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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관

계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1.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1 기초학습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2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3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

가?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만 6세 아동의 자료 중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1,46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의 부모가 평정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그림 검사를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기초학습능력은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SECCYD) Phase II Data Collection Instruments: 54 months–First

Grad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Harter와 Pike(1984)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사회적 유능감은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

화한 것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이 사용되었다. 또한 AMO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

과 세 변인의 평균이 모두 중간점수이거나 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학

습능력의 하위요인 중 언어 및 문해 능력의 평균은 수리적 사고보다 높았고 전체 기

초학습능력과 하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 수리적 사고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하위요인 중 인지적 능력이 가장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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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보였고 성에 따라 전체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

중 또래 수용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은 하위요인 중

자기통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전체 사회적 유능감과 하위요인인 협력성, 자기

통제, 책임성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기

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인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어머니의 수용이 높았다. 또한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수리적 사고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 수

용, 어머니의 수용이 높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

인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았

다. 또한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수리적 사고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

감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인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

제, 책임성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

감의 하위요인인 주장성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또래 수용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어머

니의 수용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았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모두 기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기초학습능력에 영

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영향력이 낮아 자아

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기초학습능력

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향상은

인지능력 향상과도 연관성을 가지며, 교육기관에서의 적응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또한 기초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언어나 수학 등 지식

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 외에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관계에서 사

회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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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는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다. 이에 미래 인적자원의 조기개발을 위하

여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양질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인식이 상당히 높

은 편이다.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의 회원국들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 성과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규명에 주력하고 있으며, 취학 전 서비스와 취학 후 상급학교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아동교육의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6-8세)을 포함하는 경향

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arget 4.2

로 “2030년까지 모든 취학 전 남아와 여아가 초등학교에서 평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

록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기회를 보장할 것”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기의 총체적 발달과 학습 지원을 위한 여성과 가족, 노동과 고용, 경제, 의료보건

서비스,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학제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한 지

원정책들이 강조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7).

아동의 기초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기초능력을 개발시

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서의 측면 뿐 아니라, 아동

기에 급속하게 발달하는 학습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능력을 기르기 위한 측면

에서도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경제적인 효과에

서 밝혀진 ‘교육 기회비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국가 수준에서의 아동기의 질 높은 교

육 제공에 대한 중요성이 강력하게 제안되고 있다(곽효경, 2009).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

발점의 평등 보장을 위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3-5세 연령에 따른 누리과정(교육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을 제정하였다. 누리과정은 아동기 교육에서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 모든 아동에게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제공한다. 누리과정의 취지는

일원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공정한 출발점의 보장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

화로 볼 수 있다(박순경, 2013 재인용).

이와 같이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생애 초기부터 누구나 공정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기의 기초학습능력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요성에 대

해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성애, 이하나(2018)는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교육기관과 초,

중, 고등학교의 연계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아동기의 기초학습능력 습득의 중요성을 지

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고 배율미, 조광현(2018)은 아동기에 기초학습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학령기에 경험할 수 있는 학업상의 어려움이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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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남희(2007)는 학습은 초등학교

이후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일생에 걸쳐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동에게도 앞으로의 학습을 위해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학습능력

인 기초학습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한편 곽효경, 이종승(2011)은 기초학습능력은 아동이 접하는 주변 환경과 일상생활

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취학 후에 학습을 수

행하는데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뿐 아니라 삶의 기회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대식, 최종근, 진윤희, 김연지(2007)도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면 이후에 수

학학습기능은 물론 정보처리능력과 지능, 수학 성취도에서도 문제나 부진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전은옥과 최나야(2017)는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에는 개인차가 나타나는

데, 초등학교 취학 후 10%의 아동은 학업성취도에서 미달을 보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

기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 발달지체나 생활상 기술 부족 등

이 나타나 앞으로의 삶에 있어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

학교로의 진학은 아동의 삶에서 중대한 발달과업으로 학업적인 요구와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또래집단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도전에 대한 직면을 의미한다(Ladd & Price, 1987). 이러한 도전과제에서 성공을 이루

고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기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인 안정과 사회적인 적응은 물론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김덕임, 김영

실, 2011).

종합해보면 아동기의 기초학습능력은 학령기 학업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이 취학하여 학업과 생활에 더 적응적이고

기본적인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발점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취학진전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한편, 지성애(2018)는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적 방법 모색에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이에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곽아정(2006)과 곽효경(2009)은 아동

의 성과 같은 생득적인 변인이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공태수(1998)

와 김덕임, 김영실(2011), 김미란(2005), 송승민, 이유현(2012)은 자아존중감을 기초학

습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인 기술(곽아정, 2006; 안선희, 권희경, 2005;)이나 부모 양육행동(박미영, 2005;

홍은정, 2004)도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아동의 성에 따른 기초학습능력

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기초학습능력을 보였으며(곽효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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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박지현, 2011) 이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주의집중이나 지속성, 학습태도에서 높

은 수준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학습기술이나 능력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나기 때문

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경숙, 2015; 이연정, 2000; 이정민, 2013). 반면, 남아와 여아의

기초학습능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김덕임, 김영실, 2011; 최혜진, 이혜은,

2005)결과와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 중 쓰기능력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우수함을 보

인다는 연구(김남희, 2007)결과, 언어 능력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이순

희, 윤복희, 박혜경, 최일선, 2000)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성에 따라 아동의 기

초학습능력의 결과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

다.

다음으로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김

미란(2005)은 자아존중감은 기초학습능력 뿐 아니라 취학 이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아동기부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김덕임과 김영실(2011)도 자아존중감이 기초

학습능력인 언어와 수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서영숙과 박옥임(2002), 이

경은과 이주리(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Baumeister(2003)도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학령기의 학업 능력 뿐 아니라 이후의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아동 교육에서의 사회적 유능감의 중

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송수희(2012)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향상될수록 기초학

습능력에 따른 과제가 더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학교에

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정서적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곽아정(2005)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학습과정에 기초

가 되는 역할을 하며 학습태도와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업성취

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이 기초학습능력

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교사들의 보고에 의해서도 입증된바 있다

(Foulks & Morrow, 1989).

이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미라와 박희숙(2010)은 아

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임현주(2017)의 연구에서도 아

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옥경

(20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자신에 대한 수용과 또래와

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대안적인 사고를 통한 갈등해결 등의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평가할 때 타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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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선미, 2017 재인용).

이렇듯 기초학습능력은 어느 하나의 변인에 의해 발달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복잡하여 이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관심이 필요

하다(김덕임, 김영실, 2011).

아동기는 이후의 발달에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발달에서의 가소성이 크기 때문에 아

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아동발달에 대한 기초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과 학계에서도 아동기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활동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곽효경, 20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 그리고 사회적 유

능감 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부각 될 수 있다. 하지만 세 변

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연구결과나 연구도구, 변인에 대한 용어들이 불일치하는

등 지금까지의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하여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각각 분석하거나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는

매개효과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초학습능력이 아동기부터 형성되어 초등학교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에도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령기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미란, 2005).

따라서 이러한 변인에 대한 다양한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과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의 중재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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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

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1 기초학습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2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3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델

3.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기초학습능력

본 연구에서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이란 어떤 교육을 받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적 학

습능력으로, 어떤 과제의 학습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이 아니라 여러 과제

의 학습에서 포괄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 일반적인 학습능력을 말하며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포함한다.(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NICHD

SECCYD(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Phase II Data

Collection Instruments: 54 months–First Grad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

한 척도로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로 범주화한 척도점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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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관

적인 평가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arter와 Pike(1984)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로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 수용, 어머니 수용으로 범주

화한 척도점수를 사용하였다.

3) 사회적 유능감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란 아동의 삶에서 요구되는 개별적인 사회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아동이 자

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규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영석, 이은주,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로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으로 범

주화한 척도점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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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기초학습능력

생애 초기 출발점의 평등 보장에 대한 목표로 기초학습능력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서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은 학

습에 있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으로 앞으로의 학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경험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기초학습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학습능력은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필요

한 필수기능이나 지식을 나타내며, 학습에 기본이 되는 읽기, 쓰기 수학능력 등이 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박경숙, 윤점룡, 박효정, 2001). 이옥경(2014)은 사람은 자신

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

는 능력들을 수행해 나가야만하며 그러한 능력들 중 하나가 학습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초학습능력과 관련하여 박순경(2013)은 아동기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에

서 추구해야 할 기본 능력을 “모든 학습의 기초이자 기본 도구로서 3Rs(읽기, 쓰기,

셈하기), 교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으로서 각 교과 학습의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

이나 기능, 학교교육 위계에 의거한 기본 능력으로서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는 이전

단계의 능력”으로 보았다. 이옥경(2014)도 기초학습능력으로서 읽기, 쓰기, 셈하기 능

력은 생애초기에 시작하여 일생을 통해서 길러져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짧은

글을 소리 내어서 읽거나 쓰고, 초보적 수준에서의 수식을 활용한 수학적 계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학습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

우는 것 또한 기초학습능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최근

의 경향은 기초학습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하는 학력의 형성과 발달에서의 밑

바탕이 되는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다(곽효경, 2009 재인용).

한편 김남희와 황해익(2005)은 아동의 경우 기초학습능력이 학습과 관련된 가장 기

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이기는 하지만, 아동에 대한 교육은 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므로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또한 학습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학습내용까지 포함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1)에서는 여러 가지 교과를 터득할 수 있

는 학습능력의 기초로, 어떤 교육을 받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적 학습능력을 ‘기초학력’

이라고 하며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초학력이라

는 말은 기초학습, 기본학습능력, 기초학습기능, 학습관련 기본능력(곽효경, 2009;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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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07; 김덕임, 김영실, 2011; 서미혜, 1993)또는 학업능력(민미희, 2017)이라는 말로

학자들마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통일되어 있

지 않다(김정화, 2001; 서미혜, 1993). 우리나라 4세 아동의 기초적 학습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이은화, 이상금, 이정환, 이경우, 이기숙, 1992)에서는 기초적인 읽기, 쓰기,

수를 기초적 학습능력이라고 보고 이에 기초학습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개발된 KISE-BAAT(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s)에서는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읽기, 쓰기,

수학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박경숙 등(2004)은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으로

읽기, 쓰기, 수학을 포함하였는데 수학의 기초학습을 셈하기와 같은 전통적인 산술능

력에서 확장하여 산술과제 외에 사회의 정보화나 기계화, 수학영역의 최근 경향 등을

반영한 수학 전 영역의 과제를 포함하였다(박경숙, 김계옥, 송영준, 정동영, 정인숙,

2004).

이렇듯 연구자들마다 개념 정의가 통일되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학습과 관련된 가

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발달적인 가소성과 잠재적인 가능

성을 고려하여 기술적, 기능적 요소보다 아동의 능력과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춘다

는 관점에서 기초학습능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김남희, 2011).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기초학습능력은 읽기, 쓰기, 수

학능력으로 대표된다고 하였다(곽효경, 2009; 김덕임, 2010; 황해익, 김선형, 조은래,

2011). 이에 따라 읽기, 쓰기, 수학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의 읽

기 능력은 아동이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능력으로 그 자

체로도 중요한 학습의 목적이 된다.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 없으면 다른 교과를 성취

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읽기는 목적이

나 상황에 맞도록 글을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

다(박경숙, 윤점룡, 박효정, 2001). 또한 읽기는 사고하는 과정이며, 능동적이고 고차원

적인 정신적 활동을 통해 글 속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아동이 자신의 축

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곽효경, 2009).

둘째, 아동의 쓰기 능력은 인지적 활동이면서도 하나의 사회적 행위로, 아동의 쓰기

는 사회 공동의 인습을 학습하기 위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아동은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 전부터 스스로 발견의 과정에서 쓰기를 배워 가는데, 그러한 학습과정은

자기 동질적이며 자기 지시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Morrow, 1997). 쓰기는 맞춤

법이나 철자법에 맞추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거나 모호한 지각을 추상화된 상징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분명

히 한다는 점에서 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림이나 낙서까지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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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정남미, 2002).

셋째, 수학은 인간이 사고를 체계적으로 구조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일상생

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학문이다. 이

에 아동의 수학능력은 비형식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으로 구성되는데, 비형식적인 지식

들은 일상적인 문제해결과정이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습득된 지식들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수학에

대한 지식이 발달할 뿐 아니라, 개념적이고 절차적인 수학 지식 또한 발달하게 된다.

아동이 지니게 되는 수학지식이 이후에는 수학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면, 아동기

의 수학교육은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곽호경, 2009).

이렇듯 아동기에 습득한 읽기, 쓰기와 같은 학습 기술은 아동기 이후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은 취학 후 학령기에 들어 경험할 수 있는 학습상의 어려움이나 학습부진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된다(배율미, 조광현, 2018).

지금까지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중

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에 능숙하고 일반적 지식의 폭이 넓으며 10까지

숫자를 셀 수 있는 아이들이 취학하여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취학 전 아동기의 읽기, 쓰기, 수학 능력이 초등학교의 학업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민미희, 2017 재인용). 이와 함께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은 초등

학교 입학 후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주어 정보처리능력,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창의적 능력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김남희, 2008, 2013; 송수희, 2012; 이기숙, 김

순화, 김민정, 2011).

기초학습능력이 아동기부터 형성되어 초등학교와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 되기 때문에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변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이에 김덕임, 김영실(2011)은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아동의 성과 같은 생득적인 변인(곽아정, 2006; 곽효경, 2009; 김영희, 박지현, 2011),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인 기술(곽아정, 2006; 안선희, 권희경, 2005),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태수, 1998; 김덕임, 김영실, 2011; 김미란, 2005; 송승민, 이유현, 2012), 부모양육행

동(박미영, 2005; 홍은정, 2004) 등이 있다고 하였다.

기초학습능력에 관한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남희(2007)는 기초학습능력과 관

련하여 연령, 성별, 지능,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연령과 지능은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이 있었고,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쓰기영역에서만 차이가 있었으

며,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반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기초학습능력을 보이며,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이 높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다(곽효경, 2009; 김영희, 박지현, 2011). 또한 일

부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정서발달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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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송수희(2011)의 연구에서는 또래 유능성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능력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김기예,

2009; 최연화, 2011) 기초학습능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옥경,

이진희, 2015).

한편 Nelson(2004)은 문제행동과 낮은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문제행

동을 가진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습능력에 어려움을 나타내며 특히 수학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능력의 저하나 악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Valiente 와 Swanson(2010)은

분노, 슬픔, 수줍음과 같은 정서와 관련하여 부모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분노는 읽

기와 수학 성취도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슬픔, 수줍음은

수학 성취도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가 부정

적인 학업 성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나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학 사전

에서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 자

신감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고슬기, 2010 재인용). 자아존중감에 대해 정의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현정(2008)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뿐 아니라, 자신과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

로 보았다. 강승규(2005)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행복해질 가치가 있다고 믿는 자기가

치감과 삶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

는 자기능력감의 결합이라고 하였다.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이 4가지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4가지 원

리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이다. 반영된 평가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태도에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대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심리적 중요성(psychological

centrality)’이다. 심리적 중요성이란 개인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단순하게 나열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중요한 요소들의 위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형

성하는데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귀인(self-attribution)’이다. 자기

귀인이란 자기의 행동이나 이루어낸 성과를 관찰하여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적 비교과정(social comparison

processes)’이다. 사회적 비교과정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더욱 가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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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 형성된 자아존중감

이 긍정적일 때 개인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잘 수용하게 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직면하는 문제에 도전의식과 자신감,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고현경, 2010).

한편, 자아존중감은 기질처럼 타고나는 특성이 아니라 경험의 축적에 의해 후천적으

로 발달하는 것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현정,

2008). 즉,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계속적이고 누적적인 사회적

관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며,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중이나 수용, 관심과 성공적인 경험으로 인해 계속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김영숙, 2002).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자조기술이 발달하는 만 2세 경부터 시작된다. 밥 먹기, 세수

하기, 옷 입기, 대소변 가리기 등 일상에서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아동은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능력에 신뢰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신뢰감은 아동의 자아존중

감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형근혜, 2011). 아동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모

든 행동 수행과 타인과 맺는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높게 평가하는 주관적인 지각이 된다. 즉, 주변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존경심,

수용, 피드백 등을 통해서 형성된 자신에 대한 가치와 함께 삶에서 다양한 과제를 해

결하면서 스스로 얻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낙흥, 연규승,

오연택, 2018 재인용).

Marsh, Ellis & Craven(2002)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가

치 있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리상태라고 보았다.

이는 아동이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강승규, 2005).

또한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인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아동기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자아존중감은 행동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단현국,

이미숙, 2006 재인용) 전 성애에 걸쳐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문현정, 2008).

위와 같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적 차이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

동은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느껴서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활동에서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보인다. 아동교육기관에서

도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책임감이 강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

를 보인다(정지혜, 2011). 또한 사회활동에서 협동적이며 타인의 비판에 크게 당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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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믿어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강승규,

2005; 김기현, 1998; 신경수, 2000).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사회집단 안에서 낮은 참여도를 보인다. 화를 잘

내거나 공격적이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소심하여 쉽게 좌절한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

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강승규, 2005; 고슬기, 2011). 타인의 비판에

쉽게 기가 죽고 감정적인 문제에 빠지거나 서투르게 시도하다가 또래로부터 더욱 소

외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강승규, 2005; 김기현, 1998; 신경수, 2000).

자아존중감의 성에 따른 차이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밝히고 있으며 하위요인에

따라서도 다른 차이를 보이는 등 일관적이지 않다(심성경, 1996; 최현미, 2011). 이진

화, 전경숙(1995)은 전체자아존중감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고 하였고, 박금창(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을 더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인식하여 남아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현미(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전체는 성에 따라 차이가 없지만 하위요인인 도

전적인 일에 대한 선호도, 시작/독립심, 사회적 접근/회피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Leaper, Tenenbaum와 Shoffer(1999)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아존중감 중 또래 수

용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여아는 남아에 비해 타인을 잘 설득하

고 재치 있으며 공손한 제안들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여아는 남

아에 비해 감정이입을 잘하며 타인의 반응이나 상황적 요인에 민감하고(김태련, 이선

자, 조혜자, 1994; 단현국, 1993; Maccoby, 1990) 사려심이 깊고(강기숙, 김혜숙, 2005;

Goodman et al, 1993),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빨리 발달하여 관계 지향적인 동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정옥분, 2002). 반면 남아는 요구적이거나 통제적인 방법을 사용

하여 타인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고(Leaper, Tenenbaum & Shoffer, 1999), 활동적이

고, 자기주장과 목적을 위해 남을 통제하려는 지배성이 강하며, 공격성이 높고(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1994; 단현국, 1993; Maccoby, 1990), 행동화하는 경향이 있다

(Hoffman, 1987). 이러한 경향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 수용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형근혜, 2011).

그러나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2003)의 연구에서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운

동능력과 신체용모에서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양정화(2002)의 연구에서는 신

체적 자아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와 남아의 미에 대한 기준과 기대,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자아존중감은 자신감, 자기신념, 자기존중감, 자기만족, 자기

평가, 자기가치, 자기감, 자아개념 등과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자아개

념(Self-concept)은 자아존중감과 혼돈되어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은 구별된다. 자아개념은 기술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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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는 달리

판단과 평가적인 특성을 포함한다(최보가, 전귀연, 1993 재인용). 그렇기에 자아존중감

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성격 특징 중의 하나로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

생활이나 개인의 자아실현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문현정, 2008 재인용).

3. 사회적 유능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

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때 아동은 가정에서부터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시

작으로, 형제나 또래 및 다른 성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와 같

이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하는 측면 중에서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요소가 된다(권연희, 2002).

사회적 유능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여연승(2003)과 이영석, 이은주(2007)는 사

회적 유능감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요소들

간의 총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규준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회

적 기술과 태도, 행동, 감정 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

였다. Ford(1982)는 사회적 유능감을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적인 상황과 발달단계에 맞

는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

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고와 감정, 행동을

통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이찬숙, 이채호, 2009 재인용). 이 밖에도 사회적 유능감

은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행위 규준과 관습, 또는 습관 등에 동조하려는 정도로 표현

되기도 하며, 사회적 유능감이 사회적인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여 자발적인 방

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한성희, 1985 재인용).

이에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황윤세와 최미숙(2007)은 아동기의 사

회적 유능성을 아동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배

우고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오승주(1992)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단순히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

는 부모나 교사, 또래집단과 같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에서의 적응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의 형성,

학업능력 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사회적 유능감이

크게 떨어지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나 당황, 적의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 경험들이 대인 회피 반응을 강화하여 사회적 능력을 방해하기도 한다(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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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2014 재인용).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 중요한 능력이

다. 사회적 유능감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

에 사회적 유능감이 좋은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하지

만, 그렇지 못한 아동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

감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O'Mally, 1977).

또한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감은 청소년기 이후의 성공적인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가진 아

동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쉽게 적응하며, 이를 통해 아동관련 기관에서

의 적응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서도 성공을 보인다(송진영, 2007). 이

렇듯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기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기에 필요한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의 변인에 대해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2010)은 정서조절, 대인관계,

정서정, 사회적 지식 이해로 구성되며 사교성, 주도성, 친사회성으로 구성된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이해능력, 태도, 사회적 행동의 표현 기술을 포함하는 사회적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Merrell(1999)와 Raver & Zigler(1997)은 사회적 유능

감이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다양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

다면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인지능력, 정서성과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요구되

는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황윤세, 최미숙,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사회적 유능

감은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성, 정서성과 대인관계지능, 또래관계 등

의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이나 부모의 정서 표현 수용태도, 부모

와 자녀의 관계 등의 가족변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변인들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연희, 2002).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아동의 성은 발달 연구들에서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특성으로 여

겨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다고 보고하고 있

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덜 공격적이며, 또래와의 갈등 빈도

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수령, 2001; 도현심, 1994; 이병림, 1987; 이영석, 이은주,

2007; Cohn, 1991; Ford, 1982; Hyde, 1984; Lafreniere et al., 2002; Miller et al.,

1986). 이와 같은 사회적 유능감의 성차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남아와 여아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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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화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영석, 이은주, 2007; Hill &

Lynch, 1983; Lafreniere et al., 2002; Lytton & Romney, 1990;, Shaffer, 2000;

Simpson & Stevenson-Hinde, 1985). 남아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사회화되고, 공격

적인 행동에 대해 여아에 비해 더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아는 표현적이고 순

응적이도록 사회화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남아에 비해 더 금기시 된다. 이러한

부모와 사회의 성에 따른 다른 반응으로 인해 사회적 유능감의 성차가 나타난다(Hill,

Lynch, 1983; Shaffer, 2000). 하지만 사회적 유능감의 성에 따른 차이가 대부분 여성

으로 이루어진 평가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 고정관념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더욱이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에 따라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권연희, 2002; 박범심, 1987; 이해영, 1986; Lieberman, 1977).

4. 기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1) 기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Bloom(1976)은 기초학습능력을 학습자와 학습과제의 습득을 맺어주는 연결체로 학

생들이 학습과제를 잘 학습하는데 꼭 필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교과목은 기초학습능력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성패가 달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특정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업성취의 차이는 학습과

제에 대해 학생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관련지식이나 기능, 이전 성취에서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에 김미란(2005)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

을 가장 많이 주는 변인은 인지적 특성으로, 그 중에서도 기초학습능력이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밝혔고 이기숙, 김순화, 김민정(2011)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기

초학습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 성취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진영, 이경화(2001)은 자기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자아가 강할수록 적

극적으로 활동하고 자기 행동에 있어 모험을 시도 할 수 있으며, 정서적·행동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서영숙, 박옥임, 2002 재인용). Hater(1971)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학업성취와 함

께 긍정적인 교육적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학습자 변인임을 밝혔다. 최선자(1990)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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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공태수(1998)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밝혔는

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동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

동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김덕임, 김영실(2011)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아존

중감은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인 언어와 수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란(2005)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에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

고하고 있는데 서영숙과 박옥임(2002)의 연구에서는 폭력가정의 아동이 낮은 자아존

중감을 가지지만 학업성적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다. 이경은과 이주리(2009)의 연구

에서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인과관계가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Baumeister(2003)도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

능력,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일관되기 보다는 아직 논쟁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2)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아동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사회적 유능감은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적응

과 학업적·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발달적 지표이다.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감은 이

후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뿐 아니라 언어와 인지, 신체발달 및 행동적인 적응을 포

함하는 전인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성현, 2015 재인용). 또한 사회적 유능감을 갖출

수록 타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지시에 따르고, 타인을 돕고 공유함으로써 사회

적으로 더욱 유능한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김현미, 도현심, 2004).

송미원(1999)은 아동의 높은 사회적 유능감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자기 자신의 역량이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학

교생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많은 연

구(곽아정, 2006; 송수희, 2012; 이옥경, 이진희, 2015; McClelland, 2002; McClelland &

Hansen, 2001; Webster-Stratton & Reid, 2004)들에서 타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며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적응능력이 높은 아동일

수록 학업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과 기초학습능력에 관한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McClelland와

Hansen(2001)은 협력성과 관련된 사회적 유능감이 낮았던 아동들은 또래보다 읽기와

수학에서 뒤처졌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점점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 중 협력성이 낮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읽기와 수학 성적은 3학년에서의 읽

기 능력과 6학년에서의 수학 성적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McClelland(2002)은 다

른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감 중 주장성과 자기통제가 아동의 읽기와 수학 능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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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밝힘으로 아동기에 형성되어야 할 사회적 유능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자를 살펴보면, 송수희(2012)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기초학습능력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곽아정(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유능감

은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인 언어와 수학능력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는 사회

적 유능감이 뛰어날수록 아동의 언어와 수학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삶에서의 모든 일들은 이러한 자아의 획득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아의 획득은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기동안에 이루어진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사회적 성취라고 하며 이는 아동이 자

신을 수용하는 것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대안적인 사고를 통한 갈등해결

등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자

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타인 또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을 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중요한 선결조건이 된다(이선미, 2017 재

인용).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에서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행동발달 표출에 근원한다(임현주, 2017 재인용).

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

보영(2016)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인 또래유능성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정미라와 박희숙(2010)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고현경과 이승연(2010)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머니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높은

정서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현주(2017)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

아존중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옥

경(20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교사, 또래 등 아동이 맺는 인적환경에서 긍

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 유능감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고현경, 이승연, 2010; 김보영, 2016; 민미희, 2017; 박민지, 김민진, 2016; 윤수정, 이

예진, 2018; 임현주, 2017; 정미라, 박희숙, 2010; Clark & Symons, 2000; Doumen, et

al., 2011).

4)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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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경(2014)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지식이 사회적 유능감과 기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기초학습능력은 차후의 학습능력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선미(2017)의 연구에서

는 아동의 사회성이 자아존중감과 언어능력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송수희(2012)의 연

구에서도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또래유능성,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간에 정적인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승민과 이유현(2012)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행동에 있어 모험을 할 수 있으며, 학습태

도가 적극적이고 학습의욕도 강해 학업성취에서 우수함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자

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학습태도가 소극적이고 학습의욕도 약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

치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기초학습

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연구결과나 연구도구, 변인

에 대한 용어들이 불일치하며, 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미비하여 이들의 관

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들이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

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각각 분석하거나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보

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

능감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는 매개효과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초학

습능력은 취학 전부터 형성되어 취학 후 초등학교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에도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미란, 2005).

따라서 이러한 변인에 대한 다양한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

서는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세 변인이 상호간 연관을 토대로 자아

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봄으로써 기초학습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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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아동 성별
남 751 51.2

여 717 48.8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394 26.8

전문대 졸업 296 20.2

대졸 이상 762 51.9

무응답 16 1.1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426 29.0

전문대 졸업 404 27.5

대졸 이상 629 42.9

무응답 9 0.6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8 0.5

101만원-200만원 91 6.2

201만원-300만원 295 20.1

301만원-400만원 397 27.0

401만원-500만원 328 22.3

501만원-600만원 148 10.1

601만원 이상 196 13.4

무응답 5 0.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출생한 영아를 대상으로 매년

아동, 부모, 가정, 사회 변인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하고 있다. 2008년의 1차

자료는 2,150 가정으로 이루어졌고 2014년 7차 자료는 중도 탈락되거나 새로 조사에

참여한 가정을 포함하여 1,620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7차년도에

참여한 취학 전 만 6세 아동 가정 중 무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6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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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751명(51.2%), 여아가 717명(48.8%) 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394명(26.8%), 전문대 졸업이 296명(20.2%), 대졸

이상이 762명(51.9%), 무응답이 16명(1.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426명(29.0%), 전문대 졸업이 404명(27.5%), 대졸이상이 629명(42.9%), 무응답

이 9명(0.6%)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8명(0.5%), 101만원-200만원

이 91명(6.2%), 201만원-300만원이 295명(20.1%), 301만원-400만원이 397명(27.0%),

401만원-500만원이 328명(22.3%), 501만원-600만원이 148명(10.1%), 601만원 이상이

196명(13.4%), 무응답이 5명(0.3%)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의 부모가 평정하였으며, 아동의 자아

존중감은 그림 검사를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은

NICHD SECCYD(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Phase II

Data Collection Instruments: 54 months–First Grad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

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Harter와 Pike(1984)의 도구를 한

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초학습능력

본 연구에서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NICHD SECCYD(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Phase II Data Collection Instruments: 54

months–First Grad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예

시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은 부모가 평정하였고, 2개의 하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 13

문항과 수리적 사고 15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 및 문해 능력은

‘간단한 책을 스스로 읽는다(예: 언어의 패턴이 반복되는 책을 읽는다)’, ‘<대한민국>,

<좋아한다>, <웃는다>와 같은 비교적 복잡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와 같은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수리적 사고는 ‘수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예: 10

개의 작은 돌멩이와 10개의 큰 블록의 개수가 같음을 안다)’, ‘일상생활 속의 수학 문

제를 푼다(예: 4개의 식탁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2개의 컵케이크를 똑같이 나누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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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아직 하지 않음(1점)’, ‘하기 시작함(2점)’, ‘어느 정도 해냄(3점)’, ‘잘하는 편임(4점)’,

‘능숙함(5점)’으로 평정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

(Cronbach'⍺)는 .96이다.

<표 2>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언어 및 문해 능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수리적 사고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5

전체 28

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Harter와 Pike(1984)에 의해 개발

된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를 한국아동패

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정한 문항은 또래 수용 중

‘이 아이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와’ 문항으로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에 맞게 ‘이 아이

는 친구 집에 가서 자주 놀다와’로 변형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언어적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도구이다. 아동

에게 같은 주제의 2가지 그림인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그림과 부정적인 자

아존중감을 나타내는 그림을 각각 제시한다. 그런 다음 아동에게 자신이 어떤 그림과

비슷한지 물어보고 그림을 선택하게 한 후,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 중에 아동이 선

택한 그림과 자신과의 일치 정도를 다시 선택하게 하는 2단계 4점 Likert 척도이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4개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능력(Cognitive Competence), 신체적

능력(Physical Competence), 또래 수용(Peer Acceptance), 어머니의 수용(Matermal

Acceptanc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요인별로 각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24개의 문항 중 12개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채점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Cronbach'⍺)는 .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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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인지적 능력 1, 5, (R)9, (R)13, (R)17, 21 6

신체적 능력 (R)3, 7, (R)11, 15, (R)19, 23 6

또래 수용 2, (R)6, 10, (R)14, 18, (R)22 6

어머니의 수용 (R)4, 8, 12, (R)16, 20, (R)24 6

전 체 24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협력성 2, 3, 10, 14, 15, 24 6

주장성 6, 9, 11, 13, 21, 22, 23, 27, 28, 30, 31 11

자기통제 1, 7, 8, 19, 20, 25, 32 7

책임성 4, 5, 12, 16, 17, 18, 26, 29 8

전 체 32

<표 3>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R): 역채점 문항

3) 사회적 유능감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가 개

발한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부모가 평정하여 4개의 하위요인인 협력성 6문항, 주장성

11문항, 자기통제 7문항, 책임성 8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협력성은 ‘교

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기’ 등과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성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

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동료를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

이 하자는 말을 하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통제는 ‘동료에게 놀림을 당

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책임성은 ‘놀이를 할 때 규칙과 순서를 지키기’, ‘부모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

이기’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매우 자주 그렇다(3점)’로 평정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Cronbach'⍺)는 .93이다.

<표 4>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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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7차년도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자료는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자료는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CAPI(보호자용)

설문지와 아버지 대상 설문지, 어머니 대상 설문지, 아동용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1,46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는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이 사용되었다. 또한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Cronbach'⍺)값을 산출하

였다.

둘째, 연구대상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

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성에 따른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을 알아보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AMOS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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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성별 N M SD 최소값 최대값 t

언어 및

문해 능력

남아 751 3.59 .83 1.00 5.00

-9.62
***

여아 717 3.98 .71 1.08 5.00

전체 1468 3.78 .80 1.00 5.00

수리적

사고

남아 751 3.31 .92 1.00 5.00

-2.37
*

여아 717 3.42 .89 1.00 5.00

전체 1468 3.36 .91 1.00 5.00

전체

남아 751 3.44 .83 1.00 5.00

-5.83
***

여아 717 3.68 .75 1.04 5.00

전체 1468 3.56 .80 1.00 5.00

IV. 연구결과

1.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

한가?

1) 기초학습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기초학습능력의 일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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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에서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을 살펴보면, 기초학습능력의 전체 평균은

3.56(SD=.80)으로 5점 척도를 고려할 때 4점(잘하는 편임)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언어 및 문해 능력(M=3.78, SD=.80)의 평균이 수리적 사고(M=3.36,

SD=.91)의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기초학습

능력은 여아의 평균이 3.68(SD=.75)로 남아의 평균 3.44(SD=.83)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언어 및 문해 능력은 여아

(M=3.98, SD=.71)가 남아(M=3.59, SD=.83)에 비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리적 사고는 여아(M=3.42, SD=.89)가 남아(M=3.31, SD=.92)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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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성별 N M SD 최소값 최대값 t

인지적 능력

남아 751 3.34 .35 1.50 4.00

-1.76여아 717 3.37 .30 1.67 4.00

전체 1468 3.35 .33 1.50 4.00

신체적 능력

남아 751 2.97 .40 1.50 4.00

-.93여아 717 2.99 .40 1.50 3.83

전체 1468 2.98 .40 1.50 4.00

또래 수용

남아 751 2.89 .51 1.33 3.83

-2.04
*

여아 717 2.94 .47 1.50 4.00

전체 1468 2.91 .49 1.33 4.00

어머니의 수용

남아 751 2.86 .54 1.33 4.00

-.38여아 717 2.87 .53 1.50 3.83

전체 1468 2.86 .53 1.33 4.00

전체

남아 751 3.01 .29 1.83 3.79

-1.90여아 717 3.04 .27 1.67 3.63

전체 1468 3.03 .28 1.67 3.79

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학습능력 전체에 대한 평균은 여아

(M=3.68, SD=.75)가 남아(M=3.44, SD=.83)보다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2)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p<.05

<표 6>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3.03(SD=.28)로 4점 척도를 고려할 때 중간 점수보다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은 평균 3.35(SD=.33), 신체적 능력은 평균 2.98(SD=.40), 또래 수용은 평

균 2.91(SD=.49), 어머니의 수용은 평균 2.86(SD=.53)으로 하위요인 중 인지적 능력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자아존중감은 여아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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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성별 N M SD 최소값 최대값 t

협력성

남아 751 1.95 .38 1.00 3.00

-6.62
***

여아 717 2.08 .41 1.00 3.00

전체 1468 2.01 .40 1.00 3.00

주장성

남아 751 2.35 .36 1.18 3.00

-1.66여아 717 2.39 .36 1.27 3.00

전체 1468 2.37 .36 1.18 3.00

자기 통제

남아 751 2.47 .36 1.29 3.00

-4.75
***

여아 717 2.56 .35 1.43 3.00

전체 1468 2.51 .36 1.29 3.00

책임성

남아 751 2.22 .33 1.13 3.00

-4.42
***

여아 717 2.29 .33 1.13 3.00

전체 1468 2.25 .33 1.13 3.00

전체

남아 751 2.27 .30 1.28 2.97

-4.76
***

여아 717 2.34 .30 1.31 3.00

전체 1468 2.31 .30 1.28 3.00

균이 3.04(SD=.27)로 남아의 평균 3.01(SD=.29)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은 여아(M=3.37, SD=.30), 남아

(M=3.34, SD=.35)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적 능력은

여아(M=2.99, SD=.40), 남아(M=2.97, SD=.40)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또래 수용은 여아(M=2.94, SD=.47)가 남아(M=2.89, SD=.51)에 비해 높

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수용은 여아(M=2.87, SD=.53),

남아(M=2.86, SD=.54)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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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감의 전체 평균은

2.31(SD=.30)로 3점 척도를 고려할 때 2점(가끔 그렇다)에 가까운 중간 점수를 보였

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협력성은 평균 2.01(SD=.40), 주장성은 평균 2.37(SD=.36),

자기통제는 평균 2.51(SD=.36), 책임성은 평균 2.25(SD=.33)로 하위요인 중 자기통제

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사회적 유능감은 여아

의 평균이 2.34(SD=.30)로 남아의 평균 2.27( SD=.30)에 비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협력성은 여아(M=2.08,

SD=.41)가 남아(M=1.95, SD=.38)에 비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주장성은 여아(M=2.39, SD=.36), 남아(M=2.35, SD=.36)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통제는 여아(M=2.56, SD=.35)가 남아(M=2.47,

SD=.36)에 비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책임성은 여아

(M=2.29, SD=.33)가 남아(M=2.27, SD=.33)에 비해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의 <표 8>과 같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기초학습능력 간에는 하위요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초학습능력의 하위

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r=.29, p<.01), 신

체적 능력(r=.10, p<.01), 어머니의 수용(r=.06, p<.05), 자아존중감 전체(r=.17, p<.01)

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수리적 사고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r=.23, p<.01), 신체적 능력(r=.13, p<.01), 어머니의 수용

(r=.07, p<.01), 자아존중감 전체(r=.16, p<.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기초학습능

력 전체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r=.27, p<.01), 신체적 능력(r=.12,

p<.01), 어머니의 수용(r=.07, p<.01), 자아존중감 전체(r=.18, p<.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에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 그리

고 기초학습능력 전체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또래 수용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

다.

둘째,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초학습능력의 하

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r=.31, p<.0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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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r=.35, p<.01), 자기통제(r=.37, p<.01), 책임성(r=.34, p<.01), 사회적 유능감 전체

(r=.41, p<.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수리적 사고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r=.29, p<.01), 주장성(r=.37, p<.01), 자기통제

(r=.36, p<.01), 책임성(r=.36, p<.01), 사회적 유능감 전체(r=.42, p<.01)와 유의한 상관

을 나타냈다. 기초학습능력 전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r=.32, p<.01),

주장성(r=.39, p<.01), 자기통제(r=.39, p<.01), 책임성(r=.38, p<.01), 사회적 유능감 전

체(r=.44, p<.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

인인 인지적 능력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r=.12, p<.01), 주장성(r=.14,

p<.01), 자기통제(r=.12, p<.01), 책임성(r=.10, p<.01), 사회적 유능감 전체(r=.15,

p<.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능력은 사회적 유

능감의 하위요인인 주장성(r=.09, p<.01), 사회적 유능감 전체(r=.07, p<.05)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또래 수용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r=.09, p<.01), 주장성(r=.11, p<.01), 사회적 유능감 전체(r=.09, p<.01)와 유의

한 상관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책임성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r=.13, p<.01), 주장성(r=.07, p<.01), 자기통제(r=.10, p<.01), 책임성(r=.11,

p<.01), 사회적 유능감 전체(r=.12, p<.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 전

체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r=.15, p<.01), 주장성(r=.15, p<.01), 자기통

제(r=.11, p<.01), 책임성(r=.11, p<.01), 사회적 유능감 전체(r=.16, p<.01)와 유의한 상

관을 나타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능력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

위요인인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하

위요인인 또래 수용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제, 책임성과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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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기초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기초

학습능력

1 1 　 　 　 　 　 　 　 　 　 　 　 　

2 .73
**

1 　 　 　 　 　 　 　 　 　 　 　

3 .91
**

.95
**

1 　 　 　 　 　 　 　 　 　 　

자아

존중감

4 .29
**

.23
**

.27
**

1 　 　 　 　 　 　 　 　 　

5 .10
**

.13
**

.12
**

.26
**

1 　 　 　 　 　 　 　 　

6 .05 .04 .04 .19
**

.18
**

1 　 　 　 　 　 　 　

7 .06
*

.07
**

.07
**

.16
**

.19
**

.30
**

1 　 　 　 　 　 　

8 .17
**

.16
**

.18
**

.54
**

.60
**

.69
**

.71
**

1 　 　 　 　 　

사회적

유능감

9 .31
**

.29
**

.32
**

.12
**

.05 .09
**

.13
**

.15
**

1 　 　 　 　

10 .35
**

.37
**

.39
**

.14
**

.09
**

.11
**

.07
**

.15
**

.46
**

1 　 　 　

11 .37
**

.36
**

.39
**

.12
**

.04 .02 .10
**

.11
**

.51
**

.63
**

1 　 　

12 .34
**

.36
**

.38
**

.10
**

.03 .05 .11
**

.11
**

.57
**

.71
**

.71
**

1 　

13 .41
**

.42
**

.44
**

.15
**

.07
*

.09
**

.12
**

.16
**

.72
**

.88
**

.84
**

.8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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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 및 문해 능력, 2. 수리적 사고, 3. 기초학습능력 전체, 4. 인지적 능력, 5. 신체적 능력, 6. 또래 수용, 7. 어머니의 수용, 8. 자아존중감 전체, 9. 협력성, 10. 주

장성, 11. 자기통제, 12. 책임성, 13. 사회적 유능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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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

과 측정모델

1) 측정모델 요인부하량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들이 각각의 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측정모델은 [그림 2]

와 같으며 변인간의 상관과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그림 2] 측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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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잠재변수)인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

감, 사회적 유능감은 하위요인(측정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을 모두

.42 이상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 .50 이상일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이순

묵, 2003).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는 .22-.50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모델에 있어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하위요인들이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

으며, 변인들 간에도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측정모델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 C.R. P

기초학습능력 →

언어 및 문해 능력 .87 .85 .04 22.36 ***

수리적 사고 1.00 .86

자아존중감 →

인지적 능력 .76 .52 .09 8.81 ***

신체적 능력 .81 .46 .10 8.55 ***

또래 수용 .94 .43 .11 8.41 ***

어머니의 수용 1.00 .42

사회적유능감 →

협력성 .87 .63 .03 25.94 ***

주장성 .97 .79 .03 35.25 ***

자기 통제 .98 .80 .03 35.94 ***

책임성 1.00 .89

***p<.001

2) 측정모델 적합도

측정모델을 통해 각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

문에 측정모델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AMOS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평가하는 적합도에

는 절대 적합도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가 있다. 절대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입

력 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x2, RMSEA, SRM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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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이 측정 변수가 모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최악의 모

형(null 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NNFI, CFI, NFI 등이 있

다. 문수백(2009)은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에서 적합도 분석결과는 최소 x2, RMSEA,

SRMR, NNFI, CFI을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절대 적합도지수 중 x2는 대표

적인 절대 적합도지수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x2값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학식, 임지훈, 2017). 따라서 표본이 큰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RMSEA, SRMR, NNFI, CFI 지표로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일반적으

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6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로 보고,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1.0이하이면 수용할 만

하고 .05이하이면 바람직한 적합도로 본다. 증분 적합도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는 .90이상이면 적합

한 모델로 수용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적

합도는 RMSEA(.062), SRMR(.042), NNFI(.947), CFI(.962)로 모두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측정모델의 적합도

x2 RMSEA SRMR NNFI CFI

측정모델
210.931 .062

.042 .947 .962
(df=32, p=.000) (.054, .070)

4.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

과는 어떠한가?

1) 연구모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여 측정모델이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모델인 매개효과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부분매개 모델과 완

전 매개 모델에 대한 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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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분매개 모델

[그림 4] 완전매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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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매개 모델와 완전매개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을 살펴보면 부분매개 모델의 적합도는 RMSEA(.062), SRMR(.042), NNFI(.947),

CFI(.962)로 모두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매개 모델

의 적합도 역시 RMSEA(.066), SRMR(.053), NNFI(.940), CFI(.956)으로 모두 적합

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분매개 모델과 완전매개

모델 모두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분매개 모델이 완전매

개 모델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델을 연구모

델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모델은 [그림 5]와 같다. 본 연구모델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기준으로 오차항들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높였다(송

지준, 2015).

<표 11> 부분매개 모델과 완전매개 모델의 적합도

x² RMSEA SRMR NNFI CFI

부분매개

모델

210.931 .062

.042 .947 .962
(df=32, p=.000) (.054, .070)

완전매개

모델

243.146 .066

.053 .940 .956
(df=33, p=.000) (.058,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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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모델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 대한 적합도는 <표 12>와 같다. <표 12>를 살펴보면

RMSEA(.049), SRMR(.032), NNFI(.966), CFI(.978)로 모두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연구모델의 적합도

x² RMSEA SRMR NNFI CFI

연구모델

136.421 .049

.032 .972 .978

(df=30, p=.000) (.041, .058)

연구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델의 모수치

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나타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기초학습능력(β=.30,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

내었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감(β=.22,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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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P

자아존중감 → 기초학습능력 .97 .30 .15 6.56 ***

자아존중감 → 사회적 유능감 .30 .22 .06 5.18 ***

사회적 유능감 → 기초학습능력 .03 .44 .07 14.24 ***

었다. 사회적 유능감 역시 기초학습능력(β=.44,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

타내었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 중 사회적 유능

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p<.001

2) Bootstrapping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모델의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아존중감이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효과는 .40(p<.01)이다. 자아존중감

이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30(p<.01)이고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유

능감을 통해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10(p<.01)이다. 둘째, 자아존

중감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22(p<.01)이다. 셋째, 사회적 유능

감이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44(p<.01)이다.

즉,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모두 기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이 기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감

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미

치는 직접효과보다 영향력이 낮아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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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Bootstrapping 간접효과 검증

관계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아존중감 → 기초학습능력 .40 .30
**

.10
**

자아존중감 → 사회적 유능감 .22 .22
**

-

사회적 유능감 → 기초학습능력 .44 .44
*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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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7차년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만 6세 아동

1,468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

과, 먼저 기초학습능력의 전체 평균은 보통 수준보다 높았으며 하위요인 중 언어 및

문해 능력의 평균이 수리적 사고의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기초학습능력과 하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 수리적 사고 모두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

가 남아에 비해 높은 기초학습능력을 보인다는 연구(곽효경, 2009; 김영희, 박지현,

2011)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주의집중이나 지속성, 학습태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학습기술이나 능력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나타난

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김경숙, 2015; 이연정, 2000; 이정민, 2013).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보통 수준보다 높았으며 하위요인 중 인지적

능력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자아존중감은 성

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 중 또래 수용에서는 여아가 남아보

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이는 등 일관적이지 않다(심성경, 1996; 최현미, 2011). 본 연구에

서 자아존중감 전체가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는 최현미(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또래 수용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 수용을 잘 한다는 주장

(형근혜, 2011; Leaper, Tenenbaum와 Shoffer, 1999)을 지지한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타인을 잘 설득하고 재치 있으며 공손한 제안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Leaper,

Tenenbaum & Shoffer, 1999) 감정이입을 잘하며 타인의 반응이나 상황적 요인에 민

감하다(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1994; 단현국, 1993; Maccoby, 1990). 또한 사려심이

깊고(강기숙, 김혜숙, 2005; Goodman etal, 1993),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빨리 발달하

여 관계 지향적인 동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정옥분, 2002). 반면 남아는 요구적 이

거나 통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고(Leaper, Tenenbaum

& Shoffer, 1999), 활동적이고, 자기주장과 목적을 위해 남을 통제하려는 지배성이 강

하며, 공격성이 높고(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1994; 단현국, 1993; Maccoby, 1990),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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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하는 경향이 있다(Hoffman, 1987). 이러한 경향으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또

래 수용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형근혜, 2011).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능감의 전체 평균은 중간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자기

통제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사회적 유능감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협력성, 자기 통제, 책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모두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감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강수령, 2001;

도현심, 1994; 이병림, 1987; 이영석, 이은주, 2007; Cohn, 1991; Ford, 1982; Hyde,

1984; Lafreniere et al., 2002; Miller et al., 1986)와 일치하는 것이다. 아동의 성에 따

라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사회적 행동의 성차를 알아본 연구에서 살

펴보면, 남아와 여아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회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경쟁적이고 주장

적으로 사회화되고, 공격적 행동이 여아에 비해 더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아

는 남아에 비해 표현적이고 순응적으로 사회화 된다. 또한 여아는 남아에 비해 공격

적인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제지를 받게 된다. 이렇듯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와 사회

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인 상항에서 더 적절하

게 행동하고 부모나 교사, 또래에게 사회적으로 더 적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Hill & Lynch, 1983; Lafreniere et al., 2002; Lytton & Romney, 1990;,

Shaffer, 2000; Simpson & Stevenson-Hinde, 1985).

둘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어머니의 수용이 높았다. 또한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수리적 사고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 수

용, 어머니의 수용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정

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공태수, 1998; 김덕임, 김영실, 2011; 김미란, 2005;

송승민, 이유현, 2012; 최선자, 1990; Hater, 1971)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학습태도가 적극적이고 학습의욕도 강해 학업성취

에서 우수함을 보이는 반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학습태도가 소극

적이고 학습의욕도 약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송승민, 이유현, 2012).

다음으로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

별로는 기초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언어 및 문해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았다. 또한 기초학습능력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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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인 수리적 사고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학습능력이 아동의 사회적인 유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타인과 잘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사회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는 적응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능력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곽아정, 2006; 송수희, 2012; 이옥경, 이진희, 2015;

McClelland, 2002; McClelland & Hansen, 2001; Webster-Stratton & Reid, 2004). 또

한 사회적 유능감을 갖출수록 타인과 절절하게 상호작용하고 지시에 잘 따르며, 다른

사람을 돕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욱 유능한 존재로 성장하고(김현미, 도현심,

2004) 동시에 학업과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김덕임, 김영실, 2011) 설

명할 수 있다. 이는 곽아정(2005)의 사회적 유능감은 학습과정에서 기초를 이루는 역

할을 하며 학습태도와 학습과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주장과 송미원(1999)의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 자신의 역량이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능동적

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여 학교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

별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

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주장성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

인인 또래 수용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이 높았다. 자

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어머니의 수용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 높았다. 이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

회적 유능감도 높아진다는 연구(김보영, 2016; 김성현, 2015; 박민지, 김민진 2016; 임

현주, 2017; 정미라, 박희숙, 2010)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

적으로 생각할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승규, 2005; 김기현, 1998; 신경수, 2000; 이선미,

2017; 정지혜, 2011). 박민지와 김민진(2016)은 자아존중감은 또래와의 우호적인 관계

를 형성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타인과의 관계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

도를 기르는 것은 사회성 발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선미, 2017). 이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 유능감, 기초학습능력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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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기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

중감이 기초학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낮아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연구(김보영, 2016; 윤수정, 이예진, 2018; 임현주, 2017;

정미라, 박희숙, 2010)결과들과 일치하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기초학습능력에 영

향을 준다는 연구(곽아정, 2006; 김성현, 2015; 송수희, 2012; 이옥경, 이진희, 2015;

McClelland, 2002; McClelland & Hansen, 2001; Webster-Stratton & Reid, 2004)결과

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

능력과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

과는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의 향상은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도

연관성을 가지며, 아동교육기관에서의 높은 적응능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김보영, 2016; 정미라, 박희숙, 2010).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제한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하며, 후속 연구를 위

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기

초한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연구이다.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만 3세경부터 아동관련

기관에서 생활하며 주위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때문에 연

구대상의 연령을 확장하여 이에 따른 연속적인 사회성 발달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학령기로 접어든 아동까지의 심층적이고 종단적인 연구진행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살펴보았는

데, 세 변인 모두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에 해당한다. 아동은 부모나, 교사, 또래와 같

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개인내적 변인뿐만 아니

라 사회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아동패널의 자료적 한계점으로,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측정에 부모를 대상

으로 하는 질문지 평정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는 부모의 보고에만 의존했다

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을 측정하여 신뢰성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기초학습능력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정에서 뿐 아니라 아동교육기관에서도 교사를 중심으로 아동이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아동의 특성에 따른 좀 더 세심한 교



- 42 -

육차원의 지도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을 통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좀 더 면밀한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비해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기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아동기 자녀를 둔 양육자와 아동교육현장에서의 교사, 그리고 국가차원

에서의 환경적인 지원까지 포함하여 기초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아동을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화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써 아동의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활용하여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언어나 수학 학

습을 통해 가르치기 보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관계에서 사회

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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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on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Basic Learning Ability in Children

Jo, In Joo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basic learning

ability,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mpet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and basic

learning ability. These findings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basic learning ability.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researched.

1. What is preschooler's general tendency in basic learning ability,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1-1 What is preschooler's general tendency of basic learning ability?

1-2 What is preschooler's general tendency of self-esteem?

1-3 What is preschooler's general tendency of social competence?

2.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basic learning ability,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3.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mpetence on relation between child

self-esteem and basic learning ability?

A total of 1,468 children's data, excluding non-response data, aimed to children

aged 6 years, collected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on Child Care Policy

(2014), were utilized and analyzed. The basic learning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were answered by their parents. The self-este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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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ildren was measured by using picture tests.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 Phase II Data Collection

Instruments: 54 months-First Grade' was utilized for 'The basic academic abilities

of young children. The tools of Harter and Pike (1984), revised and refined by

researchers at the Korean Children's Panel, was utilized for 'The baby's

self-esteem. the local validity of Gresham and Elliott (1990)'s tools, revised and

refined by researchers at the Korean Children's Panel, was referenced and utilized

for he child's social Compete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and

AMOS programs. the analysis techniques; technical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Pearson's titration correlation were used. it was

also checked that the suitability of the study model by using AMOS programs and

conducted Bootstrapping to see indirect effects of the child's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basic learning ability and the soci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e followings.

First. the result of the study, what is a general tendency in basic learning

ability,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showed the means of three variables

was higher than the median level. Among subfactors of basic learning ability, the

mean value of language ability and problem solving skill was higher than the

value of mathematical thinking and girl's basic learning ability is higher than

boy's. Among subfactors of self esteem, the value of cognitive ability was the

highest and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s in self esteem but girl's peer

acceptance is higher than boy's. Among subfactors of social competence, the value

of self control was the highest and girl's social competence was higher than

boy's.

Second,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basic learning

ability, self esteem and social competence,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basic learning ability and self esteem. Children's self esteem was in

positive correlation to social competence.

Third,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both directly affected basic learning

abil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indirectly influenced basic

learning ability via social competence. It showed social competen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self esteem and basic learning ability that

self-esteem relatively less influenced basic learning ability than direct effect.

To sum it all up,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as more effect on basic learning

ability than does children's self esteem. children's self esteem could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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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learning ability via social competence.

These results proves that enhancing children's self esteem and social

competance is in relation with improving children's cognitive ability and

adaptability in school. To enhance basic learning ability, it is important not only to

develop children's ability by education but to enhance children's self esteem and

guide them toward having social competence in various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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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답 범 주

�

아직 하지

않음

‚

하기 시작함

ƒ

어느 정도 해냄

„

잘하는 편임

…

능숙함

€

해당 없음

아직 하지

않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관적이지

않음

다소

규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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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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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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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

아직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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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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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해냄

„

잘하

는

편임

…

능숙

함

€

해당

없음

1) 몇 가지 행동의 연결된 지시를 따를 수 있다.

예)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고 크레

파스는 노란색 통 에 정리하고, 그린 그림은 아빠에게 보여

주자

2) 다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

예) ‘○○가 우산을 가져왔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텐

데’, ‘우리 1학년 올라가자마자 현장학습 갈 수 있겠지?’와

같은 말을 한다.

3) 누군가 읽어준 글이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예)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말 하거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끝났는지 설명 하거나, 이야기의 일부를 자신의 상황과 연

결 지을 수 있다.

4)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쉽고 빠르게 말할 수 있다.

5) 음조가 비슷한 단어(운율 맞추기)를 만들 수 있다.

예) ‘리’자로 끝나는 말(개나리, 오리, 유리, 항아리)을 말

할 수 있다.

6) 읽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친숙한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교실에서의 책읽기 활동을

부 록

1.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도) 질문지

1) 기초학습능력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 자녀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 자녀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본 질문지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의 행동발달에 대한 질문으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아이를 돌봐주시는 주 양육자 포함)이 응답하는 질문지입니다. 단, 주 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

계인 분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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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선택하거나,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

7) 줄거리의 단서나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8) 간단한 책을 스스로 읽는다.

예) 언어의 패턴이 반복되는 책을 읽는다.

9) 초기 쓰기 행동을 나타낸다.

예) 단어를 적기 위해 서두의 자음을 사용하거나(과자→

ㄱ),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철자를 그대로 적거나(미음→

ㅁ), 말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발 음 나는 대로 적는다

(닭→닥, 갔다→가따).

10) '대한민국', '좋아 한다', '웃는다'와 같은 비교적 복잡

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11) 쓰기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단어 간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12) 쓰기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쓰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활

동 및 놀이를 위해 기호를 표시하거나 메모를 한다.

13)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예)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세거나, 숫자, 글자, 단어를

타이핑한다.

14) 동작, 사물, 단어의 패턴을 만들거나 모방하거나 확장

할 수 있다.

예) 구슬, 블록, 몸동작의 패턴을 만들거나(예: ○○☆○○

☆) ‘40, 50, 60, 70...’과 같이 배수의 패턴을 확장한다.

15) 다양한 규칙이나 특징에 근거하여 수학적 자료를 나열

하고, 분류하고, 비교한다.

예) 열쇠를 분류할 때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숫자가

있는 열쇠’와 ‘숫자가 없는 열쇠’로 분류하거나, ‘커다란 플

라스틱 모양’과 ‘작은 나무 모양’과 같이 다양한 특징에 따

라 모양을 분류한다.

16) 어떠한 대상에 순서를 부여한다.

예) 길이에 따라 막대를 순서 짓거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물감을 배열하거나, 부드러운 소리부터 강한 소리까

지의 악기를 배열한다.

17) 사물을 셀 때 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일

대일 대응의 개념 을 활용한다(물건의 수를 하나씩 센다).

예) 10개 이상의 나무 블록을 셀 때 각각의 블록을 한 번

씩만 집어가며 수를 센다(어떠한 블록도 두 번 세지 않는

다).

18) 수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10개의 작은 돌멩이와 10개의 큰 블록의 갯수가 같음

을 안다.

19) 쓰여 있는 숫자와 실제 사물을 연결한다.

예) 8개의 정육면체와 숫자 8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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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태(모양)의 속성을 인식한다.

예)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변의 수, 정사각형 모서리 수

를 안다.

21) 실제 물건(막대기, 구슬 등)을 사용하여 수가 포함된

문제를 푼다.

예) ‘순이는 6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고 철수는 3개를 가지

고 있어. 둘이 합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니?’, 또는 ‘철수가

순이와 같은 양의 연필을 가지려면 내가 철수에게 몇 개를

주어야 하니?’와 같은 문제를 푼다.

22) 수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한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수리 영역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

나, 작업 및 놀이를 할 때 숫자 세기, 셈하기, 패턴책 보기

등을 자주 한다.

23) 동전이나 지폐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다.

예) 100원 동전, 500원 동전, 그리고 1000원 지폐를 안다.

24) 그래프 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학교 가는 방법’이라는 그래프에서 ‘버스 이용’은 노

란색, ‘자가용 이 용’은 하얀색, ‘도보’는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25) 시간을 이해하는 것 같다.

예) 달력에서 어제, 오늘, 내일의 개념을 표시하거나, 계절

의 순서를 말하거나, 개구리의 변화(일생)를 그림으로 그린

다.

26)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다.

예) 두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하거나,

요리 활동 시간 에 티스푼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 줄자를 사용한다.

27) 일상생활속의 수학 문제를 푼다.

예) 4개의 식탁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24개의 컵케이크

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28)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예) 조작 가능한 사물을 활용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내거나, 문제 상황을 직접 해본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조사절차(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과 조사를 진행)

� 검사 시작 알림

“지금부터 선생님이 몇 개의 그림을 보여줄거야. 그림을 잘 보고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면

돼.”

‚ 아동 성별에 따라 남아용 그림, 여아용 그림으로 나뉘어 제시됨.

ƒ 아동이 응답을 변경하였을 때는 되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

„ 각 문항은 2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Q#] 문항 응답 후 다음 화면에서 [Q#-1 or 2] 문항

이 구현됨.

… [Q#] 문항은 ①번 그림 → ②번 그림의 순으로 진행

† 그림을 가리키며 [이 아이~]라고 지칭하며 그림을 아이가 보도록 하며 설명하는 질문의 문항을 읽어

주고, 마무리로 “자, 00는 누구와 가장 비슷하니?”로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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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는 누구와 가장 비슷하니?”

문

항
질문 � ‚

0-1) (큰 원을 가리키며) 00는 항상 슬프니? 아

니면 (작은 원을 가리키며) 00는 슬픈 편이니?

0-1) (큰 원을 가리키며) 00는 항상 슬프니? 아

니면 (작은 원을 가리키며) 00는 슬픈 편이니?

(만일 아이가 두 원의 중간을 가리키면)

그래, 두 가지 모두 느낄 수 있지만, 이 중에 00가 가장 많은 시간 느끼는 걸로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니?

[연습문항](우는 표정 그림)과 (웃는 표정 그림)

0) 여기서 (� 가리키며)이 아이는 슬퍼하고, (‚ 가리키며)이 아이는 행복해 해. 자, OO(이)는 누구와

가장 비슷하니?

�                                        ‚

▶ Go 0-1) ▶ Go 0-2)

‡ [Q#-1)] or [Q#-2)] 문항은 ‘큰 원’ → ‘작은 원’의 순으로 진행

ˆ 원을 가리키며 [00이는~]으로 아이를 지칭하며 질문하기

‰ 만일 아이가 두 원의 중간을 가리키면, 다음과 같이 추가 질문. “그래, 두 가지 모두 느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00가 가장 많은 시간 느끼는 걸로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니?”

Š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아버지’ 또는 ‘할머니’ 등의 주 양육자로 대체하여 질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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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① 이 아이는 슬퍼하고,

② 이 아이는 행복해 해.

(大) 항상 슬프니

(小) 슬픈 편이니?

(大) 항상 행복하니?

(小) 행복한 편이니?

1
① 이 아이는 퍼즐을 잘 못 맞추고,

② 이 아이는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어.

(大) 많이 맞추지 못하니?

(小) 조금 맞추지 못하니?

(大) 아주 잘 맞추니?

(小) 잘 맞추는 편이니?

2
① 이 아이는 친구가 많지 않고,

② 이 아이는 친구가 많아.

(大) 친구가 거의 없니?

(小) 조금 있니?

(大) 친구가 아주 많니?

(小) 꽤 많은 편이니?

3

① 이 아이는 그네를 혼자서도 잘 타

고,

② 이 아이는 그네를 혼자서 잘 못타.

(大) 그네를 아주 잘 타니?

(小) 잘 타는 편이니?

(大) 그네를 많이 못 타니?

(小) 조금 못 타니?

4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보고 많

이 웃으시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보고 많

이 웃지 않으셔.

(大) 엄마는 너를 보고 아

주 많이 웃으시니?

(小) 자주 웃으시는 편이

니?

(大) 엄마는 너를 보고 거

의 웃지 않으시니?

(小) 가끔 웃지 않으시니?

5

① 이 아이는 칭찬 스티커(도장)를 많

이 받지 않고,

② 이 아이는 칭찬 스티커(도장)를 많

이 받는 편이야.

(大) 칭찬스티커(도장)를

받은 적이 없니?

(小) 가끔씩 받니?

(大) 칭찬스티커(도장)를

항상 받니?

(小) 자주 받는 편이니?

6

① 이 아이는 친구 집에 가서 자주 놀

다오고,

② 이 아이는 친구 집에 가서 거의 놀

다 오지 않아.

(大) 친구 집에 가서 아주

많이 놀다 오니?

(小) 가끔 놀다 오니?

(大) 친구 집에 가서 놀다

온 적이 한 번도 없니?

(小) 거의 놀다온 적이 없

니?

7

① 이 아이는 나무나 놀이기구에 잘

올라가지 못하고,

② 이 아이는 나무나 놀이기구에 잘

올라가.

(大) 나무나 놀이기구에 많

이 못 올라가니?

(小) 조금 못 올라가니?

(大) 나무나 놀이기구에 아

주 잘 올라가니?

(小) 잘 올라가는 편이니?

8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곳에 많이 데리고 가지 않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많이 데려가 주

셔.

(大) 엄마는 너를 좋은 곳

에 데려가지 않니? (小) 조

금 데려가니?

(大) 엄마는 너를 좋은 곳

에 아주 많이 데려가니?

(小) 자주 데려가는 편이

니?

9

① 이 아이는 꽤 많은 색깔의 이름을

알고,

② 이 아이는 색깔의 이름을 많이 몰

라.

(大) 색깔 이름을 아주 많

이 아니?

(小) 많이 아는 편이니?

(大) 색깔 이름을 거의 모

르니?

(小) 조금 모르니?

10

① 이 아이는 같이 놀 친구들이 많지

않고, ② 이 아이는 같이 놀 친구들이

많아.

(大) 같이 놀 친구들이 거

의 없니?

(小) 조금 있니?

(大) 같이 놀 친구들이 아

주 많니?

(小) 많은 편이니?

11

① 이 아이는 신발 끈을 잘 묶을 수

있고, ② 이 아이는 신발 끈 묶는 걸

잘 못해.

(大) 아주 잘 묶니?

(小) 잘 묶는 편이니?

(大) 전혀 묶지 못하니?

(小) 잘 묶지 못하니?

12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해 주시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 주셔.

(大) 00이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거의 안 해주시니?

(小) 가끔 해주시니?

(大) 00이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해주시니?

(小) 자주 해주시는 편이

니?

13 ① 이 아이는 숫자를 아주 잘 세고, (大) 숫자를 아주 잘 세니? (大) 숫자를 아주 못 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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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아이는 숫자를 잘 못 세. (小) 잘 세는 편이니? (小) 조금 못 세니?

14

① 이 아이는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친구가 많고,

② 이 아이는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친구가 많이 없어.

(大) 놀이터에서 같이 놀

친구가 아주 많니?

(小) 많이 있는 편이니?

(大) 놀이터에서 같이 놀

친구가 거의 없니?

(小) 조금 있니?

15

① 이 아이는 깡충깡충 뛰기를 아주

잘 못하고,

② 이 아이는 깡충깡충 뛰기를 아주

잘해.

(大) 깡충깡충 뛰기를 아주

못하니?

(小) 조금 못하니?

(大) 깡충깡충 뛰기를 아주

잘하니?

(小) 잘하는 편이니?

16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책을 많이 읽어

주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책을 조금

읽어주셔.

(大) 00의 엄마는 아주 많

이 읽어주시니?

(小) 자주 읽어주시는 편이

니?

大) 00의 엄마는 읽어준

적 이 없니?

(小) 가끔씩 읽어주시니?

17

① 이 아이는 글자 가나다…를 잘 말

할 수 있고,

② 이 아이는 글자 가나다…를 잘 말

할 수 없어.

(大) 가나다…를 아주 잘하

니?

(小) 잘 하는 편이니?

(大) 가나다…를 많이 못하

니?

(小) 조금 못하니?

18

① 이 아이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아서 때때로 혼자 있어.

② 이 아이는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같이 놀자고 해.

(大) 거의 같이 놀자고 안

하니?

(小) 가끔은 같이 놀자고

하니?

(大) 항상 같이 놀자고 하

니?

(小) 자주 같이 놀자고 하

는 편이니?

19

① 이 아이는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

고, ② 이 아이는 아주 빠르게 달리지

못 해.

(大) 정말 빨리 달릴 수 있

니?

(小) 빠르게 달리는 편이

니?

(大) 달리기를 아주 빠르게

못하니?

(小) 조금은 빠르게 하니?

20

①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

이와 조금 놀아주시고,

②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엄마는 많이

놀아주셔.

(大) 00의 엄마는 거의 놀

아준 적이 없니?

(小) 가끔 놀아주시니?

(大) 00의 엄마는 아주 많

이 놀아주시니?

(小) 많이 놀아주시는 편이

니?

21

①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기억하는 것이 힘들고,

②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알아.

(大) 00의 이름을 전혀 모

르니?

(小) 잘 알지 못하니?

(大) 00의 이름을 아주 잘

아니?

(小) 꽤 아는 편이니?

22

① 이 아이는 보통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② 이 아이는 보통 친구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

(大) 친구 집에서 밥을 자

주 먹니?

(小) 자주 먹는 편이니?

(大) 친구 집에서 밥을 전

혀 먹지 않니?

(小) 가끔 밥을 먹은 적이

있니?

23

① 이 아이는 한 발로 뛰는 것이 힘들

고, ② 이 아이는 한 발로 뛰기를 아주

잘해.

(大) 한 발로 뛰기를 전혀

못하니?

(小) 잘 못하니?

(大) 한 발로 뛰기를 아주

잘 하니?

(小) 잘 하는 편이니?

24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와 이야

기를 많이 나누시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셔.

(大) 00의 엄마는 00와 이

야기를 아주 많이 하니?

(小) 많이 하시는 편이니?

(大) 00의 엄마는 00와 이

야기를 거의 하지 않니?

(小) 가끔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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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ƒ

매우 자주

그렇다

1) 부모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는다.

3)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집안일을

한다.

4) 친구나 형제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5) 다른 사람으로 받은 부당한 요구를 공손히 거절

한다.

6)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7) 집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8) 가족 구성원의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허락을 얻

는다.

9)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때리거나 밀칠 때 적절하

게 대응한다.

10) 자발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일을 돕는다.

11)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

12)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은 피한다.

13)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14)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방을 청소한다.

15) 제시간에 집안의 일을 마무리한다.

16) 부모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한

다.

17) 다른 아이와 다툴 때, 감정을 잘 처리한다.

18) 문제가 생겼을 때 느낌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나

타낸다.

19)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지킨다.

20) 부모의 지시에 귀를 기울인다.

21) 다양한 사물에 흥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22) 전화를 적절하게 받는다.

23) 친구를 쉽게 사귄다.

24) 장난감이나 집안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25) 게임이나 다른 활동에서 순서를 지킨다.

26) 가족구성원의 특별한 날을 축하한다.

27) 집단 모임에서 자신감을 보인다.

28) 집단 활동에 참여를 한다.

29) 부모와 차분하게 의견 차이를 타협한다.

30) 타인에게 인기가 있다.

31) 가게점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요청한다.

32) 집에서 알맞은 음성높이로 말한다.

3) 사회적 유능감

다음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

해주십시오.

본 질문지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의 행동발달에 대한 질문으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아이를 돌봐주시는 주 양육자 포함)이 응답하는 질문지입니다. 단, 주 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

계인 분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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