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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학습관여, 교사의 지도방법, 가정과 교실의 문해환

경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취학전 만 5세 유아 141명,

이들의 부모 141명과 담임교사 4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학교준비도 검사, 어머니 학습관여 척도, 교

사 지도방법 척도, 가정문해환경 척도와 교실문해환경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hree-wa

y ANOVA, Spearman의 상관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과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준비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가정문해환경을 제외한 유아의 성,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

도방법, 교실문해환경 변인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학교

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적응영역에는 유아성별, 지식영역에는 어머니 교육수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학교준비도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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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경험한

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자신의 흥미에 따라 놀이중심의 하루일과를 보내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에는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구조화된 교육을 받는다. 유아교육기관은 활동과정에 중점을 두는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교육 목표와 교과목 성취에 초점을 둔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아동 스스로 일괄

적인 환경에 맞추어 적응해야 한다. 유아가 두 기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온전하게 초등학교 생활

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판가름한다.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직후 전이에 어려움을 겪으면 우울, 자포자기, 등교 거부, 공격적 행동, 신체화 증상과 같은 학

교생활 문제와 학업성취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정무성, 김선경, 윤대중, 1998; 한국교

육과정 평가원, 2009).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후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전이(Ramey & Ramey, 1998)를 돕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학교준비도로 측정할 수 있

다.

학교준비도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체적, 사

회적, 정서적 측면과 학문적 영역 등 유아 발달의 전 영역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학

교 교육과정과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권영례, 김암이, 곽혜경, 장미자, 1998; Crinic

& Lamberty, 1994). 유아의 발달 측면과 학교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함께 살펴보면, 유아가

초등학교에 적응하고 또래들과 원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사회·정서적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학교준비도 중 학교적응과 관계된 기능, 적응, 성향, 태도,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등과 같

은 구성요인과 관련이 있다(박연정, 2007; 방소영, 2013).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에서 대인관계나

학교 규범과 질서에 조화롭게 행동하여 자신도 만족스럽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중

점을 두거나(민영순, 1995) 교육적 환경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안영복, 1985). 학교적응을 잘 하면 학교를 대하는 태도, 감정, 동기가 긍정적이

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성적도 향상되어 유익한 학교생활을 한다(안영복, 1985).

유아가 지식을 습득하고 과업을 달성하여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습관련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학교준비도 중 지식 즉 학업성취와 관계된 언어지식, 수리지식,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 등과 같은 구성요인과 관련이 있다(박연정, 2007; 방소영, 2013). 따라서 유아발달

과 관련된 학교준비도의 적응과 지식 관련 구성요인은 초등학교 전이 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를 예측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어서 유아, 부모, 교사 모두에게 유

용하다.

유아의 신체, 사회, 정서, 지적 측면 등의 발달과 관계된 학교준비도가 유아의 성공적인 초등

학교로의 전이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면, 학교준비도의 적응과 지식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 각 영역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준

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개인 변인, 부모 변

인, 환경 변인 등으로 변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유아 개인 변인을 보면, 유아 성

별(박연정, 2007; 이수현, 황혜정, 2014; 임정진, 2013; 조경진, 2014), 월령(박연정, 2007; 조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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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질(박연정, 2007), 보육경험 기간(임정진, 2013), 신체적 민첩성(김현주, 2014), 인지능력

(김현주, 2014), 자기조절력(이수현, 황혜정, 2014), 정서조절력(김현주, 2014), 사회적 능력감(김

현주, 2014), 학습행동(이수현, 황혜정, 2014) 등이 연구되었다. 다음으로 부모 변인을 보면, 어머

니 학습관여(김지원, 2011; 이정민, 2013), 아버지 양육참여(석지연, 2012; 조경진, 2014), 부모교

육수준(박연정, 2007; 이수현, 황혜정, 2014), 어머니 취업유무(박연정, 2007), 양육행동(박연정,

2007) 등이 연구되었고, 환경 변인으로는 수입(박연정, 2007),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박연정,

2007), 가정환경의 질(조경진, 2014), 어린이집의 질(임정진, 2013) 등이 연구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유아 개인 변인, 부모나 환경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

로 많았다. 반면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교사나 유아교육기

관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도 이들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

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변인과 교사 및 환경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학교준

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유아 개인변인인 유아성별,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교육수준과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변인인 교

사 지도방법 및 환경변인인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유아의 성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조경진(2014)은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준비도 전체

와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수리적 지식, 적응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김현주(2014)

는 여아가 남아보다 단체생활, 일상생활, 학습활동에서 학교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지만

남아가 여아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워하여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도 있다(이수경, 2004). 반면 학교준비도 전체에서 유아성별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강현

옥, 황혜원, 2013), 학교생활 적응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정미영, 문혁준,

2007)가 있다. 박연정(2007)은 유아성별이 학교준비도 전체와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일상생

활지식, 학습활동능력,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임정진(2013)과

조경진(2014)도 유아성별이 학교준비도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성차에 관한 연

구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고 남아가 여아보다 회피적인 정서조절을 많이 하고(임희

수, 2000) 정서를 표현할 때 행동 조절을 잘 하지 못하여 공격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강지흔, 2003). 이와같이 유아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성

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학교준비도를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아성별

에 따라 학교준비도의 어떤 구성영역에서 차이가 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준비도를 살펴보면, 조경진(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

준에 따라 학교준비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박연정(2007)은 아버지 교육수준이 학교준비

도 전체,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단체생활태도, 학습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형식

적 보육을 받지 않은 6세 또는 7세 유아가 학교준비도와 관련된 검사를 하였을 때 고등 교육수

준 어머니의 자녀보다 낮은 교육수준 어머니의 자녀가 학업준비와 학업성취에서 일관되게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는 연구(Geoffroy et al., 2010)가 있는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정기자, 2002). 이들 연구에서 보듯 부모교육수준

에 따라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의 기대 수준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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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태도가 달라지고 학습환경에 영향을 주어 학교준비도의 증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낮은 교육수준 부모는 자녀의 학교준비도 향상에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준비도 구성 내용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취학전 유아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전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유아의 발달뿐만 아니라 학

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관여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남혜련, 2000; 백미선, 2012). 이러한 높

은 관심은 학교준비도 인식조사 결과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준비의 책임과 의무가 절대적으로 학부모에게 있다는 결과(방소영,

황혜정, 2013)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습관여는 자녀의 교육과 관계된 부모의 태도

로 자녀의 학습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녀와 함께 학습에 참여하는 등 자녀의 학습을 증진시

킬 수 있는 행동들을 말한다(김종덕, 2001; Grolinick, Ryan & Deci, 1991). 어머니가 어떠한 학

습관여를 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적응, 태도, 학업성취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안지영, 오미경,

김지신, 2012). 사교육비 실태에 관한 연구(서문희, 양미선, 2013)는 지나친 학습관여를 보여주는

데, 만 3세 유아의 80.7%, 만 4세 89.6%, 만 5세 91.2%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

등학교 입학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사교육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취학전 유아 어머니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신념과 취학전 유아의 조기교육 간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

주후, 김경란, 유윤영, 2011)는 지나친 조기교육과 사교육의 이면에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선행학

습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조기교육과 사교육, 선행학습 등의 학습압

박은 유아의 관심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아의 주의력과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Egeland, Pianta & O’Brien, 1993)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머

니의 학습압박으로 아동은 체념, 회피, 또래관계의 문제, 수업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

고(정지선, 2009; 최해수, 2001)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안지영 등,

2012). 반면, 학습관여의 부정적 측면 이외에 어머니의 적절한 학습지지는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이 잘 되도록 하여 정서조절과 표현력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Connell & Prinz, 2002). 어머니

의 학습지지는 학교준비도와 입학 후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으며(Lugo-gio &

Tamis-Lemonda, 2008) 어머니의 지속적인 학습참여는 유아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성취감을 높

인다는 연구(Marjoribank, 1979)가 있다. 또한 인지, 사회정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성은숙, 2002; 송진숙, 2001)가 있다. 즉, 부모가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유

아의 인지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행동에 영향을 준다(Hagedorm & Fogel, 2002). 따

라서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관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학습관여를 든다면 유아교육기관

에서는 교사의 지도방법을 들 수 있다. 유아교사의 지도방법에 따라 유아기 경험이 달라지고 이

것은 초등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현옥, 1988). 교사의 지도방법은 교육철학, 유아의

발달 수준, 유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기숙, 2011)과 관계가 있으며, 자유선택활동

의 균형, 유아관심의 지속도 등을 고려한 교육 내용과 활동시간 편성, 유아에게 적절한 질문하

기와 자료를 활용(Carol, 2008)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교사 지도방법 중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서성민, 2012).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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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s & Smith, 1995) 사회성을 형성하여(여연승, 2003), 학교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 교

사-유아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면 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나지만(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교사-유아 관계가 역기능적이고 의존적인 경우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더 낮은 사회적 유

능감을 보인다고 하였으며(Pianta, 1994), 교사가 놀잇감과 놀이활동 영역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에 따라 사회적·인지적 놀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James, James & Francis, 2009). 이처럼

교사가 놀이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 의사소통, 자율성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놀

이를 교육적으로 이끌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James et al, 2009). 이처럼 교사 지도방

법에 따라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작 교사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절대적으로 학부모에게 있다고 인식한다는 결과(방소영, 황혜정, 2013)가 있어, 교사가 학교준비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하고 다양한 정보 중 자신에게 유용

한 정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즉 문해능력의 활용이 높아진다. 문해는 읽

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읽고 쓰기와 관련된 태도, 기대 및 활동들을 포함한다(Teale & Sulzby,

1986). 또한 문해환경은 풍부한 물리적 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관한 자료활용도와 문해

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유아,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관련된 심리

적 환경을 포함한다(천화영, 2010). 문해환경은 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경험하는 일상적인 가정문

해환경과 유아교육기관 입학 후 시작되는 형식적인 교실문해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아가 생후 첫해에 경험하는 저소득 가정문해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학교준비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는 연구(Rodriguez, 2008)처럼 가정문해환경은 영아기부터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문해환경을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의 심리적 문해환경을 살펴보면 부모와 유아가 책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은 유아의 어휘력 습득 및 이야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abham, 1996). 유아 초

기 읽기 활동은 장기적으로 언어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Wells, 1985).

최근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연령

이 낮아져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의 문해능력에 가정문

해환경 뿐만 아니라 교실문해환경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명순, 김길숙, 임양미,

이유진, 2008). 교실문해환경의 질이 유아의 언어능력, 인지능력, 사회적 기술, 학업 기술을 예측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Bryant, Burchinal, Lau & Sparling, 1994)에서 보듯이 교실문해환경이

학교준비도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실문해환경의 질이 높을

수록 유아의 읽기, 쓰기,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읽기 흥미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배성연, 2006; 천화영, 2010; 한애향, 안선희, 2006). 풍부한 문해자료가 교실에 준비되었을

때 문해행동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Neuman & Roskos, 1993), 유아의 문해기술은 놀이상황과

다양한 인쇄물이 구비되었을 때 증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김길숙, 2009; 배성연, 2006). 또

한 교실의 심리적 환경으로 교사-유아 간 문해활동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능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이윤경, 민옥진, 2001).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이는 유아의 성,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및 가정과 교실의 문해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학교준비도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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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의 성, 아버지 교육수준 및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준비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성,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 교실문해환경

및 학교준비도 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3. 유아의 성,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 및 교실문해환경

은 학교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병설유치원 5기관에 다니는 유아 23명, 사립 유

치원 10기관에 다니는 유아 56명, 국공립 어린이집 5기관에 다니는 유아 24명, 민간 어린이집 8

기관에 다니는 유아 38명, 총 28기관, 42학급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41명과 이들의 부모

141명, 담임교사 42명이다. 연구대상인 유아, 부모와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 69명(48.9%), 여아 72명(51.1%)이고 출생순위는 첫째 76명(53.9%),

둘째 55명(39.0%), 셋째 10명(7.1%)였다. 연구대상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과 가계의 소득수

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26-30세 1명(0.7%), 31-35세 19명(13.5%), 36-40세 65명

(46.1%), 41-45세 45명(31.9%), 46세 이상 11명(7.8%)였고, 어머니의 연령은 26-30세 6명(4.3%),

31-35세 34명(24.1%), 36-40세 68명(48.2%), 41-45세 29명(20.6%), 46세 이상 4명(3.8%)였다. 아

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6명(32.6%), 대졸이상이 95명(67.4%)였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60명(42.6%), 대졸이상이 81명(57.4%)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적문직 15명(10.6%), 사

무직 63명(44.7%), 자영업 35명(24.8%), 공장 및 노동직 16명(11.3%), 일용직 및 기타 7명(5.0%),

전업주부 및 무직 2명(1.4%), 무응답 3명(2.1%)였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직 11명(7.8%), 사무

직 30명(21.3%). 자영업 17명(12.1%), 공장 및 노동직 4명(2.8%), 일용직 및 기타 6명(4.3%), 전

업주부 및 무직 69명(48.9%), 무응답 4명(2.8%)였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9명

(6.4%), 100-200만원 미만이 14명(9.9%), 200-300만원 미만 32명(22.7%), 300-400만원 미만 24명

(17.0%), 400-500만원 미만 33명(23.4%), 500만원 이상 29명(20.6%)였다. 연구대상 교사의 기관

별 담임수와 교사경력을 살펴보면, 기관별 담임수는 사립유치원 17명(40.5%), 공립유치원 8명

(19.0%), 민간어린이집 11명(26.2%), 국공립어린이집 6명(14.3%), 교사경력은 1-3년 7명(16.7%),

4-6년 12명(28.6%), 7-9년 11명(26.2%), 10년 이상 12명(2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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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학교준비도

학교준비도는 방소영(2013)이‘취학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

한 ‘학교준비도 검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준비도 검사의 구성은 기능 17문항, 태도

16문항, 생활 21문항과 성향 11문항 및 지식 64문항의 5개 영역 총 1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 중 기능 16문항, 태도 10문항과 생활 15문항, 성향 13문항을 사용한 54문항을 적응영

역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언어지식 26문항, 수리지식 25문항을 사용한 51문항을 지식영역으로

사용하여 총 105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사가 적응영역을 평정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산출 가능 점수는 최저 54점, 최고 272점이었다. 검사자가

각 유아에게 지식영역을 직접 질문하여 검사하였다. 언어지식에서 쓰기, 읽기, 이해, 표현,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26개 문항 중 17개 문항 점수는 무응답과 오답 0점, 정답 1점이고, 9개 문항

은 0점, 1점, 2점을 주었다. 수리지식은 수세기, 셈하기, 서열, 분류, 도형, 패턴, 위치 등을 포함

한 25개 문항으로, 무응답과 오답 0점, 정답 1점으로 하여 산출 가능 점수는 최저 0점 최고 60

점이었다. 지식영역 검사 시간은 각 유아마다 15분~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학교준비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97이고,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적응영역 .97, 기능

.96, 태도 .94, 생활 .93, 성향 .89, 지식영역 .89, 언어지식 .84, 수리지식 .81이었다(표 1 참조).

2) 어머니 학습관여

어머니 학습관여를 측정하기 위해 Amato와 Rivera(1999)가 제작한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PAI)’를 성은숙(2002)의 연구에서 만 4세와 만 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 지지 14문항,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

지의 학습참여 3문항, 학습에 대한 압박 5문항, 어머니의 학습참여 5문항, 어머니 주도적 학습환

경 조성 7문항인 5개 하위영역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학습의

긍정적 지지 13문항, 학습압박 5문항,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 6문항인 3개 하위영역 총 24문

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학습관여는 어머니가 평정하였고, Liker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점수를 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징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어머니 학습관여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76이며, 각 하위요인 신뢰도 계

수인 Cronbach α는 학습의 긍정적 지지 .84, 학습압박 .74,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 .73였다

(표 1 참조).

3) 교사 지도방법

교사 지도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오영희(1994)가 제작한 ‘어머니 지도방법 설문지’의 모자 상호

작용 6문항, 책과 놀잇감 선택 8문항, 유아의 건강과 안전지도 5문항, 생활습관형성 6문항, 발달

영역에 따른 지도 및 지식 10문항, 총 35문항 중 교사 지도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5문

항을 제외한 30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교사-유아상호작용 4문항, 놀이 및 놀잇감 선택 11문항,

발달지식 및 지도 6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였

고 Liker식 5점 척도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1점부터 ‘항상 하고 있다’ 5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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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문항수 신뢰도

학교준비도

적응

기능 16 .96

태도 10 .94

생활 15 .93

성향 13 .90

소계 54 .97

지식

언어지식 26 .84

수리지식 25 .81

소계 51 .89

계 84 .97

어머니

학습참여

학습의 긍정적 지지 13 .84

학습압박 5 .74

학습환경조성/학습참여 6 .73

계 24 .78

교사 지도방법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86이며 각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교사-유아상호작용 .60, 놀이 및 놀잇감 선택 .86, 발달지식 및 지도 .71이었다(표 1 참조).

4) 가정문해환경

가정의 문해환경 중 자료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곽아정(1993)이 사용한 설문지를 천화영

(2010)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정문해환경 중 심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

해 Dickinson, Temple, Hirschler와 Smith(1992)의 분석과 Mcgee와 Richgels(1990)의‘Guidelines

for Booksharing’을 번안·수정한 천화영(2010)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가정문해환경 척도는 어

머니가 평정했으며, 가정 자료활용도 9문항, 가정 심리적환경 19문항인 2개 하위영역 총 28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가정문해환경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89이며 각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

인 Cronbach α는 가정 자료활용도 .61, 가정 심리적환경 .90이었다(표 1 참조).

5) 교실문해환경

교실문해환경 중 자료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곽아정(1993)이 사용한 설문지를 천화영(2010)

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교실문해환경 중 심리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Dickinson, Temple, Hirschler와 Smith(1992)의 분석과 Mcgee와 Richgels(1990)의 ‘Guidelines

for Booksharing’을 번안·수정한 천화영(2010)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교실문해환경은 교사가

평정하였고, 교실 자료활용도 11문항, 교실 심리적환경 19문항인 2개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실문해환경은 교실 자료활용도에서 신뢰도 .60미만 문항을 제외한 5문항과 교실

심리적환경 19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식 4점 척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일 사용한

다’ 4점까지 점수를 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교실문해환

경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75이며 각 하위요인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교실 자료

활용도 .62, 교실 심리적환경 .81이었다(표 1 참조).

<표 1> 변인들의 문항수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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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도방법

교사-유아 상호작용 4 .60

놀이 및 놀잇감 선택 11 .86

발달지식 및 지도 6 .71

계 21 .86

가정

문해환경

가정 자료활용도 9 .61

가정 심리적환경 19 .90

계 28 .89

교실

문해환경

교실 자료활용도 5 .62

교실 심리적환경 19 .81

계 24 .75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

의 만 5세 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 5기관, 사립 유치원 10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4기관, 사립 어

린이집 9기관, 총 28기관을 임의표집하였다. 각 기관의 원장과 만 5세반 43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각 반의 가나다 순서의

이름 목록에서 가장 앞 번호인 남아와 여아 각 2명씩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의 어머니 172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165부를 회수하였다. 어머

니로부터 회수된 165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24부를 제외

한 141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의 담임교사들에게 172명 유아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한 학급

을 제외한 42학급에서 16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통계분석에 사용할 어머니 질문지 141부와 연

구대상 유아가 같은 담임교사 질문지 141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면서 학교준비도의 지식영역 검사를 연구대상 유아 172명에

게 실시하였다. 이 중 통계분석에 사용할 어머니 질문지 141부와 연구대상 유아가 같은 학교준

비도 지식영역 검사 141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유아의 성과 아버지 교육수준 및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hree-way ANOVA를 하였다. 넷째, 유아의 성, 아버지 교

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과 교실문해환경 및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의 성,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은 Spearman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고,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다섯째,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및 가정과 교실문해환경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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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SS MS F

유아 성(A) 1 581.870 581.870 8.791*

기능

아버지 교육수준(B) 1 129.820 129.820 1.961

어머니 교육수준(C) 1 104.670 104.670 1.581

A * B 1 61.353 61.353 .927

A * C 1 58.910 58.910 .890

B * C 1 11.941 11.941 .180

A * B * C 1 10.786 10.786 .163

오차 133 8803.322 66.190

Total 141 10343.759

유아 성(A) 1 524.542 524.542 5.597*

생활

아버지 교육수준(B) 1 244.686 244.686 2.611

어머니 교육수준(C) 1 231.215 231.215 2.467

A * B 1 37.324 37.324 .398

A * C 1 1.986 1.986 .021

B * C 1 199.291 199.291 2.126

A * B * C 1 12.155 12.155 .130

오차 133 12464.876 93.721

Total 141 14680.142

유아 성(A) 1 445.374 445.374 11.723*

석방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성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준비도 차이

유아의 성,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알

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성은 학교준비도 전체, 적응의 하위영역인 기능, 생활, 태

도, 성향, 적응 전체, 지식의 하위영역인 언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아버지 교육수준

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학교준비도 전체, 지식

영역의 하위영역인 언어, 수리, 지식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유아 성과 아버

지 교육수준, 유아 성과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과 어머니 교육수준, 유아 성과 아버

지 교육수준 및 어머니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여아인

경우 학교준비도 전체, 적응의 하위영역인 기능, 생활, 태도, 성향, 적응 전체, 지식의 하위영역

인 언어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 인 경우 자녀

의 학교준비도 전체, 지식영역의 하위영역인 언어, 수리, 지식 전체가 높은 것을 할 수 있다.

<표 2> 유아 성,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준비도 Thre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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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아버지 교육수준(B) 1 60.492 60.492 1.592

어머니 교육수준(C) 1 90.302 90.302 2.377

A * B 1 37.043 37.043 .975

A * C 1 84.585 84.585 2.226

B * C 1 34.551 34.551 .909

A * B * C 1 8.383 8.383 .221

오차 133 5052.963 37.992

Total 141 6160.823

유아 성(A) 1 358.806 358.806 5.401
*

성향

아버지 교육수준(B) 1 233.046 233.046 3.508

어머니 교육수준(C) 1 9.635 9.635 .145

A * B 1 34.045 34.045 .512

A * C 1 19.885 19.885 .299

B * C 1 135.148 135.148 2.034

A * B * C 1 82.564 82.564 1.243

오차 133 8835.458 66.432

Total 141 9695.702

유아 성(A) 1 7581.345 7581.345 10.728*

적응 전체

아버지 교육수준(B) 1 2507.988 2507.988 3.549

어머니 교육수준(C) 1 1447.303 1447.303 2.048

A * B 1 201.458 201.458 .285

A * C 1 191.051 191.051 .270

B * C 1 1230.327 1230.327 1.741

A * B * C 1 138.758 138.758 .196

오차 133 93993.400 706.717

Total 141 114009.319

유아 성(A) 1 143.082 143.082 5.483*

언어

아버지 교육수준(B) 1 53.284 53.284 2.042

어머니 교육수준(C) 1 139.246 139.246 5.336*

A * B 1 15.379 15.379 .589

A * C 1 21.966 21.966 .842

B * C 1 71.250 71.250 2.730

A * B * C 1 30.516 30.516 1.169

오차 133 3470.563 26.094

Total 141 4226.270

유아 성(A) 1 .541 .541 .026

아버지 교육수준(B) 1 .002 .002 .000

어머니 교육수준(C) 1 176.766 176.766 8.466*

A * B 1 3.497 3.49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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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A * C 1 44.877 44.877 2.149

B * C 1 28.763 28.763 1.378

A * B * C 1 5.782 5.782 .277

오차 133 2777.014 20.880

Total 141 3063.078

유아 성(A) 1 161.226 161.226 2.166

지식 전체

아버지 교육수준(B) 1 52.604 52.604 .707

어머니 교육수준(C) 1 629.789 629.789 8.463*

A * B 1 4.209 4.209 .057

A * C 1 129.637 129.637 1.742

B * C 1 190.552 190.552 2.561

A * B * C 1 62.865 62.865 .845

오차 133 9897.807 74.420

Total 141 11664.936

학교준비도

전체

유아 성(A) 1 9953.74 9953.736 10.536**

아버지 교육수준(B) 1 3287.04 3287.037 3.479

어머니 교육수준(C) 1 3986.54 3986.537 4.220*

A * B 1 147.43 147.428 .156

A * C 1 635.44 635.442 .673

B * C 1 2389.26 2389.263 2.529

A * B * C 1 14.83 14.829 .016

오차 133 125654.951 944.774

Total 141 157404.553

2.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

환경 및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유아의 성,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유아의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

문해환경, 교실문해환경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의

성은 남아는 1, 여아는 2로 변수를 코딩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는 1, 대졸이상은 2로

코딩한 후 Spearma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였고,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

과 교실문해환경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상관관계를 보았다. 학교준비도 전체는 유아의 성

(r=.32, p<.001), 아버지 교육수준(r=.23, p<.01), 어머니 교육수준(r=.23, p<.01), 어머니 학습관여

의 하위영역인 학습환경조성과 학습참여(r=.20, p<.05), 어머니 학습관여 전체(r=.17, p<.05), 교

사 지도방법 하위영역인 교사-유아상호작용(r=.26, p<.01), 놀이 및 놀잇감 제시(r=.25, p<.01),

교사 지도방법 전체(r=.28, p<.01), 교실문해환경 하위영역인 교실 자료활용도(r=.33, p<.001), 교

실문해환경 전체(r=.20, p<.05)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가 여아인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어머니가 학습환경조성과 학습참여를 잘 해줄수록,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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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관여를 잘 할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교사가 놀이 및 놀잇감 제시를

잘할수록, 교사 지도방법이 좋을수록, 교실의 자료를 많이 활용할수록, 교실의 문해환경이 풍부

할수록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적응영역은 유아의 성(r=.33, p<.001), 아버지 교육수준(r=.21,

p<.05), 어머니 교육수준(r=.19, p<.05), 어머니 학습관여의 하위영역인 학습의 긍정적 지지

(r=.19, p<.05), 학습환경조성과 학습참여(r=.17, p<.05), 어머니 학습관여 전체(r=.18, p<.05), 교

사 지도방법의 하위영역인 교사-유아 상호작용(r=.28, p<.01), 놀이 및 놀잇감 제시(r=.25,

p<.01), 교사 지도방법 전체(r=.29, p<.01), 교실문해환경의 하위영역인 교실 자료활용도(r=.31,

p<.001), 교실문해환경 전체(r=.24, p<.01)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가 여

아인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어머니가 학습의 긍정적 지지를 할수록, 어머니

가 학습환경조성과 학습참여를 잘할수록, 어머니가 학습관여를 잘 할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

을 많이 할수록, 놀이 및 놀잇감을 제시를 잘 할수록, 교사 지도방법이 좋을수록, 교실의 자료활

용을 많이 할수록, 교실문해환경이 풍부할수록 적응영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지식영역은 아버지 교육수준(r=.18, p<.05), 어머니 교육수준(r=.26,

p<.01), 어머니 학습관여의 하위영역인 학습환경조성과 학습참여(r=.21, p<.05), 교실문해환경의

하위영역인 교실 자료활용도(r=.27, p<.01)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의 교

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어머니가 학습환경조성과 학습참여를 잘 할수록, 교실의 자료활용을

많이 할수록 지식영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 및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유아

성

아버

지

교육

수준

어머

니

교육

수준

학습

의긍

정적

지지

학습

압박

학습

환경

조성/

학습

참여

어머

니

학습

관여

전체

교사-

유아

상호

작용

놀이

및놀

잇감

제시

발달

지식

및

지도

교사

지도

방법

전체

가정

자료

활용

도

가정

심리

적

환경

가정

문해

환경

전체

교실

자료

활용

도

교실

심리

적

환경

교실

문해

환경

전체

기능 .32*** .17* .16 .06 -.08 .12 .06 .27** .24** .16 .29** .18* .17 .19* .42*** .05 .23**

태도 .34
***

.16 .19
*

.25** -.11 .22** .23** .14 .24** .07 .22** .07 .17* .16 .32*** .04 .18*

생활 .29
***

.23
**

.21
*

.20* -.01 .12 .18* .14 .14 .10 .16 -.06 .07 .03 .13 .13 .18*

성향 .16 .18
*

.09 .13 -.03 .15 .14 .40*** .24** .14 .31*** -.00 .08 .06 .21* .15 .22**

적응 전체 .33
***

.21
*

.19
*

.19* -.06 .17* .18* .28** .25** .14 .29** .05 .14 .12 .31*** .12 .24**

언어지식 .20
*

.22
**

.25
**

-.02 .11 .23** .13 .08 .12 -.07 .07 .14 .11 .14 .22* -.13 -.03

수리지식 .06 .11 .24** .04 -.14 .14 .02 .08 .14 .13 .16 .03 .05 .05 .27** -.13 -.01

지식 전체 .16 .18* .26** .01 -.00 .21* .09 .09 .14 .02 .13 .10 .10 .11 .27** -.15 -.02

학교준비도

전체
.32*** .23** .23** .16 -.06 .20

*
.17
*

.26
**

.25
**

.13 .28
**

.07 .14 .14 .33
***
.06 .20

*

*p< .05, **p< .01,***p< .001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4호

- 190 -

3.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

법 및 가정과 교실의 문해환경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

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인 변수인 유

아의 성은 여아 0, 남아 1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0, 대졸이상 1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준비도 검사도구의 구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학교환경에 신체, 사회,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는지와 관계된 기능, 생활, 성향, 태도와 학교

의 학업성취와 관계된 지식, 즉 적응영역과 지식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학교준비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 및 교실문해환경이 학교준비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교준비도에는 유아성별(β=-.29, p<.001), 교실 자료활용도(β=.25,

p<.01), 교사-유아상호작용(β=.22, p<.01), 아버지 교육수준(β=.21, p<.01), 어머니 학습환경조

성 및 학습참여(β=.15,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유아성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

다. 이들 변인들은 학교준비도를 총 32% 설명하였다. 즉 남아보다는 여아가, 교실의 자료활용을

많이 하고, 교사-유아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이며, 어머니가 학습

환경조성 및 학습참여를 잘 할 때 학교준비도가 더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

구 분 B β t R2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상수) 94.27 2.96**

성별 -19.16 -.29 -4.01*** .09 .990 1.010

교실 자료활용도 18.33 .25 3.50** .11 .963 1.039

교사-유아 상호작용 15.23 .22 3.09** .05 .962 1.039

아버지 교육수준 14.64 .21 2.75
**

.05 .908 1.101

학습환경조성/학습참여 11.92 .15 2.01* .02 .914 1.094

어머니 교육수준 .13 1.56 .71 1.395

가정 자료활용도 -.03 -.37 .75 1.337

가정 심리적 환경 -.00 -.01 .80 1.250

교실 심리적 환경 .06 .74 .88 1.138

학습의 긍정적 지지 .06 .77 .74 1.349

학습압박 -.05 -.64 .99 1.014

발달지식 및 지도 .02 .28 .87 1.144

놀이 및 놀잇감 제시 .05 .51 .59 1.692

R2 0.32

F 12.56***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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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준비도 하위영역인 적응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준비도 하위영역인 적응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

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의

영향력 등이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적응영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적응영

역에는 유아성별(β=-.28, p<.001), 교사-유아 상호작용(β=.25, p<.01), 교실 자료활용도(β=.22,

p<.01), 아버지 교육수준(β=.21, p<.01), 학습의 긍정적 지지(β=.15,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

며 그 중 유아성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들은 적응영역을 총 30% 설명하였다.

즉 남아보다는 여아가, 긍정적인 교사-유아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교실의 자료활용을 많이 하며,

아버지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어머니가 학습의 긍정적 지지를 많이 하면 적응영역의 학

교준비도가 더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 적응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

구 분 B β t R2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적응

영역

(상수) 73.27 2.50*

성별 -15.78 -.28 3.84*** .10 .990 1.010

교사-유아 상호작용 14.46 .25 3.40** .05 .959 1.042

교실 자료활용도 13.49 .22 2.99
**

.08 .960 1.042

아버지 교육수준 12.76 .21 2.89
**

.05 .974 1.027

학습의 긍정적 지지 12.63 .15 2.08
*

.02 .975 1.025

어머니 교육수준 .9 1.03 .715 1.398

가정 자료활용도 -.03 -.32 .876 1.141

가정 심리적 환경 -.02 -.18 .741 1.350

교실 심리적 환경 .09 1.14 .889 1.125

학습환경조성/학습참여 .06 .01 .695 1.439

학습압박 -.04 -.51 .952 1.050

발달지식 및 지도 .04 .54 .873 1.146

놀이 및 놀잇감 제시 .05 .54 .592 1.688

R2 0.30

F 11.68
***

*p< .05, **p< .01, ***p< .001

2) 학교준비도 하위영역인 지식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준비도 하위영역인 지식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

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

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의 영향력 등이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지식영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교육수준(β=.21, p<.05), 교실 자료활용도(β=.21, p<.05)과 학습

환경조성 및 학습참여(β=.17,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어머니 교육수준과 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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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 β t R2
공선성통계량

공차 VIF

지식

영역

(상수) 11.75 1.60

어머니 교육수준 3.94 .21 2.62* .08 .923 1.084

교실 자료활용도 4.09 .21 2.57
*

.05 .944 1.059

학습환경조성/학습참여 3.65 .17 2.11* .02 .976 1.025

아버지 교육수준 .07 .78 .755 1.325

유아성별 -.15 -1.87 .979 1.022

가정 자료활용도 -.00 -.03 .758 1.320

가정 심리적 환경 -.05 -.57 .804 1.244

교실 심리적 환경 -.09 -1.18 .968 1.033

학습의 긍정적 지지 -.16 -1.80 .743 1.345

학습압박 .39 .48 .966 1.036

교사-유아 상호작용 .11 1.31 .928 1.078

발달지식 및 지도 -.02 -.30 .976 1.024

놀이 및 놀잇감 제시 .05 .55 .783 1.277

R2 0.15

F 8.23***

활용도가 많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들 변인들은 지식영역을 총 15%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일 때, 어머니가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를 잘 하고, 교실의 자료활용을

많이 하면 지식영역의 학교준비도가 더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6> 지식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지도 

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

*p< .05, ***p<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

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 및 교실문해환경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학교준비도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

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유아의 성이 학교준비도 전체, 적응의 하위영역인 기능, 생활, 태도, 성향, 적응 전체,

지식의 하위영역인 언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단체생활, 일상생활,

학습활동에서 높게 나타난 연구(김현주, 2014), 여아가 남아보다 학습활동능력에서 높게 나타난

연구(정해영, 정옥분, 2011)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학교준비도 전체에서 유아성별 간 유의한 차

이가 없다는 연구(강현옥, 황혜원, 2013)와 차이를 보였다. 이와같이 학교준비도 전체와 학교준

비도의 하위영역에 따라 유아성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준비도의 성차를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학교준비도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는 여

아보다 남아가 정서를 표현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공격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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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날 수 있고(강지흔, 2003), 회피적인 행동(Eisenberg, et al., 1993)과 회피적인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임희수, 2000)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준비도의 구성 내용에 따라 유아성별

이 차이가 난 경우 성별에 따른 중재방법 등을 고려하여 학교준비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학교준비도 전체와 학교준비도의 모든 하위영역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정기자, 2002)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어머니 교육수준이 학

교준비도 전체, 지식영역의 하위영역인 언어, 수리, 지식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식적 보육을 받지 않은 6세 또는 7세 유아가 4개의 표준화된 학교준비도 검사

인 인지적 학교준비도 평가, 수용어휘, 수학, 읽기 수행 등을 하였을 때 고등 교육수준 어머니의

자녀보다 낮은 교육수준 어머니의 자녀가 학업준비와 학업성취에서 일관되게 낮은 점수가 나타

났다는 연구(Geoffroy et al, 2010)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교준비도

가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체로 고졸이하 어머니의 자녀보다 대졸이상 어머니의 자

녀가 학교준비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에 대해 적

합한 기대를 하고 이에 적합한 환경과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수

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학교준비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유아의 성, 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 교실문해환

경 및 학교준비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준비도 전체는 유아의 성, 아버지 교육

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 어머니 학습관여 전체,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 및 놀잇감 제시, 교사 지도방법 전체, 교실 자료활용도, 교실문해환경 전체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가 여아인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어머니가

학습환경조성과 학습참여를 잘 해줄수록, 어머니가 학습관여를 잘 할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

을 많이 할수록, 교사가 놀이 및 놀잇감 제시를 잘할수록, 교사 지도방법이 좋을수록 교실의 자

료를 많이 활용할수록, 교실의 문해환경이 풍부할수록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적절한 학습지지는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이 잘 되도록 하여 정서조절과 표현력

을 높인다는 연구(Connell & Prinz, 2002)를 지지한다. 어머니가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학습관여를 할 때 자녀는 학교 적응을 잘 하고 학업성취에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교사-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빈도가 높으면 유아가 인지적으로 우수하고 과제 중심적이라는 연구(Phillips

et al, 1987)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교사-유아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면 유아의 학습동

기가 높게 나타나 학업성취를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실문해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유

아의 읽기, 쓰기,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읽기 흥미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배성연, 2006; 천

화영, 2010; 한애향, 안선희, 2006) 결과들이 있다. 풍부한 문해환경에서 자료를 유익하게 사용할

때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교사 모두 긍정적인 학습관여와

교사 지도방법을 사용하고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

환경이 취학전 만 5세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성별이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교실 자료활용도, 교사-유아 상호작용,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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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 순이었다. 이들 변인들은 학교준비도를 총 32%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적응영역과 지식영역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

인지 살펴보고, 이들의 결과를 토대로 적응영역과 지식영역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

환경이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적응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아성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교사-유아상호작용, 교실 자료활용도, 아버지 교육수준, 학습의 긍

정적 지지 순이었다. 이들 변인들은 적응영역을 총 30% 설명하였다. 먼저 적응영역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유아성별은 학교준비도 전체와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지식, 단체

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박연정, 2007)와 학교준비도 전체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한 연구들(임정진, 2013; 조경진, 2014)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회피적인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거나(임희수, 2000) 남아가 여아보다 타인에 대한 공

감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이옥희, 2010). 따라서 유아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 등

은 부모, 교사와 또래 및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허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학교준비도의 적응영역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성별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Howes

& Smith, 1995) 사회성을 향상시켜 학교 적응을 잘 하게 한다는 연구를 지지한다(여연승, 2003).

또한 교사가 학급관리 전략을 사용하여 학교준비도의 적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Webster-Stratton, Reid & Stoolmiller, 2008)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교사와 유아가 갈등관

계를 형성하면 유아는 학교환경을 불편한 곳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이 나타났다는

연구(Birch & Ladd, 1997)와 교사-유아 관계가 역기능적이고 의존적인 경우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더 낮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인다는 연구(Pianta, 1994)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

적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자주 나타날 때 유아는 교사에게 긍정적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유아 스스로 규범과 질서에 적합한 행동을 하고, 교사와 또래와도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반항적

이고 공격적 행동보다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빈번한 상호

작용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아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강화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유아상호작용 빈도가 높다할지라도 교사-유아 상호작

용을 누가 시작하는가에 따라 학교 적응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현정(2004)은 유아가

시도하는 교사-유아상호작용 집단보다 교사가 시도하는 교사-유아상호작용 집단 유아들이 상대

적으로 친사회적 점수가 낮고, 배척, 불안-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교사는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시 유아가 시작하는 상호작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

록 하고, 교사가 시작하는 상호작용이 많은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주어 문제해결 능

력과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교

사 대 유아의 비율을 좀 더 낮추거나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스스로 유아와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른 교사의 관찰이나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실 자료활용도와 관련하여 교실문해환경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예측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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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Bryant et al., 1994)를 지지한다. 또한 유아가 편안한 공간에서 풍부하게 제시된 문해

활동 자료를 활용할 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김길숙, 김명순,

2010)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교실에서 문해관련 자료활용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유아 스스로 또는 유아가 또래와 함께 자료를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 쓰기, 말하기와 관련된 책, 쓰기 도구, 듣기 자료

등 흥미로운 교구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친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실의 여러 영역에서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시하고 자료활용

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 이외에 자원봉사자 또는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유아가 쉽고 즐겁게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버지 교육수준과 관련해서 박연정(2007)은 아버지 교육수준이 학교준비도 전체, 학교준비도

의 하위영역인 단체생활태도, 학습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단체생활,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석지연, 2012)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에 아버지의 역할이 단순한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에 도움주기가 아닌

자녀의 학교적응에 관심을 갖고 자녀 양육과 가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역할이 언어를 사용하는 정적 활동이 많다면 교육수준이 높

은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자녀와 다양한 여가활동 시간과 신체활동을 많이 하고 실

제적인 가사활동을 수행을 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단체생활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 등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준비도의 적응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어머니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학교준비도의 적응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입학

후의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Lugo-gio & Tamis-Lemonda, 2008)와 일치한다. 이는 또

한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이 잘 되도록 하여 정서조절과 표현력을 높인다는 연구(Connell &

Prinz, 2002)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유아가 자신의 생

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하도록 지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할 때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다른 또래와 비교하지 않기 때문

에 학교생활적응에 유리한 행동을 형성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

머니는 유아에게 적합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 지지를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유아의 성,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학습관여, 교사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

문해환경이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지식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 교육수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교실 자료활용도,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 순이었다.

이들 변인들은 지식영역을 총 15% 설명하였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지식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신원영, 강현

아, 2008), 어머니 교육수준이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중요하다는 연구(Bekman, Aksu-Koç &
Erguvanl-Taylan, 2011)와 일치한다. 반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정기자, 2002)

와는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지식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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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적절한 교육정보들을 수집하고 유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식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역할이 직접적인 신체활동과 관계가 많다면 어머니

의 역할은 학교 교육과정의 지식영역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중 자녀에게

맞는 것을 실행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유아의 발달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어머니 교육수준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교실자료활용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실

자료활용이 유아의 읽기 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천화영, 2010)와 교실에 준

비된 풍부한 문해자료를 이용하여 문해 행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Neuman & Roskos,

1993)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교실문해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읽기, 쓰

기,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배성연, 2006; 한애향, 안선희, 2006)와 놀이상황

과 다양한 인쇄물은 유아의 문해기술을 증진한다는 연구(김길숙, 2009; 배성연, 2006) 그리고 보

육기관의 질은 학교준비도의 언어와 수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지지한다(Keys et al.,

2013). 또한 예술과 문해를 통합한 접근방식은 학교준비도 향상에 좋다는 연구(Phillips, Gorton,

Pinciotti & Sachdev, 2010)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풍부한 문해환경 조성과 자료의

빈번한 활용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학교준비도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학습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인지능력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렇듯 교실의 언어와 도서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통합적 문해자료를 쉽게 접하고 활

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Teale & Sulzby, 1986) 필요하고 자료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

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는 어머니가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할 때 유

아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성취감이 높아지고(Marjoribank, 1979) 인지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연구와 일치한다(성은숙, 2002; 송지숙, 2001). 또한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인지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Hagedorm &

Fogel, 2002)를 지지한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

용을 독서와 교수 방법을 두가지 읽기 패턴(이야기 읽기, 이야기 말하기) 그리고 3가지 교수패

턴(낮은 지지와 낮은 교수; 지지와 낮은 교수; 지지와 교수)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이야기 말하

기 패턴과 지지 및 교수 패턴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 언어능력이 다른 그룹보다 좋았다는 연구

(Britto, Brooks-Gunn & Griffin, 2006)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유아의 학

업성취에 관심을 갖고 발달에 적합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

의 학습환경과 학습참여의 조력자로서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성취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아

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참여를 하더라도 유아가 이것을 학습압박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유아의 관심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아의 주의력과 자율성을 감소시켜

(Egeland et al, 1993)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머니의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적응영역과 지식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해 살펴보

았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적응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성별, 교사-유아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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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교실 자료활용도, 아버지 교육수준, 학습의 긍정적 지지였다. 지식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어머니 교육수준, 교실 자료활용도, 학습환경조성 및 학습참여였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

인 적응영역과 지식영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실 자료활용도였는데, 교실 자료

활용도의 영향력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두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실의 자료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법이나 교구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가정문해환경은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인 적응영역

과 지식영역에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정 자료활용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가정

의 문해자료가 유아의 발달에 적절하지 않거나 항상 가정에 비치되어 있어서 자료활용 방법이

흥미롭지 않아서일 수 있고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놓아두어 활용하기 어렵기 때

문일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취학전 유아의 경우 부모와

의 상호작용을 통한 책읽기보다 스스로 책 읽는 것에 중점을 두는 부모들의 교육방식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학교준비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후 첫 해의 문

해환경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연구(Rodriguez, 2008)처럼 영아기부터 가정문해환경은 학

교준비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유아의 책읽기 활동은 유아의 주의집중

을 증진시킬 수 있고, 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장면을 예측하고 인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 학교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는 이러한 심리적 활동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연

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대상의 대표성을 위해 지역의 확대와 대상 유아의 사회문화

적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만 5세 취학전 어머니의 학습관

여, 교사의 지도방법, 가정문해환경과 교실문해환경의 차이가 학교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어머니가 평가하고, 교사의 지도방법은 교사가 평가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어머니와 교사가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는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개인적 생각이 평가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아버지 또는 교사가 평정하거나 교사의 지도방법은 동료교사 또는 부

모가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상호교류를 통해 학교준비도에 관한 연계를 위

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수업공개, 교육

과정 연구, 교육 자료의 공유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

관과 초등학교 연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본 연구 이후에도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학교준비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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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is to figure out the influences of children’s gender,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educational participation of the mother, teaching method of teacher and literacy conditions of home

and class on preschool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141 preschool

children under 5 years old, 141 parents and 42 class teachers. Test for School Readiness, Measure

of Mother’s Educational Participation, Measure of Teacher’s Teaching Method, and Measures of

Literacy Condition of Home and Class are used as a studying tool. Collected materials were analyzed

by Thre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of Spearma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of

Pearson, and phas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gender of children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for the school readiness.

Second, except for the home’s literacy condition, children’s gender,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educational participation of mother, teaching method of teacher and literacy conditions of class show

the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ird, the adaptive zone,

which is the subordinated zone, is affected by the gender of children, and the knowledge zone is

influenced by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most.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for the basic data that

can help to promote school readiness for children’s parents and teachers.

▶Key Words : school readiness, children’s gender,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educational

participation of mother, teacher’s teaching method, literacy con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