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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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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에 관한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398명의 취학 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준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기질
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포괄적 의미
의 학교준비도 척도에 근거하여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규명 및 그 영향력의 정
도를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량, Cronbach α,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
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아동의 성별 및 기질,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와의 공유시간 및 양육행동은 학교준비
도를 설명해주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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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발달하며, 특히 아동발달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환경 및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학령

즉, 아동의 발달수준과 그 맥을 함께 하는 학

전기 아동들은 주요 생활공간이 가정에서 학

교준비도는 아동발달이 여러 환경체계와 맞물

교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려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학교준

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적

비도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유기체인 아동과

절한 적응을 요구하고 이런 적응을 위한 준비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그 외의 여러 환경

를 필요로 한다.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학교생활을

히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

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

는 가족변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로, 아동의 신체․인지․언어․사회정서능력

있다.

을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학교

(Heaviside & Farris, 1993; National Association of

준비도에 관해 살펴본 연구(Williamson, 2003)에

State Boards of Education, 1991; Rimm-Kaufman

의하면, 부모가 아동의 학교준비에 일차적 책

& Pianta, 2000; Zill, Collins, West, & Hausken,

임을 지고 있으며, 부모는 교사보다 아동의

1995). 즉,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다양한 발달

학문적 능력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영역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다. 즉, 부모는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특히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

최초의 대상으로서, 아동 행동의 모델로서의

지 않은 아동은 부적응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

역할을 하며, 최초의 스승이라 할 수 있기에

이고(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아동에게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청소년이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교준비도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Bowman, 2006)

다르다는 연구결과(Janus & Duku, 2006)와 부

를 고려해 볼 때, 학교준비도는 이후 적응을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준비도를 설명하는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Brooks-Gunn &

다시 말해서, 학교준비도는 궁극적으로 아동

Markman, 2005)를 고려해 볼 때, 부모를 포함

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하는 가정환경은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으로 작용하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생각해 볼

여 긍정적인 아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기에 이

수 있다.

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학교준비도 측정에 관한 연구(Maxwell &

장 기초적인 변인으로서 아동 개인의 특성을

Clifford, 2004)에 따르면, 학교준비도는 아동 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Maxwell과 Clifford

신뿐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도 관련이

(2004)에 따르면, 학교준비도는 아동과 아동을

있다고 한다. 아동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체계와 관련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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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 즉, 아동 자신이 지닌 특성변인

에 관한 연구(권영례 외, 1998; 김정권, 여광응,

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1978; 박혜정, 강혜원, 장명림, 1988; 윤명희,

근본적인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1995a, 1995b; 이금섭, 1986; 이연섭, 김성일,

아동의 성별은 학교준비도를 설명하는 주요

1981; 이영석 외, 1993; 정계숙, 1986)가 주를

변인으로서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 구성요인

이루어왔다.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ready for

의 점수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Zill &

school)를 의미하는 학교준비도와 학습을 위한

West, 2001). 한편 기질은 아동의 개인변인

준비(ready to learn)를 의미하는 학습준비도는

으로서 적응(송진숙, 2004; Cooney & Holmes,

모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1998)뿐 아니라 발달의 다양한 영역과 많은

것이기는 하나, 학교준비도는 학교생활 전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고 아동의 성격이 학교

에 걸쳐 신체적․사회적․정서적으로 성공적

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조성연,

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정

2002)를 고려해 볼 때, 기질을 포함하는 아동

도라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학습준비도

의 개인변인 또한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

는 학습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선

는 주요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요인으로서 학습의 기초개념이 강조되는 협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개인 특성 및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의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박혜정,
강혜원, 장명림, 1987).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학교준비도라는 이름 아래 실시된

따라서 아동의 생물학적 특성인 성별, 아동

연구는 척도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이은해(1979),

고유의 특성인 기질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김윤수(2003), 박연정과 정옥분(2008)의 연구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정도이고,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간의 연구

사료된다. 또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즉, 아동의 다양

직접적인 환경인 가정의 영향력이 큼을 고려

한 발달영역을 포함하고 현 시대상황을 고려

해 볼 때, 부모 관련변인이 학교준비도에 미

하는 학교준비도 척도의 한계로 인하여 이와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원만히 이루어지지

라 생각된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여성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 증가로 인해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상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학교준

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어머니 취

비도 척도에 근거하여, 학교준비도와 관련변

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아동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의 성별, 기질을 중심으

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로 한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 중 부모의 교

한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기존의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양육행동 등 부모 관련

연구는 학교준비도 척도의 한계로 학습준비도

변인을 중심으로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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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보고자 한다.

배부된 질문지 중 522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3.6%), 부실 기재되거나 교사용과 어머니용의

연구문제 1.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짝이 맞지 않는 자료, 부자로 이루어진 한부
모가정 자료, 연구대상의 연령이 맞지 않는

연구문제 2.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

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 간에는 상관관계

상은 아동과 어머니 각 398명이었다. 연구대

가 있는가?

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문제 3. 학령 전 아동의 개인변인(성별,
기질)과 가정환경변인(부모 교육수준, 어머니

2. 측정도구

취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
간, 양육행동)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설명력

학교준비도

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박연정과 정옥분(2008)의 학교준비도 척

Ⅱ. 연구방법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체생활태도, 정
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의 4

1. 연구대상

개 요인,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
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

본 연구는 차기년도 취학 예정인 아동과 그

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학교준비도가 높

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학령 전 아동

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는 전문가 집단의

의 학교준비도의 일반적 경향, 학교준비도와

의견수렴을 통한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

관련변인 간의 관계,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

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

치는 변인에 관해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취학

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척

기준일 변경내용(동아일보 2006년 5월 10일자)

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가 .95, 검사-재

과 관련하여 차기년도 취학 예정 아동의 연령

검사신뢰도가 .72, 반분신뢰도가 .96으로 나타

을 7세로 규정하였다.

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재의 어린이집 및

가 .95로 나타났다.

유치원에 재원중인 취학 예정 아동 558명과
그들의 부모에 관한 자료를 학령 전 아동의

기질

어머니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중심으로 하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의 기질을 측정

여 수집하였다.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교사가

하기 위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응답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기질, 양육행동 등

천희영(1993)이 개발한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

의 관련변인은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뉴욕종단연구(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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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출생
순위

요인분석하여 우리나라 유아의 기질을 적응성,

남

201 (50.5)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의 5개

여

197 (49.5)

요인, 33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4점 리커

외동이

55 (13.8)

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

첫째

150 (37.7)

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특성을 많이 보인

둘째

155 (38.9)

다고 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는 요인분석을

셋째 이하

33 ( 8.3)

통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응답

5 ( 1.3)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가 .74로 나타

부

모

20대

4 ( 1.0)

8 ( 2.0)

부모의

30대

238 (59.8)

331 (83.2)

연령

40대

148 (37.2)

57 (14.3)

50대

5 ( 1.3)

0 ( .0)

무응답

3 ( .8)

2 ( .5)

부모의
교육
수준

York Longitudinal Study)의 9가지 기질차원을

대상자 수 (%)

변인
성별

(n=398)

부

모

고졸

117 (29.4)

148 (37.2)

2년제 대학 졸

80 (20.1)

111 (27.9)

4년제 대학 졸

162 (40.7)

115 (28.9)

대학원 이상

33 ( 8.3)

15 ( 3.8)

무응답

6 ( 1.5)

9 ( 2.3)

부

모

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계수가 .81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
기 위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안
지영(200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극적 참여, 자율격려, 방임적 허용,
통제의 4개 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양육행동을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
는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
보하고 있으며, 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 α

생산기능직

88 (22.1)

9 ( 2.3)

서비스직

28 ( 7.0)

13 ( 3.3)

판매직

50 (12.6)

26 ( 6.5)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계수가 .59로

부모의

사무직

78 (19.6)

35 ( 8.8)

나타났다.

직업

행정관리직

66 (16.6)

12 ( 3.0)

전문기술직

29 ( 7.3)

37 ( 9.3)

무직/주부

5 ( 1.3)

237 (59.5)

기타

44 (11.1)

22 ( 5.5)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7월 12일부터 16일

무응답

10 ( 2.5)

7 ( 1.8)

까지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취학

계수는 적극적 참여가 .76, 자율격려가 .73, 방
임적 허용이 .69, 통제가 .61로 나타났고, 본

3. 연구절차

예정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를 중심으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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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9월 초 서울, 대전,

표 2. 학교준비도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n=398)

대구, 부산 소재의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차기년도 취학 예정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를

학교

단체생활 정서교류 일상생활 학습활동

대상으로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본

준비도

태도

능력

지식

능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실시기간은 학교

M

3.16

3.12

3.40

3.31

생활 준비에 관한 인식조사 및 전문가 집단의

SD

.48

.45

.40

.47

의견에 기초하여 정한 것으로, 입학 전 6개월
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실시기간을 9월
초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 학령 전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 하
위요인별 t검증
남아

여아

(n=201)

(n=197)

M(SD)

M(SD)

단체생활태도

3.01(.47)

3.31(.43)

-6.79***

정서교류능력

3.04(.43)

3.19(.46)

-3.25**

일상생활지식

3.33(.39)

3.47(.40)

-3.36**

학습활동능력

3.19(.44)

3.44(.48)

-5.56***

전체

3.14(.35)

3.33(.38)

-5.26***

4. 자료 분석

학교준비도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일반적인 경
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
였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
석을 실시하였고,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

p < .01,

***

t

p < .001.

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하며,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지식(M=3.40, SD=.40), 학습

Ⅲ. 연구결과

활동능력(M=3.31, SD=.47), 단체생활태도(M=
3.16, SD=.48), 정서교류능력(M=3.12, SD= .45)

1. 학령 전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준비도의

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4개 하위요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

같다.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 결과 4개 하위요인

성별에 따른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별로 평균의 범위는 3.12～3.40이었고, 표준편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t=-5.26, p<

차는 .40～.48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1) 각 하위요인의 문항수가 다르므로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43

.001).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단체생활태

응성, 정서성은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과 정

도(t=-6.79, p<.001), 정서교류능력(t=-3.25, p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성

<.01), 일상생활지식(t=-3.36, p<.01), 학습활동

은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관계가

능력(t=-5.56, p<.001)의 모든 요인에서 여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응성은 정서교류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능력과, 생리적 규칙성은 단체생활태도, 정서
교류능력, 학습활동능력과, 반응성은 학습활동

2.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

능력과, 정서성은 정서교류능력과 정적 상관

동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관계를 보였다. 한편 활동성은 단체생활태도,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과 부적 상관관계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를 보였다.

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와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요인 중 적극적 참여 요인만 아동의 학교준비

표 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

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과 생리적 규칙성, 반

즉, 적극적 참여는 학교준비도 하위요인 중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과

표 4.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n=398)

3. 학령 전 아동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

학교준비도

활동성
질

정서

일상

학습

생활

교류

생활

활동

태도

능력

지식

능력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

.15

.04

-.01

는 주요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01

*

-.09
***

-.21

생리적 규칙성

*

.11

-.11
*

.12

.08

**

성별, 기질을 중심으로 한 개인변인과 부모의

*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

-.14
.10

.05

.04

.04

정서성

.02

.11*

.08

적극적 참여

.07

**

.14

.11

.13

육

자율격려

.01

.02

.01

-.02

행

방임적 허용

-.08

-.08

-.02

-.08

통제

-.03

-.00

.02

.03

동
*

**

반응성

양

p < .05,

**

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단체

적응성
기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1,

***

p < .001.

.13

가정환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준

.03
*

**

비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성별,
교육수준, 취업유무는 명목변수로 ‘0’과 ‘1’의
값을 이용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s)화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4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어 3개의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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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만들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urbin-

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Watson의 d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그 값이 2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 중 단

에 가까워 잔차항 간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체생활태도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은 아동의

있었고, 독립변인 간 선형관계 파악을 위해

성별, 아동의 기질 중 생리적 규칙성 및 활동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여아이면

limit)와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에 가깝게 나

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고 활동성이 낮을

타나 다중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것을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

알 수 있었다.

는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정서교류능력 요
인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별, 아동의 기질 중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설명하는 변

적응성 요인, 하루 중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인은 아동의 성별, 아동의 기질 중 생리적 규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칙성 요인, 아버지의 교육수준, 하루 중 어머

참여 요인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이면서, 적응성이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 요인으로 나타났다.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평균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이면서, 생리적 주

간이 적을수록, 어머니가 적극적 양육행동을

기가 규칙적일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

보일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것

제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갖는 경우, 어머니와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가 함께 하는 평균시간이 적을수록, 어머

일상생활지식 요인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아

니가 적극적 양육행동을 취할수록, 아동의 학

버지의 교육수준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

교준비도 점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4개

이를 바탕으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어 3개의 가변수를 만

각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

들어 살펴본 결과, 여아이면서 아버지의 교육

표 5. 학령 전 아동의 성별, 기질,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
동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학교
준비도

*

p < .05,

***

독립변인

B

β

t

R2adj.

F

.14

.13

11.49***

***

성별

8.44

.30

6.02

교육수준(부)

3.19

.11

2.26*

생리적 규칙성

.73

.11

2.08*

공유시간

-.66

-.12

-2.40*

적극적 참여

.45

.11

2.20*

p < .001.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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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성별

1.92

.33

6.54***

생리적 규칙성

.20

.14

2.83**

활동성

-.09

-.11

-2.08*

성별

2.65

.22

4.28

정서교류

적응성

.20

.14

2.75**

능력

공유시간

-.41

-.18

-3.36**

적극적 참여

.21

.13

2.39*

성별

1.46

.20

3.88***

교육수준(부1)

1.22

.17

3.11**

교육수준(부2)

1.44

.11

2.07*

성별

2.26

.29

5.83***

교육수준(부)

1.05

.13

2.67**

적극적 참여

.11

.10

2.00*

종속변인
단체생활
태도

일상생활
지식

학습활동
능력
*

p < .05,

**

p < .01,

***

R2

R2adj.

F

.16

.15

21.66***

.10

.09

9.36***

.08

.07

9.64***

.12

.11

16.15***

***

p < .001.

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와 대학원 졸

심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갖춰야 할 요

업인 경우,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건인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 및 학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규명

학습활동능력 요인에서는 아동의 성별, 아

하고자 실시되었다. 다음에서는 연구문제의

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적 참여 요인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
아이면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1. 논의

졸업의 학력을 가지며, 어머니가 적극적 양육
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가

학령 전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준비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Ⅳ. 논의 및 결론

는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읽기능력 및 친사회
적 기술이 뛰어나고 유치원 입학 시점에 보일

본 연구는 차기년도 취학 예정인 아동을 중

수 있는 문제행동에도 덜 관여한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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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Zill & West, 2001)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대한 정서교류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준비도의 하위개념으로

반면 신체적 움직임과 관련된 활동성은 낮을

파악할 수 있는 학습준비도에 관한 최형윤

수록 단체생활에서의 규율을 잘 지키고 기초

(1997)의 연구에서는 운동 및 협응능력 요인에

지식 및 학습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의 하위구성요

로 나타났으며, 환경과의 관계, 변별력, 기억

소를 통해 형성된 까다로운 집단의 아동들이

력, 이해 및 개념형성 요인에서는 집단 간 차

학교활동 시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고, 또래와

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의 상호작용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것

연구결과(Rubin et al., 2003; Stams, Juffer, & van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준비도에 있어

IJzendoorn, 2002; Thomas, Chess, & Korn, 1982),

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학교준비도가 포함

학교준비도가 학교생활 적응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요소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낼 수는

는 연구결과(Bowman, 2006; Rouse, Brooks-Gunn,

있지만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을 확

& McLanahan, 2005)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인할 수 있었다.

있다. 즉, 수면과 식사 시간 및 양이 불규칙하
고, 환경 변화에 매우 예민하며, 부정적인 정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학령 전 아동의 기질과 학교준비도와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 적응성은 정서교류능력과,

서를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까다로운 아동의 경우 학교준비도 점수
가 낮으며 학교생활 적응력이 낮게 보고된다
고 할 수 있겠다.

생리적 규칙성은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또한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성격과 학교

학습활동능력과, 반응성은 학습활동능력과, 정

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조성연의 연구

서성은 정서교류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2002)에 의하면, 성격의 하위요인 중 사회성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성은 단체생활태도, 일

은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개인/사회적 반

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응, 수 개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나타났고, 가족성은 수 개념, 감각 개념과 정

자극 혹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을수록 개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 및 타인에 대한 정서표현, 이해능력이 높

여아의 경우 성격과 학교준비도 각 하위요인

다고 할 수 있고, 수면, 식사 관련 생리적 주

간에 상관관계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는데,

기가 규칙적일수록 단체생활에서의 규범을 잘

이는 앞서 살펴본 학교준비도의 성차에서 여

지키고 정서교류를 원만히 해나가며 학습활동

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준비

능력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극에 민감

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그들의 학교준비도와

하게 반응할수록 학습능력이 높고, 자신에 대

기질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한 긍정적 정서를 가질수록 자신 및 타인에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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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령 전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교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학령 전 아동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
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참여만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는 변인으로 성별, 기질을 중심으로 한 아동

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 개인변인과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친구사귈 기회 또한 만

업유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들어 주며, 전문가를 통해 자녀양육 관련 도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 가정환경변인에 대해

움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총점에 있어

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좋은 환경을 제

서는 아동의 성별, 기질 중 생리적 규칙성, 아

공하려고 노력할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 점수

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

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의

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을 결정하고, 아동의 행동 및 사회성발달과

학교준비도의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단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박응임, 1998;

체생활태도에는 아동의 성별, 기질 중 생리적

Cassidy, 1988)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규칙성과 활동성이, 정서교류능력에는 아동의

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에

성별, 기질 중 적응성, 하루 중 어머니와 자녀

서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때 자녀의 건강한

가 함께 하는 평균시간, 어머니의 양육행동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일관적인

중 적극적 참여가, 일상생활지식에는 아동의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촉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학습활동능력에는

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양

어머니의 학교교육 참여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황정아,

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2006)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교교육 참여도가

특히 성별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게 나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학 전 아

타난다고 한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함께 살

동의 학습준비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정계숙

펴보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부담을 지

(1986)의 연구에서 성별이 학습준비도에 영향

닌 어머니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갖춰야 하는 학

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준비도에 있어서의

교준비도 점수도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성별이 갖는 영향력이 큼을 고려할 때, 각 성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지나치게

별 특성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교준비

허용적, 통제적이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도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있어 적극 개입할 때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높

사료된다.

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질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48 인간발달연구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기질과 학교생활 적응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가 그

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Chess와 Thomas(1984)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학교준비도 점

의 연구, 학교준비도와 학교생활 적응이 관

수가 높게 나타났고, 일상생활지식과 학습활

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Bowman, 2006; Rouse,

동능력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습

Brooks- Gunn, & McLanahan, 2005)를 조합해 볼

준비도에 관한 이금섭(1986), 정계숙(1986)의

때,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에 따라 준비도에 차

에서는 기질의 하위요인 중 생리적 규칙성이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준비도 전체와 하위요인 중 단체생활태도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에, 활동성이 단체생활태도에, 적응성이 정서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변인으로

교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교육현실에 비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과 식사의 양 및 시간이

추어 볼 때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학력에

균형을 이루고 규칙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관없이 자녀양육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

런 성향이 강한 아동의 경우 단체생활에 있어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도

서의 규율을 잘 지키고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학

준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활동성은

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있어 어머니의 취

단체생활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구결과(조성연, 2002)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정서교류능력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의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취업여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교류능력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취업모와

은 개인 및 타인에 대한 정서표현과 이해에

비취업모 간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특별한 차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성은 일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취업

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정서적

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우리나라

적응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할 때, 기질의 적응성이 정서교류능력에 미치

으로 볼 수 있다.

는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학령 전 아동이 하루 중 어머니와 함께 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준비도

는 평균시간은 학교준비도 전체와 하위요인

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Janus & Duku,

중 정서교류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2006)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

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보다 학교

가사노동의 자동화, 경제적 필요성, 교육수준

준비수준이 낮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의 향상, 사회적 변화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의 교육수준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학

늘어나면서(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9), 유

교준비도 전체와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지식,

아교육기관을 찾는 부모들이 증가하였고 장시

학습활동능력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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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나라

이해도 용이하며, 학습과 관련한 준비수준도

부모들은 선행학습과 관련한 조기교육에 대한

높다고 할 수 있다.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우남희, 2002), 자녀를

이와 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아동의 개

취학 전 다양한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다. 이

인변인뿐 아니라 가정환경변인에 영향을 받는

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가 자녀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천적이고 변화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반면

불가능한 변인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학교생활

가정 밖에서 또래, 선생님과 같은 기타 성인

준비를 위해 부모는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

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고, 바람직한 개입을 통해 아동발달을 촉진하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때,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줄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

2. 결론 및 제언

은 학교준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기관에서
익힌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결과와 논의를

끝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요인이 학교준비도 전체와 하위요인 중 정서

밝히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류능력, 학습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

우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다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령

온정․격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미친다는 연구(윤은미, 2004), 어머니의 양육태

보인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공동체 생활 속

도 중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이 유아의 정서표

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좀 더 나타내며, 자신

현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및 타인에 대한 감정표현 및 이해능력이 높고,

(유경량, 2004), 그리고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지식이 풍부하

태도가 유아의 적응성 기질과 상호작용하며

며, 학습활동을 위한 기본능력도 보다 많이

유아의 결정성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주현, 이순형, 2009)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둘째, 학령 전 아동의 기질과 학교준비도의

수 있다. 즉, 학교준비도는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부적 상관을 보인다.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소로, 사회적 능

즉,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적응력은 정서교류능

력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력과, 생리적 주기의 규칙성은 단체생활태도,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

정서교류능력, 학습활동능력과, 자극에 대한

을 제공하고,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머니

반응성은 학습활동능력과, 자신에 대한 긍정

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

적 정서는 정서교류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령 전 아동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준비를

나타내고, 신체움직임에 관한 활동성은 단체

잘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서표현 및

생활태도,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과 부적

50 인간발달연구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편 학령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간에는 정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적 상관을 보인다. 즉,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

있어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소재의 어린이집

것과 아동의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및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으로, 연구결과의

학습활동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아동을 포함하

셋째, 아동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은

고자 하였으나 자료수집상의 어려움으로 대도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집단의 아동을 중심으로 대상을 표집하였

즉, 개인변인으로서의 아동 성별, 기질과 가정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도시 집단의

환경변인으로서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가

아동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아동들도 포함하는

하루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 및 어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니 양육행동은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되거나 교사용과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인다. 특히 여아이면

어머니용의 짝이 맞지 않는 자료, 부자로 이

서,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 생리적 규칙

루어진 한부모가정 자료, 연구대상의 연령이

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맞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다보니 실제 분석에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갖는 경우,

포함된 자료가 상당 부분 손실되어 이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극적 참여수준이 높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을수록, 학교준비도 및 학교준비도의 하위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기질

것으로 생각된다.

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하루 중 어머니와

둘째, 본 연구결과 학교준비도에 있어 성별

자녀의 공유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에 따른 차이, 성별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로 보인다.

영향력이 큼을 고려해 볼 때, 남녀 아동집단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을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밝히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국내 준비도 관

학교준비도 점수가 낮은 영역을 고려하여 이

련 척도가 대부분 학습준비도임을 고려할 때,

를 보완하기 위한 중재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

본 연구는 학습 관련 인지능력뿐 아니라 사회

료된다. 특히 학교준비도와 학교생활 적응과

정서발달, 운동신경발달, 생활습관 및 태도를

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준비도가 낮은 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 학교

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 및 개입이 절실히 요

준비도 척도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학교준

구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비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기

고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

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학교준비

극적 참여가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도와의 관련성을 고찰하며, 학교준비도에 영

인임을 생각해 볼 때,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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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자율성을 격려해주며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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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ers in Korea

Park, You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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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ariables related to school readiness. Variables of school
readiness including kindergarteners’ gender and temperament, parents’ educational level, maternal working
patterns, kindergarteners’ average hours spent with their mothers per day, and maternal parenting were
investigated over the course of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8 kindergarteners and their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 Alpha,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the purposes of testing all the relevant hypotheses, a
measure of .05 was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readiness by gender.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school readiness and temperament as well as parenting. In addition, kindergarteners’
gender and temperament, paternal educational level, maternal parenting, and kindergarteners’ average hours
spent with their mothers per day predicted school readiness.
Key words : kindergarteners, school readiness, temperament, paren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