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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개발 연구

*

**

김남희․황해익

본 연구는 취학가능 연령인 만 5, 6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보다 신뢰롭고 타당
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유아를 위한 교육활동을 계획․실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유아
의 기초학습능력이 무엇인지, 그 구성요소와 발달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유아
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들의 하
위영역과 각 영역별 측정내용을 분석하여 시안을 작성한 후 1차, 2차 예비검사를 실
시하여 최종 시안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시안은 읽기 영역 25문항, 쓰기 영역
18문항, 셈하기 영역 23문항, 정보처리 영역 30문항 등 총 9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문항 양호도(문항통과율과 문항변별도)와 검사 양호
도(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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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유아들의 학습 및 발달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
해를 통해 이를 기초로 유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것이다. 유아들은 단순히 교수받
은 것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조직하고, 이론을 개발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
고 사실과 개념을 상호관련지음으로써 인지구조를 발달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역
동적인 학습과정은 발달과 학습에 대한 구성주의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McAfee & Leong, 2002).
이기숙(2002)은 우리나라 유치원생의 86%가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데, 유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조기 특기교육은 한글․글쓰기 교육, 수학, 영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
였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취학 전에 받침이 없는 쉬운 단어나 음절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와 유아가 취학 전
에 읽고 쓸 수 있는 발달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최정숙, 1992). 이러
한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유아들에게도 한글․글쓰기와 수학을 강조한다는 것을 시사하
며, 유아의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관련된 연구(박영미, 1992; 정경자,
2001)에서 어머니들은 유아의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4)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능력을 기
초학력이라고 하여 여러 교과를 터득할 수 있는 학습능력의 기초이며 어떤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기초학력이라는 말은 학자들마다 기초학
습기능, 기초학습능력이라는 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김정화, 2001; 서미혜, 1993). 일반적으로 기초학습기능이란 학습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능력이고, 장차의 학습을 위해 숙달할 필요가 있는 기본
적인 선행학습경험으로 정의한다(서미혜, 1993). 이러한 기초학습기능은 언어기능(읽기, 쓰기),
수기능(셈하기), 정보처리 기능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박경숙 외, 1987). 유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초학습기능에 대한 정의와 같이 학습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능력
이기는 하나, 유아교육은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을 포괄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유아의 기초학습기능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직접적․간접적 경험을 통한 학습내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적인 의미로 ‘기능’이란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하고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즉,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4). 유아의 경우,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을 통한 학습이란 맥락에서 볼 때 기술적인 재능
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한다.
기초학습능력의 하위 구성내용과 관련된 연구들(김정규, 김충기, 1989; 박경숙, 윤점룡,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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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1987, 2001; 박병량, 이영재, 조시화, 1980; 서미혜, 1993; 장언효, 1979; Rodgers, 1975;
Smith, 1963; Spache, 1964)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기초학습능력의 하위 구성내용으로
읽기, 독해, 정보처리능력을 중요시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
리 능력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특히 박경숙, 윤점룡, 박효정(1987)은 기초학습기능을 정보
처리기능, 언어기능, 수기능으로 나누었는데, 정보처리기능은 모든 학습에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기능이고, 언어와 수기능은 초기의 학교학습에서 획득되는 최소한의 교육적 성취를 나
타낸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초학습기능은 학습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으로 정의되며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능력을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학습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일생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유아기에도 이후의 학습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학습능
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아기 기초학습능력의 하위 구성내용 또한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
처리 능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의 기초학습능력 발달과 관련된 연구에서(장태현, 1992; Ginsburg, 1995; Goodman, 1986;
Hughes, 1995; Sulzby, 1990; Thompson, 2002)보면, 유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lzby(1990)에 의하면 유아들은 표상적
쓰기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도 문자언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Goodman(1986)은 읽기가
쓰기에 영향을 미치고 쓰기를 통해 읽기가 더욱 정확하게 된다는 통합의 개념으로 읽기, 쓰
기를 설명한다. 셈하기 능력과 관련하여 유아들은 상당한 범위의 수학적 기능을 지니고 학
교에 들어간다(Ginsburg, 1995; Hughes, 1995). 예컨대 유아들은 구체물을 포함한 간단한 덧셈
과 뺄셈을 행할 수 있으며 종이에 적은 양을 표상하는 의미있는 방식을 발명할 수 있다고
한다(Hughes, 1995). Thompson(2002)은 어린 유아들이 수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견
해는 유아의 유능함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유아들도 수세기와 덧셈․뺄셈의
논리를 다루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정보처리 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정보처리론적 접근으로 인간의 인
지과정을 계획(Planning), 주의집중(Attention), 동시처리(Simultaneous processing), 순차처리(Successive
processing)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설명하는 PASS모형이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예측․판단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있는 모형으로 수용되고 있다(김규영, 1998). PASS모형
을 언어영역과 수학영역의 학업성취와 관련지은 연구들(Das, Mensink, & Janzen, 1990; Das,
Naglieri, & Kirby, 1994; Kirby & Williams, 1991; Leong, Cheng, & Das, 1985; )에 의하면, 순차처
리와 동시처리뿐만 아니라 계획과정도 언어 학습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학영역을 PASS모형과 관련시킨 연구들(Das, 1988; Leong, Cheng, & Das, 1985)에서 보
면, 여러 가지 인지과정의 요인 중에서 동시처리 요인이 가장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규영(1998)은 인지과정의 하위 요인 중 계획 요인은 지능의 수리력과, 주의집중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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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순차처리 요인은 어휘력과, 동시처리 요인은 지각력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처리 능력이 읽기, 쓰기, 셈하기 외에도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유아의 학습 수준에 대한 조기 진단과 초기 교육 개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교육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도
구의 개발은 미흡한 편이다(김영환, 장병연, 곽승철,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경우로서, 한 검사에서 하나의 능력 혹은 두 가
지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 모든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읽기
능력검사(이영자, 이종숙, 1985; 조정숙, 1991; 최영순, 1993), 읽기준비도검사Ⅰ, Ⅱ(조정숙,
1991), 단어읽기검사(이옥섭, 2000), 쓰기준비도검사(안부금, 1991), 쓰기발달검사(이경화, 1997),
읽기․쓰기준비도검사(이영자, 이종숙, 1985), 문장제검사(현주, 1990), 이야기형 수학문제 해
결력 검사(김경철, 1992), CAS검사(Das & Naglieri, 1997),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 윤점룡, 박
효정, 1987) 등이 있다. 둘째, 기초학습능력에 해당하는 각 하위 능력들이 다른 검사에 포함
되어 측정되는 경우로서 각종 지능검사와 학습준비도검사가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지능검사
로는 K-ABC(문수백, 변창진, 1997), K-WISC-Ⅲ(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 K-WPPSI(박혜
원, 곽금주, 박광배, 1996) 등을 들 수 있으며, 학습준비도검사로는 계몽학습준비도검사(이영
석, 구학봉, 노명완, 김승훈, 차미정, 고승자, 1993), 유아학습준비도검사(박혜정, 강혜원, 장명
림, 1987) 등을 들 수 있다.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 외, 1987)는 정보처리기능, 언어기능, 수기능을 측정하도록 구안
되었고, 그 내용은 학교교육 내용에 따라 각각 배정하고 있다. 기초학습기능검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용 학력검사이고, 기초학력과 정보처리를 묶어서 일종의 배터리 형식의 검사를
시도하여 학생의 개별 학습 프로그램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나 정보처리 영역에 대한 문항이
충분치 못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므로 정보처리 영역의 문항수를 늘려
그 기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학습기능검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검사로 활용되고 있어 취학직전 유아인 만
5～6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해주는 것은 어려우며(김남희, 황해익,
2005), 광범위한 내용과 연령범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항 난이도에 따른 문항
배열이 일정치 않아 만 5, 6세 유아의 경우도 영역에 따라 끝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검
사 실시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문항 내용이 너무 오래되어 현재 유아들의 읽기, 쓰기, 셈하
기,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검사에 사용된 그림이 모두 흑백으로 처리
되어 있고, 쓰기 능력이나 정보처리 영역의 측정이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림
을 보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유아들의 흥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유아학습준비도검사(박혜정 외, 1987)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개발 연구 281

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를 조기에 판별함으로써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은해(1995)는 유아학습준비도검사의 장점으로 유아의 점수를 숙달 기준에 근
거하여 준거지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해당 연령집단의 수행에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과 내용타당도면에서 상당히 엄밀한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유아학습준비도검사의 단점으로는 영역별 문항수가 극히 제한된
영역이 있어서 숙달 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고 각 하위검사의 신뢰도 수준과
하위 영역별 문항표집에 비추어 볼 때 진단적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황해익, 2004).
유아의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CAS검사(Das & Naglieri, 1997)는 만 5세～17세까지
를 대상으로 네 가지 인지과정 요인(계획, 주의집중, 동시처리, 순차처리)을 측정하는 표준화
된 개인검사이다. CAS검사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적용한 연구들(김규영, 1998;
배미란, 1999, 2002)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Naglieri, Braden과 Gottling(1993)이 PASS 모형을 유아들에게 적용한 결과, 유아기부터 고등학
생에 이르기까지 아주 적합한 모형임을 제안하였듯이, 유아들의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인
지적 정보처리과정이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이후의 교수-학습방법을 계획하는데 있어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들의 인지처리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K-ABC검사(문수백, 변창진, 1997)는 학
습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계획과 주의집중 영역에 대한 내용은 중요시 다루어지지 않
고 있으나, 순차처리와 동시처리 척도를 통해 유아의 인지처리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
안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인 K-WISC-Ⅲ(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의 요인분석 결과 언어이해 요인, 지각조직 요인, 주의집중 요인, 처리속도 요인의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 중 주의집중 요인에는 산수와 숫자 소검사가 포함되고, 처리속
도 요인에는 기호쓰기, 동형찾기 소검사가 포함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유아의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
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제작되고 있으나, 취학직전 유아인 만 5～6세에게 초점을 맞춘
기초학습능력검사는 부족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특히 정보처리 능력의 경우는 학습과정이
나 학습계획을 위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에게 적합한 검사도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기초학습기능검사(1987) 외에도 유아의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능력을 각각 측정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들은 있으나, 이것은 유아의 종합적인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각 하위 영역별 측정이 하나의 동질적인 척도가 아니
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각 영역별로 독립된 검사를 실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유아의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능력을 포괄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기초학습
능력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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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아용 기초학습능력검사는 유아들의 직접적인 수행과 반응을 적절히 배합하고, 상황그
림카드나 조작물과 같은 구체물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그림카
드나 구체적 조작물은 색깔을 넣어 유아의 친숙함과 주의를 끌 수 있도록 고려하고, 각 문
항의 내용을 가장 적합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여 도구를 제작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초
학습능력검사를 개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읽기, 쓰기, 셈하기 영역은 학습에 기본적인
선수학습능력과 관련이 깊으며, 정보처리 영역은 유아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적 처리과정과 관련이 깊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만 5, 6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
고자 하는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는 유아의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선수학습능력과 문제
해결이나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처리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다면적인 검사도구이다.
이러한 검사의 개발은 유아의 또래간 비교와 개인내 비교를 통해 개개인의 기초학습능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초학습능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유아 개
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 유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와줄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시안을 제작한다.
둘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문항 양호도를 알아본다.
셋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검사 양호도를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개발을 위한 1차 예비검사는 유아교육전문가(유아교육과 교수 및
시간강사, 대학원졸인 경력 교사) 10인 및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고찰
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작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1차 시안에 대한 내용 구성의 적절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문가 10인에게 의뢰하여 검사영역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문가 검토 결과 수정된 시안을 각 연령집단별 6
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소요시간, 검사 실시상의 문제점 및 문항 양호도
와 검사 양호도를 알아보았다. 본 검사의 대상은 만 5세부터이지만 검사의 시작 문항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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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1차 예비검사에서는 만 4세 6개월～만 4세 11개월 유아를 포함하여 실시하
였다.
2차 예비검사는 유아교육전문가 30명과 만 5세 0개월～만 6세 11개월 사이의 유아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예비검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2차 시안의 내용타당도를 알
아보기 위해 전문가 30인에게 전문가용 설문지를 배부하여 검사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부산 시내에 위치한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 64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2차 예비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최종안을 적용․
실시하였다. 검사 대상 유아는 부산 시내에 위치한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5세 0개월～만 6세 11개월 유아들 총 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검사 실시 대상
중 80명의 유아에게는 공인타당도용 검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공인타당도 검사를 실시하
지 않은 유아 80명에게는 2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별, 성별 평균 개월수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1차, 2차, 본검사, 공인타당도, 재검사 실시대상 유아의 집단별 평균 개월 및 표준편차
4세(54～59개월)

5세(60～71개월)

6세(72～83개월)

N

M

SD

N

M

SD

N

M

SD

남

3

56.67

.58

6

64.67

2.80

6

77.17

2.64

여

3

57.67

1.53

6

65.67

1.37

6

76.50

2.88

합

6

57.17

1.17

12

65.17

2.17

12

76.83

2.66

남

16

65.69

2.98

16

78.25

3.57

여

16

65.94

2.77

16

77.25

3.89

합

32

65.81

2.83

32

77.75

3.71

남

64

65.81

2.95

62

77.55

3.54

여

62

65.92

3.52

64

77.30

3.24

합

126

65.87

3.23

126

77.42

3.38

남

21

66.38

3.44

20

77.30

3.28

타당도

여

19

65.42

3.79

20

76.85

2.92

(n=80)

합

40

65.93

3.60

40

77.07

3.08

남

20

66.35

3.10

20

77.65

3.01

여

20

65.70

3.06

20

77.95

3.44

합

40

66.02

3.06

40

77.80

3.20

1차
(n=30)

2차
(n=64)

본검사
(n=252)

공인

재검사
(n=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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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시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는 연구자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문
헌고찰과 관련 측정도구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1차 시안을 개발하였고, 이를 1차, 2차 예
비검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유
아에 대한 직접 검사를 통하여 평가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영역의 4가지 하위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영역은 글자변별, 단어읽기, 문장읽기, 이야기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쓰기 영역은 쓰기이전, 단어만들기, 보고쓰기, 단어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18문항
으로, 셈하기 영역은 수세기 이전, 수세기, 수연산의 능력을 측정하는 23문항으로, 정보처리
영역은 주의집중, 동시처리, 순차처리, 계획 능력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어, 유아
기초학습능력검사의 전체 문항은 총 9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유아기초학습능력검
사의 소요시간은 평균 35-40분정도이다.
대부분의 문항은 실패하면 0점, 성공하면 1점을 받게 되어 있으나 수행의 수준에 따라 구
분될 수 있는 쓰기 영역의 단어쓰기 문항 중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단어쓰기는 0-3점, 그 외
받아쓰기 문항은 0-2점까지 받도록 하였고, 셈하기 영역의 분류 문항들은 0-3점까지 받도록
하였고, 정보처리 영역의 주의집중과 계획 문항들은 0-3점으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읽기 영역이 0-25점, 쓰기 영역이 0-26점, 셈하기
영역이 0-27점, 정보처리 영역이 0-50점으로 총 0-128점까지 받을 수 있다. 각 문항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산출된 원점수를 영역별로 T점수로 환산한 후 네 영역의
T점수를 모두 합하여 검사의 총점(TTS)을 산출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 점수를 확인
한다.
본 검사에 사용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최종안의 영역구성과 영역별 문항수는 <표 2>
와 같다.
2) 기초학습기능검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학습기능검사(박경숙 외, 1987)를 실시하였다. 기초학습기능검사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
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표준화 검사로 언어기능, 수기능, 정보처리기능을 측정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언어기능과 수기능은 초기의 학교학습(초등학교 과정)에서 획득되는 최소한의
교육적 성취를 나타내며 정보처리 기능은 모든 학습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은 모두 학교 학습에 기초가 되는 기능이다. 본 도구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전체 .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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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영역 구성과 문항수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소영역

문항수

글자 변별

2

단어 읽기

12

영역

7

이야기 읽기

4

쓰기 이전

4

단어 만들기

5

보고 쓰기

2

단어 쓰기

7

18

문항수

수세기 이전

4

수세기

8

수연산

11

주의집중

5

정보처리

동시처리

10

영역

순차처리

10

계획

5

셈하기

25
문장 읽기

소영역

영역

전 체

23

30

96 문항

3. 연구절차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를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절차는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개발 계
획 수립,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문헌 및 검사도구 분석,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1차
시안의 제작 및 검토, 검사자 훈련, 1차 예비검사 실시, 2차 시안의 제작, 2차 예비검사 실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최종안 확정, 본검사 실시, 자료분석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처리
연구내용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통과율과 변별도를
산출하였다. 문항통과율은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영역에 대해 각 문항에 성공한 유아
의 비율을 빈도와 퍼센트로 산출하였다. 변별도는 검사 총점이 상위 27%인 상집단과 하위
27%인 하집단으로 나누어(Kelly, 1939) 각 문항별로 상하집단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검사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산출하
였다. 신뢰도는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 α와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타당도는 검사의
문항적절성과 하위영역간 상관, 공인타당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모든 통계처리는 Windows용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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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시안의 개발
1)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1차 시안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1차 시안은 하위 영역별로 읽기
영역은 글자변별, 단어읽기, 문장읽기, 이야기 읽기를 포함하여 36문항, 쓰기 영역은 쓰기이
전, 단어 만들기, 보고쓰기, 단어쓰기를 포함하여 26문항, 셈하기 영역은 수세기이전, 수세기,
수연산을 포함하여 41문항, 그리고 정보처리 영역은 주의집중, 동시처리, 순차처리, 계획을
포함하여 51문항으로 총 154문항이었다.
2) 1차 예비검사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시안의 문항에 사용된 용어와 방
법, 내용, 검사 소요시간 등이 대상 연령의 유아에게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1차 예비검
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의 대상은 만 5세부터이지만 검사의 시작 문항수준을 확인하기 위
하여 1차 예비검사에서는 만 4세 6개월～만 4세 11개월 유아를 포함하여 부산지역 유아교육
기관에 재원중인 유아 30명과 유아교육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에게는 전문가용 설문지를 배부하여 문항의 내용이 유아의 학습능력을 측정하기에 적
절한지에 대하여 4점 평정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매우 적절하다”는 4점, “적절하다”는 3
점, “적절하지 않다”는 2점,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1점으로 평정하여 문항별 평균이 2점이
하인 문항들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1차 예비검사 결과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1차 시안의 총 154문항 중 문항통과율과 변별도
를 고려하여 수정․보완된 문항 외에 45문항을 삭제하여 2차 시안으로 총 109문항이 선정되
었다.
3) 2차 예비검사
1차 예비검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2차 시안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
30명과 부산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 64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
다.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2차 시안에 대한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통과율과 문
항 변별도를 구하였고, 검사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와 내용타당도를 구하
였다. 2차 예비검사에 사용된 총 109문항 중 읽기 영역에서는 7문항, 쓰기 영역에서는 7문항,
셈하기 영역에서는 6문항, 정보처리 영역에서는 3문항이 삭제 또는 수정․보완되어 최종적
으로 96문항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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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2차 예비검사 결과 삭제되거나 수정된 문항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차 예비검사 결과 수정사항
영역

읽
기

쓰
기

셈
하
기

정보
처리

문항

삭제 또는 수정 이유

자음변별-ㄱ

변별력이 없음-삭제

모음변별-ㅏ

5, 6세 통과율이 같고, 하집단의 평균이 더 높아 변별력이 없음-삭제

낱자변별-구

통과율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5, 6세간 통과율 역전, 변별도의 문제-삭제

낱자변별-또

변별도의 문제-삭제

단어변별-어머니

5, 6세의 통과율이 같음-난이도 조정(보기 문항의 난이도 높임)

순서대로 배열-기구여행

낮은 통과율-난이도 조정(그림카드 4장을 3장으로 간략화)

순서대로 배열-구름싸움

낮은 통과율-난이도 조정(그림카드 4장을 3장으로 간략화)

도형그리기-⊥

변별도의 문제-채점 기준을 객관화하고 엄격화하여 난이도 조정

도형그리기-△

변별도의 문제-채점 기준을 객관화하고 엄격화하여 난이도 조정

단어보고만들기-모자

변별도의 문제-삭제

글자보고쓰기-곰

지나치게 높은 통과율, 변별도의 문제-삭제

글자보고쓰기-사과

변별도의 문제-난이도 조정(‘사과’란 단어를 ‘부엌’이란 단어로 수정)

글자보고쓰기-태극기

지나치게 높은 통과율-난이도 조정(‘태극기’를 ‘컴퓨터’란 단어로 수정)

글자보고쓰기-물레방아

지나치게 높은 통과율, 변별도의 문제-삭제

대응서열-크기비교

5, 6세간 통과율 같음, 하집단의 평균이 더 높아 변별력이 없음-삭제

단순패턴-사물

5, 6세간 통과율 역전, 변별도의 문제-삭제

복합패턴-색깔․도형

통과율이 낮으면서 5, 6세간 같은 통과율 보임, 변별도의 문제-삭제

사물의 개수-9

변별도의 문제-삭제

숫자인식-7

변별도의 문제-난이도 조정(숫자 7을 9로 수정)

서수-두번째

지나치게 높은 통과율-난이도 조정(두 번째를 네 번째로 수정)

주의집중-2, 3번

지나치게 높은 통과율-난이도 조정(제한 시간을 줄임)

동시처리-비언어적
매트릭스 12번
순차처리-단어따라하기
(차, 몸, 꿀)

5, 6세간 통과율 역전, 변별도의 문제-삭제

지나치게 높은 통과율-삭제

288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0권 제4호)

2. 문항양호도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도구의 최종안을 적용하여 본검사를 실시하고 문항양호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문항통과율과 문항변별도를 알아보았다.
1) 문항통과율
문항통과율은 각 문항을 통과한 유아의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검사 문항 중 점수
가 0, 1점뿐만 아니라 0, 1, 2, 3점으로 채점되는 문항들이 있으나, 모든 문항에서 1점 이상
의 경우를 통과한 것으로 하였다. 문항통과율은 모든 문항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과율이 역전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문항들이 발달적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항통과율의 범위는 만 5세가 17.5%～96.0%이고, 만 6세가 42.1%～100%인 것으로 나타
났고, 전체 연령의 범위는 30.6%～97.6%인 것으로 나타나 문항들의 난이도가 고루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연령에서 통과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정보처리 영역의 26번 문
항으로 전체 유아의 96.8%가 통과하였고, 통과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정보처리 영역의 25번
문항으로 전체 유아의 30.6%가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항변별도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문항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총점을 기
준으로 상위 27%인 상위 집단과 하위 27%인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각 문항별로 상․하집단
간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기초학
습능력검사의 모든 문항에서 상집단의 평균이 하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각 문항
들이 전체적으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상집단과 하집단을 잘 변별할 수 있음을 나타
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검사양호도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최종안을 적용하여 본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양호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산출하였다.
1) 신뢰도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신뢰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간 내적합치도
Cronbach α와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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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문항내적합치도 및 본검사-재검사 상관
문항수

α계수

본검사-재검사 상관계수

읽기 영역

25

.95

.93

쓰기 영역

18

.87

.94

셈하기 영역

23

.85

.83

정보처리 영역

30

.82

.81**

96

.95

.94

영

전

역

체

**
**
**

**

**

p<.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내적합치도는 .82-.95, 본검사-재검사 상관은 .81-.94로 나
타나 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는 대체로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타당도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의 문항적절성, 하위 영역간 상관,
그리고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였다.
(1) 문항적절성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2차 시안 중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영역의 문항적절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전문가 30인에게 의뢰하여 문항의 내용이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4점 평정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2차 시안에 대
한 각 영역별 문항적절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적절성은 읽기 영역이 3.67, 쓰기 영역이 3.72, 셈하기
영역이 3.65, 정보처리 영역이 3.63이며, 전체적으로는 3.6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기초학
습능력검사가 대체로 양호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시안의 문항적절성 (N=30)
영 역

평균

표준편차

읽 기

3.67

.36

쓰 기

3.72

.32

셈하기

3.65

.32

정보처리

3.63

.41

전 체

3.6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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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 영역간 상관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각 하위 영역간 상관계수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각 하위 영역 및 총점간 상관이
.52-.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영역간 상관이 가장 높은 영역은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
이고(.80), 영역간 상관이 가장 낮은 영역은 읽기 영역과 정보처리 영역, 쓰기 영역과 정보처
리 영역이었다(.52). 총점과의 상관은 읽기 영역이 가장 높았고(.86), 셈하기와 정보처리 영역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3).

<표 6> 하위영역 및 총점간 상관(N=252)
읽기
읽기

1.00

쓰기

.80**

셈하기
정보처리

셈하기

정보처리

총점

1.00

**

**

1.00

**

.72

.57

.55

**

.52

.52

**

총점
**

쓰기

**

.85

.86

**

1.00

**

.83

**

.83

1.00

p<.01

(3) 공인타당도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 외,
1987)를 실시하여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와 기초학습기능검사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하위영역 및 총점과 기초학습기능검사와의 상관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총점과 기초학습기능검사의 총점과
의 상관은 .67(p<.01)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읽기 영역과 기초
<표 7>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하위영역 및 총점과 기초학습기능검사와의 상관 (N=80)
본검사

**

p<.01

기초학습기능검사

읽기Ⅰ
**

읽기Ⅱ
**

쓰기
**

셈하기
**

정보처리
**

총점
**

읽 기

.58

.56

.45

.38

.34

.61

쓰 기

.53**

.51**

.46**

.41**

.35**

.59**

셈하기

.37

정보처리

.38

총 점

.55

**

.43

**

.39

**

.45

**

.58

**

.52

**

.40

**

.50

**

.35

**

.53

**

.55

**

.51

**

.37

**

.43

**

**

.53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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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능검사의 읽기Ⅰ 영역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읽기 영
역과 기초학습기능검사의 정보처리 영역이 .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인 읽기, 쓰기, 셈하기, 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개발을 통해 유아들의 학습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선수학습능력과
학습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처리과정을 평가하여 현재 유아의 기초학습능력 수준 및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
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는 읽기 영역, 쓰기 영역, 셈하기 영역,
정보처리 영역의 4개 하위 영역에 총 9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는 취학가능 연령인
만 5, 6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각 하위영역별 문항내용은 보
다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난이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나, 각 문항들은 난이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 않고 적절히 섞어 유아들의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검사는 유아들의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기초학습기능검사(1987)는 대부분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고 검사 실시시간(평균 60
분 정도)이 많이 소요되며 쓰기 능력에 대한 측정이 직접적인 쓰기보다는 철자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들이 대부분이며, 정보처리 영역에서도 도형 만들기 문항이 직접적
인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보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유아들의 흥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는 취학가능 연령인 만 5～6세에 초
점을 맞추어 유아들의 직접적인 수행과 반응을 적절히 배합하였고, 상황그림 카드는 색깔을
넣어 친숙함과 주의를 끌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용을 가장 적합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여 도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선수학습능력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처리과정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다면적 검사도구라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통과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초학습
능력검사가 연령별 발달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쓰기 영역의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단어 쓰기’ 문항에서 6세 유아의 통과율이 100%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채점이 0-3
점까지 가능한데 단어 1개-2개를 쓸 경우 1점으로 채점하였고, 1점 이상을 통과한 것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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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통과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6세의 경우에는 100%의 통과율을 나타내었다.
셋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문항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각 문항들이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의 개인차를 변별하는데
양호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검사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의 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검사의 하위영역에서는 .82-.95로 나타났고 전체 검사
는 .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준화 검사의 신뢰도 계수가 .85이상이면 자료로 사용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이은해, 1995; Salvia & Ysseldyke, 1998), 유아기초학
습능력검사의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차 시안의 내적합치도가 .95였
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검사의 최종안에서 검사 문항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검사
의 내적합치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은 본 검사 도구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신뢰롭게 측정
해 줄 수 있으며 검사의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검사 신뢰도가 .81-.94
로 나타난 것은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검사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 영역 및 총점간 상
관과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의 하위 영역 및 총점간 상관
이 .52-.86이었고,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와 기초학습기능검사와의 상관이 .34-.67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검사이
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인타당도용 검사로 기초학습기능검사를 활용하였으나, 각 하위영역
및 전체 검사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검사와의 공인타당도 및 이후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예언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은 부산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들로 제한되어 있어 본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전국적인 표집에 의한 타당화 작업 및 표준화 작
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를 보다 큰 규모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적
용하여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학습자 변인, 가정환경변인, 수행변인 등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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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Basic Learning Skills Test
for Young Children

Kim, Nam-Hee․Hwang, Hae-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valid and reliable basic learning skills test for young
children that could be used as an essential tool for assessment of basic learning skills for young
children.
The research content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draw up a draft
to measure basic learning skills of young children at the ages of 5 to 6. Second, it is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 items of a Basic Learning Skills Test for Young Children. Third, it is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 test of a Basic Learning Skills Test for Young Children.
The final draft was drawn up by addition and elimination after the first and the second pretest
with the items which were made out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professional consulta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the final draft, which consists of 96 items in 4 areas. The subjects of
this test were 252 kindergartners in Busa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final draft of the Basic Learning Skills Test for
Young Children consists of 96 items in 4 areas, that is, 25 questions in the reading area, 18
questions in the writing area, 23 questions in the arithmetic area and 30 questions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area. Seco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item adequacy shows that passing rate is
from 30.6% to 97.6% which is increased according to the age. Mean between the upper 27% and
the bottom 27% to look into the item discrimination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 which means
that items of this test could discriminate upper and lower groups effectively. Third,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test adequacy shows that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is from .85 to .92 and
test-retest reliability is from .82 to .95, which means that the stability over time is comparatively
high. Concurrent validity to Basic Learning Skills Test(1987) indicates .67.
In conclusion, this Basic Learning Skills Test for Young Children turns out to hav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to measure the basic learning skills of the ages 5 to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