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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자료 분석을 통한 청소년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Feature of Using Media for Education through 
Longitudinal Data Analysis

허 균1*

Gyun Heo

요    약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성장에 따른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 종단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미디어의 교육  활용 특성
을 학습이용, 정보이용, 그리고 게임이용으로 구분하 다. 잠재성장모형을 용하여 학습이용, 정보이용, 게임이용의 종단  변화를 

탐색하 다. 이후 3가지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의 종단  변화에서 성별 차이를 검증하 다. 한국청소년패 조사(KYPS)의 등2 

패 을 활용하여 4년간 반복 추  조사한 3,49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a) 학년이 증감함으로써 미디어의 학습이용과 정보이용의 변화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b) 여학생의 미디어 

학습이용과 정보이용의 기치와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 학년이 증가함으로써 미디어의 게임이용은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 미디어 게임이용에서는 기치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종단자료 분석, 교육미디어 활용, 학습활용, 정보활용, 게임활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ing trajectory of using educational media through longitudinal data analysis. We 

categorize the feature of using educational media as usage for learning, usage for information, and usage for the game. We explore 

the longitudinal changing patterns of usage for learning, usage for information, and usage for the game by LGM(Longitudinal Growth 

Modeling). We also find the gender difference between these longitudinal changing trajectories. We used 3,499 samples of KYPS middle 

school second-grade panel data. We found these results: (a) Both usage for learning and information are statically significant variability 

in initial level and rate of change. Both of the changing trajectories have increased. (b) Girls have a higher rate of the change both 

in the usage of learning and information than boys over time. (c)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vidual variability in initial levels 

and rate of change in the usage of the game over time. (d) Boys have a higher rate of initial value than girls in the usage of game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e of changing trajectories.

☞ keyword :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age of educational media, use for learning, use for information, use for game

1. 서   론

최근 데이터 분석 기술이 속히 발달하고 있다. 빅데

이터 분석 기술[1]이 확산되어 정보 분야 뿐 아니라 일반 

문  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 에서는 오  데

이터를 공익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 기

 등에서는 공공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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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 보완하였음..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양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4차 산업 명의 기

반과 다양한 응용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 가 증가

하고 있다[2].

학교 교육이 이 지는 장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정부 주도로 수집하고 공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가 한

국청소년패 과 같은 정부 주도의 패  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3]. 특히 학생들의 성장이 이 지

는 교육 장에서는 종단  변화가 큰 심의 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들[4][5][12]에서는 스마트 교육과 련

된 다양한 미디어에 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학

생들의 성장과 발달이 이 지는 교육 장에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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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교육  처치들의 효과를 경험 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4-7]은 당해 연도의 데이터

를 분석하는 횡단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들을 보고

하고 있다. 를 들어, PISA나 TIMSS와 같은 여러 국가 

단 의 연구에서도 당해 연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  함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6][7]. 부

분의 석박사 논문이나 여러 연구들은 한 두 번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분석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배경에는 종단 연구를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산 등이 필요하여 일반 연구자가 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학생들의 성장에 따른 미디어의 

교육  활용 특성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탐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나 인터넷, 휴 폰 등의 정보기기나 미디어들은 

속한 기술  발 을 하고 있어 성장하는 학생들이 어

떻게 인식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교육 정

책 수립과 교육 지도를 한 단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은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라 다

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교육 장에서는 많은 학생들

이 성장과 더불어 학습과 오락목 으로 활용한다. 통  

연구들에서는 학습목 의 미디어의 교육  활용에 

을 두어 심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락이나 게임

 활용을 학습자 동기와 연결하여 만드는 시도가 나타

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미디어 이용 

변화를 미디어의 교육  활용 특성의 에서 학습이용, 

정보이용, 게임이용으로 구분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특성

을 탐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 변화에 따

라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 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종단자료 분석을 통한 미디어 교육 특

성 분석을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 변화에 따른 미디어의  학습이용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성장 변화에 따른 미디어의 정보이용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성장 변화에 따른  미디어의 게임이용 

변화는 어떠한가? 

넷째, 청소년의 성장 변화에 따른 미디어 활용의 종단

 변화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

2.1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 학습이용, 정보이용 

 게임이용

정보기술의 발달로 미디어는 획기 으로 진보해 나간

다. 이와 더불어 성장기 학습자들은 이러한 미디어를 경

험하고 학습과 생활에 활용하며 성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은 학습자가 성장해 가며 미디어 이용에 변화가 생기

며 이를 다양한 교육 활용 가능성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을 학습자가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교육  활용 가능성과 연 된 학습

이용, 정보이용, 게임이용으로 재개념화하여 근하 다.

기존 부분 연구들이 한 시 의 자료를 활용해서 살펴

보았다면[4][6][7],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장과 더불

어 찰할 수 있는 종단  변화 을 반 하 다. 

학습이용이나 정보이용 등은 미디어의 교육  활용의 

요한 특징  하나이다. Jonnasen과 동료들은 컴퓨터 인

지  도구 활용(computer as mind tools)의 요성을 강조

하 다[8]. 연구자들은 학습목  컴퓨터 활용과 학업성취

와의 계를 탐색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

다[9-12]. 를 들어, Roschelle 등의 연구에서는 500편

이 넘는 다양한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미디

어 활용의 교육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11], 국가 교육

에서 정보화교육이나 이러닝 등과 같이 학습목  컴퓨터

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을 보고하고 있

다[11][12]. 이러한 연구들에서부터 학습이용이나 정보이

용에서부터 미디어의 요한 교육 활용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게임이용도 미디어의 교육  활용을 한 요한 특성

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거나 학습

을 지속 으로 유지시키기 해 게임  요소를 극 으

로 학습에 용한다[12][18][19]. 게임 이용과 학업성취와 

련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왔

다. 많은 연구들에서 게임이용을 독이나 학업성취도와 

부 인 계로 보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게임을 하는 시간 만큼 과제나 학습참여 등과 같은 학습

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어들어 학업성취에 부 인 

향을 미친다는 이동가설(displacement hypothesis)[10]이 공

감을 얻고 있다. 한편 게임 사용은 잘 이용되었을 때 학습

자의 동기를 높일 수 있고 잠재 으로 학습자의 학업 성

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에는 게임미피 이션(gamification)의 요소들을 교육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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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명해 보고 교육 컨텐츠 개발에 극 활용하려는 시

도들이 나타나고 있다[10][13][14][18][19].

2.2 성별과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

성별 이슈는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과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인 경험에서 뿐만아니라 

여러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에서 

성별 차이들이 보고되고 있다. 를 들면, 남학생은 컴퓨

터나 기기들의 활용에 상 으로 익숙하고 게임과 오락

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서는 게임 사용 시간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다고 보고

한 연구들도 있다[6][9][10]. 

반면 학습 인 목 의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에서는 오

히려 여학생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정보이

용 특색으로 남학생들은 오락이나 게임을 즐기는 반면, 

여학생들은 메시지를 교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에 미디어 교육활용 특성에 따른 성

별 차이를 심도 깊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3. 연구방법

2.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공

개 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 조사자료(KYPS)

를 활용하 다. 구체 으로  2패 의 1에서 4차년도 자

료를 활용하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다양한 

패 을 구성하여 매년 반복 으로 추 해서 조사를 실시

해 국가 인 차원에서 종단  자료를 수집해서 공개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2, 3, 고1, 고2의 종단  자료

를 상으로 분석하 다. 분석 데이터는 국 수 에서 

층화표집 되었으며, 최  상자는 1차년( 학교 2학년)

도 기 으로 총 3,449명 이었으며, 남학생 1,725명이었으

며 여학생 1,724명 이었다. 

2.2 측정 도구

2.2.1 미디어 학습이용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 분석을 한 ‘미

디어 학습이용’을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학

습목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념화하 다. 한국청소년

패 자료  미디어 학습이용 정도를 묻는 문항을 활용

하 다. “공부  학습 련 정보검색․열람을 해 컴퓨

터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을 추출

하여 활용하 다. 응답은 5  리커르트 방식으로 ‘1=  

안한다’에서 ‘5=매우 자주한다’와 같이 응답하게 구성되

었다. 연구 편의를 해 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학습이

용이 높은 것으로 재구성하 다. 2에서 고2에 이르기 

까지(1, 2, 3, 4차년도) 각각의 평균값은 2.40, 2.32, 2.46, 

2.53이었고, 표 편차는 1.127, 1.129, 1.133, 1.147이었다. 

2.2.2 미디어 정보이용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 분석을 한 ‘미

디어 정보이용’을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학

습외 목 으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것’으

로 개념화하 다. 한국청소년패 자료  미디어 정보이

용 정도를 묻는 문항을 도구로 활용하 다. 구체 으로 

학습목 이 아닌 기타 정보검색  열람을 해 컴퓨터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활용하 다. 응답은 5  리커르트 방식으로 ‘1=  안한

다’에서 ‘5=매우 자주한다’와 같이 응답하게 구성되었다. 

연구 편의를 해 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정보이용이 

높은 것으로 재구성하 다. 2에서 고2에 이르기까지(1, 

2, 3, 4차년도) 각각의 평균값은 2.80, 2.72, 2.87, 2.91이었

고, 표 편차는 1.221, 1.253, 1.233, 1.215이었다. 

2.2.3 미디어 게임이용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 분석을 한 ‘미

디어 게임이용’을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게

임이나 오락목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념화하 다. 한

국청소년패 자료  미디어 게임이용 정도를 묻는 문항

을 활용하 다. 구체 으로 컴퓨터 게임을 한 목 으로 

컴퓨터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활용하 다. 응답은 5  리커르트 방식으로 ‘1=

 안한다’에서 ‘5=매우 자주한다’와 같이 응답하게 구

성되었다. 연구 편의를 해 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학

습이용이 높은 것으로 재구성하 다. 2에서 고2에 이르

기까지(1-4차년도) 각각의 평균값은 3.45, 3.41, 3.01, 2.83

이었고, 표 편차는 1.242, 1.261, 1.282, 1.32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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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 도구로 SPSS, AMOS, Mplus를 

활용하 다. 종단자료는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한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측치를 삭제 후 

분석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 추정을 해 

Arbuckle(1996)의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식을 활용하 다[15]. 

본 연구는 통계모형으로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여 종단  자료의 변화를 분석

하고자 하 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

화하고 잠재  성장을 모형화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고 Meredith & Tisak에 의해 소개되었다[16][17]. 이에 

학생들의 성장에 따른 미디어 활용 특성들의 변화를 

악하기에 합한 모형으로 생각된다. 이에 연구문제를 구

체화하기 한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잠재성장모형[16][17]

을 활용하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의 

변화를 미디어 학습이용, 미디어 정보이용, 미디어 게임

이용의 세 가지 역으로 탐색하 다. 

둘째, 잠재성장모형에 성별 변인을 추가한 조건모형을 

탐색하여 청소년 성장에 따른 변화 양상을 남학생과 여

학생의 차이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  가

졌던 연구문제에 해 확인하 다. 

셋째, 분석과정에서 모형 합도를 활용하여 모형 평가

를 하 다. 표본크기에 카이스퀘어는 민감하여 비교  표

본크기에 향이 은 TLI, RMSEA, CFI 지수를 활용하

다. 모형 합도를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타당성

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활용 특성을 분석하기 해 

인터넷  미디어의 학습이용, 정보이용  게임이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단  변화 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를 분석하 다.

4.1 미디어 학습이용 종단변화 모형

4.1.1 미디어 학습이용 종단변화 잠재성장모형

그림 1과 같이 미디어 학습이용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

과 종단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의 패턴을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미디어 학습 이용 잠재성장모형

(Figure 1) Latent Growth Model for Using Media for 

Learning

(표 1) 학습이용 잠재성장모형의 지표  측정값

(Table 1) Index and Measurement of Latent Growth 

Model for Using Media for Learning

지

표

카이스퀘어 df TLI CFI RMSEA

53.573 8 .959 .967 .041

측

정

값

기값

평균

변화량

평균
기값분산

변화량

분산
공분산

2.346*** .167*** .450*** .339*** -3.948***

표 1에서와 같이 TLI .954, CFI .969, RMSEA .036 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표값은 모형 설정에 부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학습이용 잠재성장모형의 기값 평균은 2.346 

이었으며, 변화량 평균은 .167 이었고 모두 유의하 다. 

이러한 값으로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변화

로 추정할 수 있다. 

4.1.2 성별에 따른 미디어 학습이용 종단변화 차이

표 1의 잠재성장 기본모형 분석 결과에서 기치 분산

과 변화량 분산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미디어 

학습이용의 잠재성장변화모형은 기치와 변화량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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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차를 설명을 해 성별

을 설정하고 이를 투입하 다. 표 2는 이러한 결과를 나

타낸다.

(표 2) 학습이용 잠재성장조건모형 지표  측정값

(Table 2) Index and Measurement of Latent Growth 

Conditional Model for Using Media for 

Learning

경로 추정치 SE
표 화

추정치
비고

성별→

학습이용 기치
-.090** .035 -067

TLI

.954

CFI

.969

RMSEA

.036

성별→

학습이용변화율
-.259*** .048 -.222

학습이용 기치 2.391*** .025

학습이용변화량 .295*** .034

표 2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미디어 학습이용에서 기치에 차

이가 있었다. 기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는 패

조사가 시작되는 처음시기 즉, 학생들이 학교 2학년 

때를 말한다. 이를 통해 학교 2학년을 상으로 한 미

디어 학습이용과 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둘째, 미디어 학습이용의 변화율도 성별에 따른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미디어 학습이용의 

변화율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4

차년도 즉 2에서 고2까지의 변화율을 악하 고, 이러

한 종단  변화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한 해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한 횡단  연구에서

는 악할 수 없는 결과들이다.

4.2 미디어 정보이용 종단변화 모형

4.2.1 미디어 정보이용 종단변화 잠재성장모형

그림 2와 같이 미디어 정보이용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

과는 종단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의 형태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은 미디어 학습이용의 기값 2.346에 비해 

정보이용에서 기값이 2.752로 높았다. 증가 기울기는 

정보이용의 변화량 .137로 나타나 미디어 학습이용의 변

화량 .167 보다는 완만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미디어 정보이용 잠재성장모형

(Figure 2) Latent Growth Model for Using Media for 

Information

(표 3) 정보이용 잠재성장모형의 지표  측정값

(Table 3) Index and Measurement of Latent Growth 

Model for Using Media for Information

지

표

카이스퀘어 df TLI CFI RMSEA

48.600 8 .954 .964 .038

측

정

값

기값

평균

변화량

평균

기값

분산

변화량

분산
공분산

2.752*** .137*** .482*** .235*** -.115***

표 3과 같이 TLI .954, CFI .964, RMSEA .038 로 나타

났으며 이 지표값은 모형 설정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정보이용 잠재성장모형의 기값 평균은 2.752 이었으

며, 변화량 평균은 .137 이었고 모두 유의하 다. 이러한 

값으로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변화로 추정

할 수 있다. 

4.2.2 성별에 따른 미디어 정보이용 종단변화 차이

표 3의 잠재성장 기본모형 분석 결과에서 기치 분산

과 변화량 분산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미디어 

학습이용의 잠재성장변화모형은 기치와 변화량에 개

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

하기 한 변인으로 성별을 설정하고 이를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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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4) 정보이용 잠재성장조건모형 지표  측정값

(Table 4) Index and Measurement of Latent Growth 

Conditional Model for Using Media for 

Information

경로 추정치 SE
표 화

추정치
비고

성별→

정보이용 기치
-.156*** .038 -.112

TLI

.951

CFI

.967

RMSEA

.033

성별→

정보이용변화율
-.135*** .052 -.139

정보이용 기치 2.830*** .027

정보이용변화량 .206*** .037

표 4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성별의 효과를 

미디어 정보이용에 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정보이용의 기치는 성별에 따라 남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기치 즉, 2 때 미디어 정보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 정보이용 변화율도 성별에 따른 남녀차

이가 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

생 미디어 정보이용의 변화율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4.3 미디어 게임이용 종단변화 모형

4.3.1 미디어 게임이용 종단변화 잠재성장모형

그림 3은 미디어 게임이용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는 

종단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은 미디어 학습이용과 정보이

용에서는 학생들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난 

반면 미디어 게임이용은 변화량에서 감소하는 패턴을 타

나내었다. 

표 5와 같이 TLI .969, CFI .975, RMSEA .064 로 나타

났으며 이 지표값은 모형 설정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게임이용 잠재성장모형의 기값 평균은 3.505로 학습

이용 기값 2.346과 정보이용 기값 2.752 보다 훨씬 높

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학

(그림 3) 미디어 게임이용 잠재성장모형

(Figure 3) Latent Growth Model for Using Media for 

Game

(표 5) 게임이용 잠재성장모형의 지표  측정값

(Table 5) Index and Measurement of Latent Growth 

Model for Using Media for Game

지

표

카이스퀘어 df TLI CFI RMSEA

119.296 8 .969 .975 .064

측

정

값

기값

평균

변화량

평균

기값

분산

변화량

분산
공분산

3.505*** -.686*** .945*** .425*** -.131***

교 2학년 시기에 미디어 활용에서 있어서 학습이용이나 

정보이용 보다 게임이용이 상 으로 훨씬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게임이용 잠재성장모형의 변화율 평균은 -.686 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이러한 값으로 볼 때 시간의 흐

름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 

학습이용 변화량 .167, 정보이용 변화량 .137에서 증가하

는 변화를 보여  반면 게임이용 변화율에서는 -.686로 

나타나 서로 다른 종단  변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4.3.2 성별에 따른 미디어 게임이용 종단변화 차이

표 5의 잠재성장 기본모형 분석 결과에서 기치 분산

과 변화량 분산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미디어 

학습이용의 잠재성장변화모형은 기치와 변화량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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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

기 한 변인으로 성별을 설정하고 이를 투입하 다. 표 

6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6) 게임이용 잠재성장조건모형 지표  측정값

(Table 6) Index and Measurement of Latent Growth 

Conditional Model for Using Media for 

Game

경로 추정치 SE
표 화

추정치
비고

성별→

게임이용 기치
1.349** .034 .694 TLI

.963

CFI

.975

RMSEA

.067

성별→

게임이용변화율
-.001 .045 -.001

게임이용 기치 2.832*** .024

게임이용변화량 -.2684** .032

표 6을 바탕으로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성별의 효과를 

미디어 정보이용에 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게임이용의 기치는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기치인 학교 2학년 시기 때 미디어 게임이용을 여학

생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미디어 게임이용 변화율은 성별에 따른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5의 기본모형

의 변화량 -.686에서와 같이 게임이용이 감소하는 변화패

턴을 남녀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활용 특성을 분석하기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청소년패 자

료(KYPS) 2 패  3,449명의 4년간의 종단자료를 활용

하여 인터넷  미디어의 학습이용, 정보이용  게임이

용의 종단  변화 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 변화에 따른 미디어 학습이용 변

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여학생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들[9][10]과 잠재계층모형을 활용하 다는 에서 공

통 을 갖는다. 하지만 [9]의 연구결과와는 반 의 결과

가 나타났다. [9]의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종

단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상이 학생일 때의 변화만

을 찰하여 학습 목  컴퓨터의 사용이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궤 을 나타내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본 연구의 데이터

가 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조  더 폭넓

은 종단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나타난 상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의 성장 변화에 따른 미디어 정보이용 변

화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사실은 학교 2학년 때는 정보이용의 기값이 학습이

용의 기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은 학습이

용이 정보이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로 진학해서 정보이용 보다는 학습이용에 더 많은 비

을 두어서 된 것으로 추정된다. [9]의 연구에서는 학습 목

 컴퓨터의 사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궤

을 나타내었다. , 학습이용과 정보이용의 구분이 없이 

학습목 의 컴퓨터 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에서도 차이 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성장 변화에 따른 미디어 게임이용 변

화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궤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자를 등4학년에서 학교 1학

년 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10]의 변화 궤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9]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 게

임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 변화궤 을 나타내었

는데 이러한 변화율는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9][10]에서는 변화율에 있어서

도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치인 

학교 2학년 때는 남학생이 게임이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흥미있는 은 미디어 게임이용은 학습이용이나 정보

이용과는 다른 종단  변화 패턴을 보 다. 남학생이 게

임이용을 여학생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은 일

반  연구결과와 같은 이다. 특이한 은 게임이용의 

변화에서 감소하는 종단  변화가 발견되었고 이는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이다. 다른 결과에서는 여학생

들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과 비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 이 따른다. 첫째 국

가 단 의 패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연구자가 심을 

가졌던 미디어교육활용 특성을 직 으로 살펴보기 보

다는 련 문항들을 심으로 간 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결과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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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9][10][17]에서 보고하는 분석방식과 결과를 정리

하 다. 이로 인해 범 한 특성을 일반  의미로 나타

내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찰이나 실험 등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활용 특성을 직 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단  패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상자

가 갖는 다양한 잠재  특성을 고려하거나 다층  특성

을 고려한 분석  근이 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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