부터 선호도가 높고 더 많은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다. 반면,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하지 못하면 

또래나 집단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등 사회적 적

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Yun, 2014), 발달의 과정에서 공격적 

행동이나 위축된 행동 등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의 위험요소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전 생애를 통해 사회적 관계 및 적응에 

있어 영향을 미치며, 위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Crick, 1996; 

Katz & McCellan, 1992; Y. S. Kim & Lee, 2015; Kupersmidt & 

Coie, 1990; Y. H. Kwon, 2003; Parker & Asher, 1987). 이렇게 성

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여

겨지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Denham, 2006; M. J. Kim, 2013; S.-H. Kim & Bae, 2016; 

Lim, 2018; NamKung, 2015; H.-S. Park & Kim, 2015).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 개인의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아 개인의 내적 변인 중 사회적 유능성의 개인차를 설명

해주는 변인으로 유아의 기질, 실행기능, 탄력성 등을 들 수 있

다. 유아 기질의 개인차는 유아가 또래를 사귀고, 또래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 유아교육 기관에서 부적응행동

과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lker, 

Berthelsen, & Irving, 2001). 또한, 유아기에는 개인이 목표를 설

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 정서, 행동을 의

식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인 실행기능

이 발달한다(Carlson & Moses, 2001; Luciana, 2013; Zelazo & 

Müller, 2002). 실행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유아들은 자신의 인

지와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능

력을 함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행기능과 

사회적 유능성의 두 변인 간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탄력성은 역경의 맥락 속에서 적응

적인 발달의 과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념화되고 연구되고 

있는데(Luthar, 1991; Yates, Egeland, & Sroufe, 2003), 탄력성이

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일지라도 영향을 덜 받거나 거의 

받지 않으며,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에 유능감을 발휘하여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능력(Luthar, 1991)으로, 유아

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하게 해준다. 이는 곧 유아

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 개인의 내적 특성과 관련되

지만,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외적 변인에 의한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상대

적으로 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의 역할이 크다. 

특히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은 어머니로서, 특히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상호작용 

방식은 유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는 유아에게 사

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에서 필요한 기술을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Denham & 

Burton, 2003). Lew와 Kang (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침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기질과 

성격을 들 수 있다. 기질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 하위

차원이 활성화되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정서 자극에 대한 반

응과 행동적 반응이 나타난다(B. B. Min, Oh, & Lee, 2007). 또

한, 기질 특성을 바탕으로 성격의 발달과 행동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B. B. Min et al, 2007),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

적 반응과 행동은 유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있어 사회화 과정의 맥락을 고

려한다면, 유아의 중요한 외적 변인인 어머니의 기질과 성격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특성 외에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

다. Belsky (1984)는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있어 어머니

의 성격, 아동의 기질,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와 같

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는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성,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 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 양육 행

동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취학 전 아동

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Anthony et al, 

2005).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맥

락적 요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

성으로 양육에 대한 만족감, 죄책감, 그리고 자녀 양육스트레

스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유아는 최초의 관계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회

를 경험하고,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범위를 확장 시켜가며 사

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

시키게 된다.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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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으로

서 어머니 특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영향요인을 분석

하는 방법은 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피는 변인 중심적 접근

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유아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 등이 상호작용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의 발달특성을 유사성 및 이질성에 근거하여 잠재계층을 규명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유

사한 특성이 있는 잠재계층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B. Kim & 

Cho, 2013), 집단의 수나 크기에 따른 계층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Cho & Shin, 2012) 사람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잠재계층 유형에 따른 특성 파악도 중요하지만,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형을 예측하여 사회적 유능성의 수준

이 낮은 유아를 분별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유아의 사

회적 유능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법

을 활용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은 정확한 예측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하

는 방법이다(Lantz, 2013). 머신러닝 기법은 다양한 연구 분야

에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영유아와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나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연구(S. H. Lee, Maenner, & Heilig, 2019; 

Perron et al., 2019; Taylor et al., 2019), 발달지연이나 장애예측 

연구(Ambili & Afsar, 2016; Goodfellow et al., 2018)등에 활용되

고 있으며, 유아의 실행기능을 예측한 연구(G. A. Lee, 2021)도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

는데,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E.-K. Goh, 2020a), 초등학교 학교

적응(E. K. Goh & Jeon, 2020)을 예측하거나, 학업 수행능력의 

종단유형을 예측(E.-K. Goh, 2020b)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머신러닝 모델을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적용하면, 

전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위한 보편적인 예측모델뿐만 아

니라 개별 유아에 대한 예측모델과 지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집단 간 유형에 따른 머신러닝 예측모

델의 성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5세 유아 466명과 그들의 어머니이

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분포는 만 3세 137명(29.4%), 만 4

세 159명(34.1%), 만 5세 170명(36.5%)이다. 이중 남아는 199

명(42.7%), 여아는 267명(57.3%)으로 여아가 더 많았다. 출생

순위는 외동 134명(28.8%), 첫째 179명(38.4%), 둘째 138명

(29.6%), 셋째 이상이 15명(3.2%)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

령은 절반 이상이 36-40세로 241명(51.7%)이었고, 그 다음으

로 31-35세가 109명(23.4%), 41-45세는 88명(18.9%), 30세 이

하가 16명(3.4%), 46세 이상은 12명(2.6%)이었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대졸이 215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이 156명(33.4%), 고졸이 78명(16.7%)의 순이었으며, 대학원

졸이 17명(3.7%)로 가장 적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절반에 가

까운 수가 전업주부로 228명(48.9%)이었으며, 정규 근무직이 

173명(37.1%), 파트타임 근무직이 65명(14.0%)의 순이었다. 

연구도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LaFreniere와 Dumas (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 축소판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SCBE-30])을 Y. H. Kwon (2003)이 번안하고, 여기

에 Chae (2009)가 쾌활/통합을 평정하는 7문항을 추가하여 내

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구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를 다시 어머니 평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후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의 검토를 거쳐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총 4개

의 하위요인 37문항의 6점 리커트 척도이며, 쾌활/통합과 친

사회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된다. 

반면, 우울/고립과 공격성의 점수는 모두 역채점을 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나타내어 사회적으로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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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 및 성격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유아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기 위

하여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 [JTCI 3-6])을 사용하였다. 기질

을 측정하는 4개의 차원인 자극추구(ovelty seeking), 위험회

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인내

력(persistence)과 성격을 측정하는 3개의 차원인 자율성(self 

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on), 자기초월(self transcendence)

로 이루어져 있다. 7개의 기질 및 성격척도가 있으며, 19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기질 

및 성격적 특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86문항

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측정은 한국

판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TCI-RS])을 사용하였다. TCI-RS는 대

학생 및 성인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검사로 총 140문항

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요인의 

기질 및 성격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용 검사처럼 

총 7개의 기질 및 성격척도가 있으며, 29개의 하위척도를 포

함하고 있다.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의 실행기능은 Isquith, Gioia와 Espy (2004)의 척도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 [BRIEF-P])를 J. Seo (201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BRIEF-P는 억제(inhibit), 전환(shift), 감정 조절(emotional 

control), 작업기억, 계획/조직(plan/organize)의 5가지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능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행기

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다. 

유아의 탄력성

유아의 탄력성은 LeBuffe와 Naglieri (1999)가 만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DECA)

를 번안하여 사용한 Jeon (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인 주도성(initiative), 자기통제

(self-control), 애착(attachment)의 3가지 하위척도 27문항과 위

험요인(risk factor)인 우려되는 행동(concerned behavior) 10문

항의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특성

양육경험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특성은 Luthar와 Ciciolla 

(2015)가 개발하고 G. A. Lee, Jeon과 Goh (2019)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관련하여 육

아에 대한 만족감, 죄책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

아에 대한 만족감은 8문항, 죄책감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육아에 대한 만

족감과 죄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각 .88, .83이다.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K. H. Kim과 Kang 

(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Panel 

Study on Korea Childen (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

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

이다.

연구절차

자료는 2020년 7월부터 9월에 수집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있는 유치원을 임의로 선

정하였다. 먼저 유치원에 동의를 구한 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가정

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배포한 뒤 연구에 동의하

는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종이 검사지와 온라인 설문 링

크를 배포하였다. 종이 검사지는 응답 후 밀봉하여 유치원을 

통해 회수되었고, 배포된 종이 검사지는 직접 회수하였다. 전

체 배포된 설문지 500부 중 480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

답을 제거한 후 최종 46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25.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과 R 3.6.1 (R Development Core Team, 2019) 및 

R-Studio 1.2.5033 (RStudio Team, 2015) 환경에서 분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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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총 3단계에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하위변수에 대한 잠재프로파

일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유능성의 잠재계층의 수를 확인하

였다. 부트스트래핑 우도비검정(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활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분

석은 R (version 3.6.1) 환경에서 ‘tidyLPA’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둘째,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로 도

출된 잠재집단 유형을 결과변수로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

하고 모델별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예측 변수로는 아동

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유아의 실

행기능, 탄력성,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양육만

족감, 죄책감, 양육스트레스를 선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

델을 참조모델로 하여,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그

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의 4개 모델로 머신러닝 모

델을 구축하였다. 머신러닝 모델의 과적합(overfitting)으로 인

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

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R 환경에서 ‘glmnet’, ‘caret’ 패키지를 사

용하였다.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평가는 caret 패키지를 활용

하여 혼동행렬을 산출하고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를 산출하

였다. AUC 값, Delong’s test, 그리고 ROC curve 시각화를 위해 

‘pROC’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셋째, 머신러닝 모델 중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을 선정

하여 잠재집단 유형 분류에 기여하는 예측변수의 중요도를 비

교하였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 예측변수를 표준화 

값으로 변환한 후 회귀계수 크기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4가

지 머신러닝 모델 중 예측 성능이 가장 뛰어난 모델을 선택한 

후, 가장 중요한 변수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Results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특성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잠재프로파일 유형

Table 1에서 잠재집단이 2개로 분류될 때 BLRT 검정에서 귀무

가설이 기각된다( p < .01). 잠재계층성장분석에서 2개의 잠재

집단으로 분류할 때 AIC(11022), BIC(11142), SABIC(11050)

이 값이 가장 작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잠재프로파

일 검증에서 정보준거지수가 가장 낮은 2개의 계층 분류가 가

장 적합한 모델로 선정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잠재프로 유형별 특성

2개의 잠재집단을 갖는 모델을 선택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의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전체적인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을 하위변수의 값으로 살펴

보면, 전체 아동의 56.4%에 해당하는 계층 2의 경우 사회적 유

능성의 내적요인인 쾌활/통합과 우울/불안, 외적요인인 친사

회성은 잠재집단 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반면 

사회적 유능성의 외적요인인 공격성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 

하위변수에서 계층 2가 계층 1보다 평균 점수가 모두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수 중 내적 요인인 우

울/불안이 두 집단의 차이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변수였다. 

Figure 1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2개의 계층으로 분류

되는데, 특히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수 중 내적 요인인 우울/

불안이 두 집단의 차이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변수였다. 2계층

Table 1 
A Latent Profile Analysis Regarding Social Competence

Number of calss Log likelihood AIC BIC KIC SABIC BLRT

Latent class distribution rate (%)

1 2 3 4

1 -5508 11045 11103 11062 11058 100

2 -5482 11022 11142 11054 11050 52.9** 43.6 56.4

3 -5473 11033 11216 11080 11076 18.6 16.5 37.1 46.4

4 -5452 11022 11267 11084 11079 41.3 19.1 24.7 15.2 41.0
Note. N = 466.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KIC = kashyap information criterion,  SABIC =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RLT = bootstrap likehood ratio test.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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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eans by Latent Class

Variable Class n M SD t
Internal factors Joy/collaboration 1 203 .31 .85  6.21*** 

2 263 -.24 1.04
Anxiety/Withdrawal 1 203 .82 .54  6.02***

2 263 -.63 .80
External factors Social competence 1 203 .31 1.09 23.30***

2 263 -.24 .58
Anger/Agression 1 203 .08 1.09 1.43

2 263 -.06 .93
Note. N = 466. 1 = high level, 2 = low level.
***p < .001.

Table 3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he Machine Learning Model’s Performance 

Model
Accuracy
(95% CI)

Sensitivity
(95% CI)

Specificity
(95% CI)

AUC
(95% CI) p

Logistic .72
(.63~.79)

.85
(.75~.93)

.57
(.44~.70)

.77
(.68~.85)

Reference

Lasso logistic .71
(.62~.78)

.81
(.70~.89)

.59
(.46~.71)

.78
(.70~.86)

.35

Random forest .72
(.64~.80)

.87
(.76~.94)

.56
(.42~.68)

.81
(.74~.89)

.20

Gradient boosting .74
(.66~.82)

.82
(.71~.91)

.66
(.52~.77)

.77
(.70~.85)

.86

Note. AUC = area under the ROC curve; p = significance level of Delong’s test.
**p < .01.

Figure 1. The sub-variables of social competence by late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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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 간 차이에 따라 잠재집단 1은 High Level로 명명하고, 

잠재집단 2는 Low Level로 명명하였다. 

머신러닝 모델별 예측력

사회적 유능성 분별모델 성능 평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잠재집단을 분별하고 예측하기 위하

여 38개의 예측변수를 투입하고 로지스틱 회귀, 라쏘 로지스

틱 회귀, 랜점 포레스트, 그레디언트-부스팅 의사결정나무 모

델에 투입하였다. 4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별 성

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High Level과 Low Level로 분별하

는 성능은 로지스틱 회귀,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

트,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 순서로 민감도

(sensitivity)는 전체적으로 80%이상의 양호한 수준의 정확성을 

보이며, 특히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출

현율이 적을수록 민감도 낮아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4

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는 .72로 허용되는 수준이다. 민

감도, 특이도, 정확도 그리고 AUC의 값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목표 집단의 분별모델로 적합함

을 알 수 있다. 

Figure 2는 전체 유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Low Level을 분

별함에 있어 네 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ROC curve이다. 네 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커브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AUC로, .8의 예측력을 나타낸다. 참조

모델인 로지스틱 회귀모델에 비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그 

면적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Predictor Coefficients by Social Competence Latent Class 

Variable coef OR p McFadden’s 
C-temperament(harm avoidance) .53 1.70 .030 .28
M-temperament(harm avoidance) .39 1.47 .087
C-Executive Function(working memory) -.59 0.56 .096
C-Executive Function(shift) -.74 0.48 .010
M-Education(high school) -.84 0.43 .047
M-Education(associate degree) -1.46 0.23 .005
M-Education(bachelor degree) -1.51 0.22 .005
Note. N = 466. coef =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variable; OR = odds ratio; C = children; M = mother.

Figure 2. The ROC curve of ‘High and L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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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능성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잠재집단의 유형을 예측하는 변수를 살

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유능성 High Level을 참조집단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

성이 낮은 Low Level을 목표집단으로 설정한 후 분석하였다. 

참조모델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이 중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1 수

준에서 유의하여 경향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에 관한 결과를 다

음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22배 감소하고(coef = -1.51, p < .01), 전문대

졸일수록 그 확률은 0.23배 감소하며(coef = -1.46, p < .01), 고

졸일수록 그 가능성은 0.43배 감소한다(coef = -.84, p < .05). 즉,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유아의 실행기능에서 주의전환이 잘 될수록 사회적 유능성

이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48배 감소하고(coef = -.74, p < 

.05), 유아의 실행기능에서 작업기억이 높을수록 낮은 사회적 

유능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0.56배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

(coef = .53, p < .1). 유아의 기질에서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은 1.70배 증가한다(coef 

= .53, p < .05). 어머니의 기질에서 역시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47배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coef = .39, p < .1).

Figure 3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

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38개의 투입변수 중 20개의 변수

만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는 변수이다. 랜덤 포레

스트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는 가장 기여도가 높

은 변수의 중요도를 100으로 가정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유아 

기질에 있어 위험회피가 그 중요도가 가장 큰 변수이며, 다음

으로 유아의 실행기능 중 주의전환이 중요도가 큰 변수로 나

타났다.

Figure 3. The importance of the random for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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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형을 예측하고 분류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잠재계층 

유형을 구분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형 예측모델을 개발하며 이를 예측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

한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사회적 유

능성의 4가지 하위영역 중 3가지 영역의 평균은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유능성의 잠재계층별 예측변수는 

대부분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질성에 근거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잠재계층 유형의 구분은 각 계층의 특성에 따

라 적합한 개입을 위한 근거가 되며, 특히 낮은 집단의 유아들

에 대한 조기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머신러

닝 알고리즘에 투입하여 예측모델별 성능을 확인한 결과 성능

이 뛰어난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표본의 선정과 변수의 선택 과정에서 무작위성을 최

대한으로 높여 분산을 낮추어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 할 수 있다(Dangeti, 2017; Géron, 2017). 

그러므로 새로운 유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 잠재계층 유형을 예측하고 분류할 때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발된 머신러

닝 예측모델의 성능이 양호한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에 투입된 예측변수들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함에 있

어 설명력이 뛰어난 변수임을 확인해준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아의 기질에 있어 위험회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기질이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

임을 밝히고 있다(M. S. Choi, 2014; Y. H. Kwon & Park, 2003; 

H. Y. Min, 2003; H. K. Park, 2018). 유아의 기질에서 활동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낮아짐을 보고한 E. I. Lee, Choi와 

Baek (2019)의 연구결과와 유아가 활동적일수록 사회적 능력

에 있어서 협조성과 안정성이 줄어들어 지나친 활동성이 또래

관계에 부작용을 초래함을 밝힌 M. S. Choi (2014)의 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 한다. S. M. Lee와 Ha 그리고 Seo (2016)의 연구에

서는 유아의 기질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또래 유능성

이 낮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K.-N. Seo (2009)의 연구에서 역시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불확실하거나 불안감에 대해 

두려움이 높고 낯선 사람에 대해 수줍음이 많은 위험회피 성

향이 높은 유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위축될 가능성

을 높여 사회적 유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

모나 교사가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잘 관찰하고 파악하여 사

회적 유능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이나 교육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넷째, 유아의 기질에 있어 위험회피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

적 유능성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는 유아의 실행기능 중 

주의전환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Hughes, Dunn, & White, 1998; B. Y. Kim, 2016; Kong, 2012),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한 맥락이다. Y.-J. Choi와 Cha 

(2022)는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실행기능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실행기능이 우수한 유아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또래

와의 관계에서 적응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Shin 등(2017)의 연

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환경의 변화와 요구

에 따라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고 전환하는 능력인 주의전환

은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나 초점을 바꾸는 등의 

전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

이 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빅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예측모델을 개발

하였지만, 수집된 데이터의 수는 약 470부가량으로 그 수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표집의 범위를 넓히거나 국가에서 구축하

고 있는 패널 데이터 등을 활용한다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형의 분별과 예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유아의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의 탄력

성, 어머니의 양육특성 등만을 조사하였으나, 더 다양한 개인

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투입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측정은 어머니 보고에 의한 

결과이며, 유아와 어머니에 대한 자료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

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향이나 가족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특성, 가족의 환경적 특성 및 기관 특성 등 유아를 둘러싼 환경

적 측면의 추가적 자료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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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

련하여 변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들과는 달

리 사람 중심적 접근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잠재계

층을 규명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

적 유능성 유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들을 밝혔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수

준을 예측하고 분별함에 있어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하

겠다. 셋째, 유아 기질의 위험회피와 실행기능의 주의전환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잠재계층 유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

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

을 위한 지원에 있어, 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화 과정에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모

두 고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머신러닝이라는 최신의 기법을 적용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형을 예측하였다. 영유아 발달 및 아동학 관련 분야

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유아의 발달적 측면을 예측하고 분별하

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뿐 아니라 유아의 다양한 발달적 측면을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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