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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Teacher Interaction on the
Child School Readiness: Mediation Effect
Comparison of Children’s Teacher and Institute
Preference i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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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 매개효과 비교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on child school readiness which was mediated by child preference for teacher and institute.
Further,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s between children from low-SES households and children
from higher SES household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tested two group
comparison of the SE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affected child school readiness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hildren’s teacher and institute preference. In addition,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on low SES children’s preference than comparative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mply that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could be a prevention effect for
low SES child adjustment.

Keywords : Teacher’s Interaction, School Readiness, low-SES Children, Multi Group Analysi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서론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에게 양질의 취학 전 커리

근래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요 배경 중 하나는 빈곤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여러 가지 이

and Development [OECD]) 국가에서는 유아기 경험 박탈을 조

유로 유아가 충분한 취학 전 교육경험을 받기 어려울 경우 초

기에 중재하기 위해 유아가 기관에서 양질의 커리큘럼을 경험

래될 수 있는 학교입학 시 출발선 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OECD, 2017)이 지속되어 왔

것(Lee, Choi, Jung, Oh, & Lee, 2014)이다. Vandell (2004)은 양

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이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질의 조기 중재경험이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인을 경험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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큘럼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 제도 도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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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준비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

용이 이들의 학교준비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 분

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교준비도는 초기 학습에서

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명

요구되는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의 획득정도

확한 교수나 지시보다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더 큰 영향을 미

를 의미하며, 인지 발달이나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좋은

한 태도나 정서 및 사회능력의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다.

교사들은 유아에게 자주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고, 능동적으

학교준비도는 유아의 정서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토대

로 유아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유아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

위에 형성된 것으로(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진

였으며,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응답하여 유아가 학습할 기

학 후 1학년에서의 읽기 및 산수 성적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변

회를 많이 조성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

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Schaefer & McDermott, 1999).

와 대화를 많이 하며, 유아의 언어 표현을 이끌어내고, 유아의

일반적으로 학교준비도가 낮은 상태에서 정규 학교 체계에 진

생각이나 아이디어, 사고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입하는 아동은 책임감 있게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H. Kim(2015)는 취약한 환경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

공격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동에 가담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나 바람직한 역

학교에서 중퇴하거나, 십대에 미혼 부모가 되거나, 성인이 되

할모델을 유아기관이나 학교에서 경험할 경우 이들의 적응

어서도 복지나 공적 지원 체계에 의존해서 생활하기 쉬워진다

이나 성취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실제 H.

고 보기 때문에(Shonkoff & Phillips, 2000), 각국에서는 가능한

Kim(2015)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학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

조기 중재를 통해 모든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식할 경우 학교적응 유연성이 높아졌는데, 이 효과는 빈곤 청

왔다.

소년의 경우 비빈곤 청소년보다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

취학 전 교 · 보육과정에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효과적인

타났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에도 교사

양질의 커리큘럼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들의 적응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 있어왔다. Burchinal 등(2008)에 따르면, 양질의 유아기 커

Burnett (2001)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사가

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발달 기대, 통합적인 교

지속적으로 칭찬을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였을 경우 학생

수,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 그리고 민감하고 반응적인 교사 상

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많아지고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호작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나타났다.

오랫동안 유아기 커리큘럼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취학 전 유아의 경우에도 교사

적 요소로 알려져 왔다(Dickinson, Darrow, & Tinubu, 2008). 교

로부터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경우 교사 및 기관에 대한 선

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아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

호나 애착이 높아질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교사와 아동 간

악하고 유아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거나, 긍정적인 감

관계에 관한 연구경향을 검토한 Sabol과 Pianta (2012)의 고찰에

정을 표현하며 유아에게 정서적 지원과 격려를 한다. 교사의

의하면, 교사와 아동 간 관계의 질이 저소득층 아동의 위험요인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지원은 유아의 발달과 학교준

을 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rray와 Greenberg (2000)

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왔다. 우리나라의

는 주변 환경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인식을 교사와의 관계 및

연구에서도 Kwon과 Lee의 연구(2017)에서 교사의 상호작용은

학교에 대한 유대감으로 측정하고, 이들 변인이 아동의 심리사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적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취학 전

또한 H. J. Kim과 Kim의 연구(2017)에서 교사 유아 간 긍정적

유아가 교사나 학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

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조망수용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

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나 기관에 대한 유아의 선호가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상에 대한 유아의 선호는 유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양질의 유아기 프로그램에서

아 자신의 응답보다는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관찰이 어려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OECD 국가의 정책가들은

울 경우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나 교사의 보고

특히 빈곤층 유아의 조기 중재를 위한 유아기 프로그램에서

(Bishop, Spence, & Mcdonald, 2003)로 알아볼 수 있다. 유아나

교사의 상호작용을 중시해왔다. Burchinal, Vandergrift, Pianta

아동의 취향이나 개인 간 특성의 차이에 대한 교사의 측정은 비

와 Mashburn (2010)은 미국 11개주 671개 유아기관에 등록된

교적 신뢰로우며(Mervielde, Buyst, & Fruyt, 1995), 내적 일관성

1,129명의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

이 있다(Ladd, & Profilet, 1996)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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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취학 전 학교준비

인이 빈곤 유아나 저소득층 유아에게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밝

도를 높이는 영향 관계에서 유아가 인식하는 교사 및 기관에

혀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한국아동

대한 선호는 두 변인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예측된

패널조사의 경우,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를 조사하고 있으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기관의 교사가 나타

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교사

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를 높여 이

및 기관 선호를 높임으로써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

들의 취학 전 학교준비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

을 미치는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

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변인 간 영향 관계가 저소득층 유아와

를 토대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일반 유아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연구문제 1

Children [PSKC])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유아와 기타 유아

교사의 상호작용,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와 유아의 학교준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해

비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을 개정하여 이전까지 수급자의 선정이나 급여 지급기준

연구문제 2

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를 매개

저소득층 지원정책에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

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 본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 집단의 유
아를 일반 유아 집단과 비교하는 집단으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

누리과정 제도의 시행 목적 중 하나가 양질의 유아기 프로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 유아의

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 유아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

학교준비도 간 관계는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 집단 간에

해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아기 프로그램의 질적 요

차이가 있는가?

Table 1
Participants Backgrounds

Gender
Boys
Girls
Total
Fathers’ education
Lower than high schools
Greater than colleges
Total
Mothers’ Education
Lower than high schools
Greater than colleges
Total
Family types
With parents
With only mothers
With only gathers
Others
Total

Total
N (%)

Poor group
N (%)

General group
N (%)

832 ( 51.4)
788 ( 48.6)
1,620 (100.0)

67 ( 56.3)
52 ( 43.7)
119 (100.0)

765 ( 51.0)
736 ( 49.0)
1,501 (100.0)

437 ( 27.4)
1,159 ( 72.6)
1,620 (100.0)

53 ( 48.6)
56 ( 51.4)
119 (100.0)

384 ( 25.8)
1,103 ( 74.2)
1,501 (100.0)

473 ( 29.4)
1,136 ( 70.6)
1,620 (100.0)

59 ( 50.4)
58 ( 49.6)
119 (100.0)

414 ( 27.7)
1,078 ( 72.3)
1,501 (100.0)

1.539 ( 96.9)
45 ( 2.8)
1 ( 0.1)
4 ( 0.3)
1,620 (100.0)

105 ( 98.1)
2 ( 1.9)
0 ( 0.0)
0 ( 0.0)
119 (100.0)

1,434 ( 96.8)
43 ( 2.9)
1 ( 0.1)
4 ( 0.3)
1,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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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유아의 취학 전 학교준비도: 종속변인
2014년 조사된 유아의 취학 전 학교준비도는 Murphey와
Burns (2002)의 학교준비도(Ready Kindergartners [RK])를 한국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KICCE, 2015b). 학

Education [KICCE])의 한국아동패널 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

교준비도 척도는 사회정서 발달(예: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

다(KICCE, 2015).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기준을 전국

다.”), 학습에 대한 태도(예: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

의 0세 출생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7

다.”), 의사소통(예: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

차년도) 자료는 만 6세에 도달한 유아 1,620명을 대상으로 수

다.”),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예: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집한 것으로 유아들이 다니는 취학 전 유아기관의 교사에게

등의 네 가지 하위 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가

유아의 학교준비도 등을 조사한 특성이 있다.

다니는 기관의 교사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4점 Likert척

연구대상자를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로 구분하기 위

도(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4])로 구성되어 있어 점

하여 상대빈곤의 구분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중위소득을 기

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취학 전 학교준비도가 높다는 것을 의

준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년도인 2014년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

전체가구 중위소득 1,966,646원(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Service [KOSIS], 2015)을 기준으로 어림하여 월 소득 200만원
까지인 가계의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로, 나머지 가계의 유아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 매개변인

는 일반 유아로 구분하였다. 자료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4년 조사된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는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해외 패널 자료 조사내용의 경향을 토대로 구성한 것

연구도구

으로 “○○이는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귀 기관
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같은 학급에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 독립변인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귀하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
니까?”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KICCE, 2015b). 응답은 유아

2014년 조사된 교사의 상호작용은 Holloway와 Reichhart-

기관의 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

Erickson (1988)의 유아관찰도구(Early Childhood Observation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 [5])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

Instrument [ECOI])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한 것

사 및 기관 선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 및 기

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ECOI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정서

관 선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변인
을 처음 구축한 2011년 자료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을 간편

자료 분석

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자기 행동에 대한 교사 응답의 객관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KICCE, 2012)고 밝혀져 있다. 교사의 상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4.0 WIN 프로그램

호작용 문항은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

(IBM Co., Armonk, NY)과 AMOS 24.0 WIN 프로그램(IBM

용한다.”,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한다.”,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등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치로 살펴보고, 신뢰도를 산출하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교사가 응답하

다. 또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을 하였다.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매우 그렇다 [5])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유아와 긍정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

인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을 실시하였는데,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투입된 모든

본 연구에서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변수의 정보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면서 분석하는 최대

α)는 .92로 나타났다.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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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분석, TLI (양호 기준 > .90), NFI (양호 기준 > .90), GFI (양

았을 때, 왜도는 절대 값 3미만, 첨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모

호 기준 > .90), RMSEA (양호 기준 > .05)을 사용하여 판단하였

든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매개변인의 효과성 검증은 Sobel Test로 살펴보았다. 마지

주요 변인에 대하여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의 집단 간

막으로,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

차이를 t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일반 유

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

아가 평균 3.52점이고 빈곤층 유아는 평균 3.27점으로 집단 간

석은 집단 간 경로계수를 가지고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24, p < .001). 유

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아교사의 상호작용이나 유아의 교사선호에 있어서는 저소득
층 유아와 일반 유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다중

연구결과

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사의 상호작용, 유아의 교사 선호,
유아의 학업준비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가 Table 3에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제시되어 있다. 저소득층 유아나 일반 유아집단 모두 교사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교사 선호 간, 유아의 교사선호와 유아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Table 2에 제시된

학교준비도 간, 그리고 교사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바와 같다. 교사의 상호작용은 평균 4.26점이며, 표준편차는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50이다. 유아의 교사 선호는 평균 4.20점이며, 표준편차는 .56

상관의 정도는 저소득층 유아가 일반 유아에 비해 높았다. 하

이고,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평균 3.51점, 표준편차는 .40이었

지만, 세 변인 간 상관계수는 모두 .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에

다.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를 기준으로 살펴보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Poor groups
General groups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Poor groups
General groups
Children’s school readiness
Poor groups
General groups
**p < 0.01.

Min.
2.30

Max.
5.00

2.00

5.00

1.30

4.00

M
4.26
4.21
4.27
4.20
4.10
4.20
3.51
3.37
3.52

SD
(.50)
(.55)
(.50)
(.56)
(.63)
(.55)
(.40)
(.45)
(.41)

Skewness
Kurtosis
- .40
- .18
t = -.92
- .31

.04

t = -.174
-1.08
1.33
t = -3.24**

Table 3
Correlation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Children’s school readiness
**p < .01.

Poor groups
General groups
Poor groups
General groups
Poor groups
General groups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1.000
1.000
.415**
.348**
.328**
.266**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415**
.348**
1.000
1.000
.377**
.357**

Children’s
school readiness
.328**
.266**
.377**
.357**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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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검증

간 상관관계는 .042 ( p < .001)으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개의 잠재변수에 대한 요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

인부하량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게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1146.480, df = 104, p <

교사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001, TLI = .904, CFI = .916, RMSEA = .068로 나타나 사례 수
에 민감한 χ2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전

유아의 교사 선호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구조모형을 검
증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626.085, df

체 집단의 잠재변수들 간 공분산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교사

= 98, p < .001, TLI = .927, CFI = .947, RMSEA = .050으로 나타

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교사 선호 간에 상관관계는 .089 ( p <

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전체 집단의 구조

.001), 유아의 교사 선호와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 상관관계는

모형에서 나타난 경로계수를 Table 5에서 살펴보면, 교사의

.067 ( p < .001), 그리고 교사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높아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stimate

B
1.000***
.981***
1.020***
1.210***
1.175***
1.160***
1.098***
1.060***
1.121***
1.053***
1.000***
1.011***
1.000***
1.431***
1.429***
1.028***

β
.681
.676
.715
.784
.716
.772
.716
.679
.718
.693
.747
.741
.774
.832
.878
.750

Path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 Children’s school readiness

B
.089***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 Children’s school readiness

Latent var.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Measurement var.
Affection·Trust
Sensitive reactions
Nice attitudes
Encouragement of independent activities
Positive guidance
Stable environment
Free environment
Encouragement of prosocial behavior
Expectations for social behaviors
Support for problem solving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Teacher preference
Institute preference
Children’s school readiness
Social-emotional
Learning attitudes
Communications
Cognition-knowledge

SE

C.R.

.041
.045
.050
.052
.048
.049
.050
.050
.048

22.962
22.462
24.387
22.505
24.061
22.503
21.412
22.546
21.814

.070

14.449

.048
.045
.039

29.988
31.546
26.657

β
.125

SE
.025

C.R.
3.557

.455***

.437

.041

11.226

.270***

.398

.029

9.168

***p < 0.001.

Table 5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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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 ff ects Predicting School Readiness From Teachers’ Interaction and Children’s Pre f erences f or Teachers and Institute
Path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 Children’s school readiness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 Children’s school readiness

Total effects
.216
.465
.270

Direct effects
.090
.465
.270

Indirect effects
.125

Table 7
Results of Sobel Test
Path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 Children’s school readiness
***p < 0.001.

Table 8
Description of the Models Considered
모형
Unconstrained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χ2
750.255
778.611
817.073
822.437

df
196
209
225
231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유아

NFI
.927
.925
.921
.920

CFI
.945
.943
.941
.941

Indirect effects Sobel test (z)
.125
7.100***

TLI
.924
.926
.929
.931

RMSEA
.042
.041
.040
.040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의 다집단 분석

의 교사 선호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유아의 교사 선
호 정도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학교준비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확인한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의 경

로 나타났다.

로가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중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교

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집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

사 선호에 직접적인 영향(β = .4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하게 제약한 모델이다. 모형 2는 집단 간 요인부하량과 공분

며, 유아의 교사 선호는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

산을 동이랗게 제약한 모델이다. 모형 3은 요인부하량, 공분

(β = .39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의 상호작
용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β = .125)을 미치는

산, 오차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델이다. 모형의 비교는 기
저모형과의 적합도 차이를 통하여 살펴본다. χ2은 표본크기에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직, 간접의 영향 모두 유의

민감하므로 RMSEA나 TLI지수로 모형적합도를 보게 되는데,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이용하여 유아의 교사 선호가

Table 8과 같이 기저모형의 적합도가 높고 단계별 동일화 제약
을 추가해도 χ2을 제외하고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거의 나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z값

빠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모형에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

이 7.10으로 산출되어 유의한 Sobel test 값으로 인정되는 1.96

다. 즉, 교차타당도가 검증되어 교사의 상호작용에 따른 유아

보다 크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척도가 저소득층 유아 집단과 일반 유

Table 6의 결과와 함께 볼 때,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

아 집단에게서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교사 선호 변인이 부
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 유
아와 일반 유아 집단의 경로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표를 보면, 저소득층 유아 집단의 경우 교사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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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arameter Estimate for Each Group
Poor Groups
Path
B (β)
C.R.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 Children’s School Readiness
.081 (.127)
.98
Teachers’ Positive Interaction →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561 (.439)***
3.53
Children’s Preferences for Teacher & Institute → Children’s School Readiness .215 (.431)**
2.64
**p < 0.01. ***p < 0.001.

General Groups
B (β)
C.R.
.089 (.124)***
3.36
.451 (.432)***
10.45
.272 (.392)***
8.72

Table 10
Comparison of the Path Difference Between the Low-SES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χ2
778.611
778.766

Models
Unconstrained Model
Path Constrained Model

df
209
212

Children’s
Preferences!
.561(.439)***!

Teacher’s
Interaction!

TLI
.926
.928

RMSEA
.041
.041

Children’s
Preferences!
.215(.431)**!

.081(.127)!

CFI
.943
.944

School
Readiness!

.272(.392)***!

.451(.432)***!

Teacher’s
Interaction!

.089(.124)***!

School
Readiness!

Figure 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Low-SES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given.
**p < 0.01. ***p < 0.001.

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

교하여 적합도 수치에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결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교사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교사 선

과로 미루어 볼 때, 경로계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저소득층

호를 매개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

유아 집단과 일반 유아 집단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음

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 유아 집단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 집단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

에서 나타난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Figure 1과

라, 유아의 교사 선호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부분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두 집단에서, 교사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유아 집단(B = .432, p < .001)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유아와 일반 유아 집단의 두 구조모

보다는 저소득층 유아 집단(B = .439, p < .001)에서 더 강하게

형에서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가 양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작용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유아 집단의 경우, 교사의 긍정적

보이지는 않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 내 존재하는 경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교사 선호가 높아지고, 이를 매

로계수들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제약모형을 기저모

개로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높아지는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

형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Table 10에 제시하였다. 표에 나타난

다. 이와 비교하여, 일반 유아 집단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이

바와 같이, 각 경로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해도 기저모형과 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101 Teacher’s Interaction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교사 선호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부분매개 효과가

을 하며, 유아의 흥미와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

나타나 저소득층 유아 집단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 유아의 교사 애착을 증진시킨다는 Pianta, Nimetz와 Bennett
(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이는 교사와 아동 간 관계의
질이 아동의 학습능력을 예측해준다는 Sabol과 Pianta (2012)

논의 및 결론

의 교사-아동 간 애착 이론모형을 지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 유

초등학교 진학 후 새로운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

아의 학교준비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교사의 상호작용

력으로 이어진다는 Howes, Phillipsen와 Peisner-Feinberg (2000)

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유아의 교사

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교사가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기관 선호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들

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교사 및 기관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아

간의 관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측

진다고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장기적인 학교적응에

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후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각 경로에

있어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가 유의한 정서적 매개변인으

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구조모형의 경로에서 저소득층 유아

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와 일반 유아 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
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 때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유아의 능력이

셋째, 저소득층 유아 집단의 경우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
호가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유아의 학교준비도간 관계를

첫째,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집단 평균이 매우 높은 편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비교하여 일반 유아 집

이었고,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나 학교준비도 역시 평균값

단의 경우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가 두 변인 간 관계를 부

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학교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 집단의 경

비도의 경우 저소득층 유아 집단이 일반 유아에 비해 유의하

우 일반 유아에 비해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교사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누리과정의 효과 분

및 기관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석에서 다문화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한 부모 가족 등

결과는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 궤

취약계층 에 속한 유아의 평균 점수가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

적에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Lee 등(2014)의 분석 경향

는 Luthar, Cicchetti와 Becker (2000)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

과 유사한 것이다. 하지만, Lee 등(2014)의 연구에서 집단 간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취약집단의 표본 수

겪는 아동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유

가 매우 적었으므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아기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지지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일반 유아에 비해

이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Hamre & Pianta,

낮게 나타난 결과는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한 중재노력이

2005; Meehan, Hughes, & Cavell, 2003)과 일관된 것이기도 하

정책적으로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 하지만, 일반 유아 집단에서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

둘째,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교

아의 학교준비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비교해볼 때, 저소득층 유아 집단의 경우 학교준비도가 높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학교준비도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

(Burchinal et al, 2008; May et al, 199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

해 촉발된 유아의 교사 선호 및 기관 선호가 있어야 한다는 결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커리큘럼의 질적 요인 중 교사의

과는 저소득층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재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주장(Vandell, 2004)과도 일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기관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취

셋째,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가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

학 전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를 높임으로써 유아의 학교준

용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저소득층

다.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교사 및 기관 선호를

유아 집단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

높이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가 유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의 결과는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유아기 커리큘럼의 질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아와 풍부한 언어교환

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Vandell (2004)의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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