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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상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veryday executive 
fun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shyness and school readiness. 
Methods: Participants consisted of 236 five-year-old preschoolers. For data analyse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Bootstrapping method was applie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Results: First, preschool girls were reported to show higher school readiness than preschool boys. 
Moreover, the children with sibling(s) were reported to have higher school readiness than those with no 
sibling(s). Employment of mothers and weekly private education hour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readiness. Second, the everyday executive fun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chooler’s 
shyness and school readiness.  
Conclus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 for investigating gender and sibling difference in shyness and 
the mediating mechanism of explaining variance in the school readiness of preschoolers. The 
limitations and mor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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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간은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생태적 전이를 경험하고 적응해

간다. 그 중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그 이전의 영유아기 가정 

및 교육・보육기관의 경험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경

험이다. 즉, 유아는 초등학교 입학을 통해 학교라는 울타리 안

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며, 부모나 교사의 도움보다

는 스스로 학교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어진 과제나 활동을 수

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기

본적인 생활습관에서부터 표현능력, 인지 능력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발달 

역량은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학교준비도를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인

지적 차원의 준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등학

교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로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발달, 의사소통능력, 일반적 지식 등을 포괄하는 개

념으로 보고 있다(Murphey & Burns, 2002). 다시 말해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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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경험들 간의 상호작용에 결과로 간주하

여 학업수행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사회적 적응 영

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Shim & Woo,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준비도는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1학년에서의 읽기 및 수학 성적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

인 것으로 밝혀졌다(Schaefer & McDermott, 1999). 또한 일반적

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시 학교준비도 수

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위축이나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를 경

험할 가능성이 높고, 과제 수행이 어려워 지속적인 학업문제

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Y.-J. Park & Chung, 2008). 이렇듯 

학교준비도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준비도가 낮은 유

아들을 조기 중재를 하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Jordan, Kaplan, Nabors, & Locuniak, 2006). 또한 이러한 학교준

비도 수준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

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아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기질적 측면인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연구 모델이나 연구대상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지금까지도 매우 흥미로운 요인으로 남아 있다. 

Zhang, Eggum-Wilkens, Eisenberg와 Spinrad (2017)에 의하면 수

줍음이 만 6-7세 유아들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

었으나 수줍은 유아들은 또래에 의한 수용도가 낮았으며, 이를 

매개로 추후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만 3-5세 유아기는 또래와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는 시기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매사에 사

교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수줍음

(shyness)은 사교적인 행동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낯선 사람

이나 새로운 상황에서 편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특성을 말

한다. 때문에 수줍은 유아는 낯설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

하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 이러한 수줍음 성향

은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도 인지적 능력이나 학습에 대

한 태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과 사회・정서 

발달 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혀져 왔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Y. H. Kwon (2014)의 연구에서 유

아의 수줍음은 사회적 유능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수줍음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또래 협동, 정서 표

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Yi와 

Kwon (2008)의 연구에서는 기질적으로 수줍은 유아와 일반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줍은 유아가 

책을 읽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이 낮게 나타나 수줍음 성

향이 인지 및 문해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와 관련된 발달의 여

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

에 미국에서는 일찍이 수줍음의 조기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왔으며(Zimbardo, 1977), 우리나라에서도 수

줍음 극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

(Y.-N. Park & Doh, 200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줍은 유아는 사교성

이 낮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

험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줍음과 학교준비

도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기존의 연

구 결과들 또한 전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

고 있다. 이는 수줍은 유아일지라도 표현능력이나 인지능력

이 뛰어날 수 있으며, 유아의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와 직접적

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줍음과 학교준비도 간 관계

에서 수줍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임과 동시에 학교준비

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일상의 실행기능(everyday executive function)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고 부적

절한 행동을 억제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인지과정이다(Gioia, 

Isquith, Guy, & Kenworthy, 2000). 이러한 능력은 변화하는 환

경에서 요구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고와 행동

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Y. Kim & Kwak, 2014). 하

지만 수줍음 성향을 가진 유아가 낯설고 긴장된 상황에서 나

타내는 억제적 행동은 일상의 실행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영향

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줍음과 어휘능력, 일상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 

대해 검증한 Blankson, O’Brien, Leerkes, Marcovitch와 Calkins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수줍음은 시험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긴장상황에서 인지적 실행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

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 또한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도 수줍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아는 새로운 또래

나 성인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수줍음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는 실행기능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Arnold & 

Cheek, 1986; Ludwig & Lazarus, 1983), 수줍음이 유아의 일상

의 실행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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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상의 실행기능은 만 3-5세 유아기에 급격한 발달

을 이룬다(Nilsen, Huyder, McAuley, & Liebermann, 2017). 또한 

이 시기 유아들 간 일상에서 나타나는 실행기능의 개인적 차

이는 학교준비도와 학업능력・언어・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여

러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왔다(Best, Miller, & 

Naglieri, 2011; Valiente, Lemery-Chalfant, & Castro, 2007).

구체적으로 만 5세의 일상의 실행기능이 초등학교 입학 후 

수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Nilsen 등(2017)의 연

구에서는 일상의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 중 Y. Kim과 Kwak (2014)의 단기

종단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의 실행기능이 만 6세가 되었을 

때 읽기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4

세 때의 실행기능 하위영역 중 작업 기억이 만 6세 때 읽기유

창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만 4세 때의 억제능력과 인지

적 유연성이 만 6세 때 읽기 이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의 실행기능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결국 유아의 수줍음이 일상의 실행기능을 예측하는 변인이

며 동시에 유아의 수줍음과 일상의 실행기능은 학교준비도를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수줍음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낮추는 영향 관계에서 일상의 실행기

능은 두 변인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Blankson et al., 

2011)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가 나타내는 기질적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조절 능력인 일상의 실행기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편 앞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으로 살펴본 수줍음과 일상의 실행기능 외에도 학교준비도의 

개인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국내 연구에

서는 성별(Bhang & Chung, 2015), 연령(Cho, 2002), 자기조절

력(S. H. Lee & Hwang, 2014), 가정환경(Jun & Choi, 2015), 부

모양육태도(Y. Kim, Koo, & Kim, 2019), 유아교육기관과 교사

(W. Lee, 2017; Min, 2019; Song, 2019), 사교육 참여(Guk, 2016) 

등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형제유무, 어

머니의 취업여부,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해서는 학교준비도

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과 유사한 정서교류능력, 의사소통

능력(N. J. Park & Cho, 2001)이나 학습활동능력(Y.-J. Park & 

Chung, 2010) 또는 학교생활과 학업 적응(Oh & Moon, 2013) 

등 부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있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

하는 학교준비도 변인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앞서 언급한 기질적 측면인 수줍음과 

인지적 측면인 일상의 실행기능 외에 성별, 형제유무, 어머니

의 취업여부,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변인도 함께 포함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그 중 유아의 성별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다. Y.-

J. Park과 Chung (2010)의 연구에서 학령 전 아동의 성별에 따

른 차이검증 결과 하위요인인 단체생활태도, 정서교류능력, 

일상생활지식, 학습활동능력 전체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다수의 연구에서 학교준비도에 대한 성차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유의한 차

이가 없다고 보고된 연구들도 있어(Choi & Park, 2010; Yoon, 

Lee, & Lee, 2017)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유아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공적인 학교 전이를 위해서 성별에 따라 어떤 도움이 필요

할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형제관계는 인간관계의 원형을 연습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이다(Y. Y. Park & Jeon, 2009). N. J. Park과 

Cho (2001)는 형제유무에 따른 어휘력과 문장이해력, 표현 언

어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동아 보다는 형제아의 언어

능력이 높았으며, 특히 동생이 있는 형, 언니의 경우 표현 언

어 수준이 높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J. 

W. Kim과 Shon (2009)의 연구에서는 형제유무가 대근육 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형제유무가 여러 발달 영역을 포괄

하고 있는 학교준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최근에는 형제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형제유무

의 의미와 발달적 기여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머니의 취업여부

는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J. H. Jeong & Kang, 2019; S. Y. Jung, 2014). 국

내 선행연구 중 Oh와 Moon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업모

의 자녀는 취업모의 자녀보다 학교생활과 학업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 Chung (2019)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녀일지라도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학교 적응 수준에 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차이가 있

다면 어떠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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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아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학교준비도

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온 변인 중 하나이다. 많

은 선행연구에서 사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학교준비도 수준

에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Guk, 2016; J.-H. Kim, Kim, & Yu, 

2011). 그러나 유아의 조기 사교육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 단순히 사교육 참여 여부에서 더 나아가 사교육 참

여 시간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다시금 재조명해 보는 것

은 의미 있는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 되는 성별, 형제유무, 어머니 취업여부 및 주당 사교육 참

여 시간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일상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유아기 일상의 실행기능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수줍은 유아의 학교준비도 증진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고

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성별, 형제유무, 어머니의 취업여부,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 및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수줍음은 일상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학교준비도에 영

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대전시에 위치

하고 있는 국공립・민간・직장 어린이집 8곳과 사립 유치원 3

곳에 재원중인 만 5세반 유아 2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유아는 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재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유아로 선정하였다. 전체 유아의 연령은 평균 73.36개

월(SD = 3.54)이었으며, 유아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평균 

2.35시간(SD = 2.42)이었다. 본 연구에서 만 5세반 유아를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연구한 연구

들(Bhang & Chung, 2015; Chi, Jung, Jeung, Ahn, & Park, 2006; 

S. Kwon & Lee, 2018)에서 만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

고, 만 5세 무렵에 일상의 실행기능이 질적・양적으로 활발하

게 발달하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Zelazo & 

Carlson, 2012)에 근거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변인 중 성별, 형제유무, 어머니의 취업여부, 사

교육 참여 여부 및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어머니용 질문지

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사교육 참여의 기준은 2015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이 발행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

구(Ⅲ)’의 사교육비 지출 기준에 근거(J. W. Lee, Park, & Park, 

2015)하여,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보육 활

동 이외에 부모가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한 목적으로 순전

히 개인 부담으로 지출하여 참여하는 교육으로 규정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참여 항목의 예로는 개인・그룹 지도, 문화센

터, 학습지 등이 있다.

학교준비도 척도

Murphey와 Burns (2002)의 학교준비도(Ready Kindergartners 

School Readiness)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7차 

조사 데이터에 사용한 문항( J. Lee et al., 2015)을 유아의 담임

교사가 평정하였다. 학교준비도 척도는 사회정서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통 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으로 구성된 총 22문항의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담

임교사는 평소 유아의 행동을 근거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조금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중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아가 받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예시 문항으로는 사회정서발달은 “하루일과 변화에 잘 적

응한다.”, 학습에 대한 태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의사소통능력은 “욕구, 필요한 것, 생

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으로는 “책

의 내용을 이해한다.” 등이 있다. 학교준비도 척도의 전체 신

뢰도 계수는 .93이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사회정서발달 .78, 학습에 대한 태도 .87, 의사소통 .80, 인지발

달 및 일반적 지식 .77이다.

수줍음 척도 

Rothbart (1996)의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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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K.-O. Lee (2004)가 번역하고 수정하여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BQ는 외향성(surgency),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on), 주의 통제(effortful control)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고, 그 아래 총 15개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외향

성은 접근성, 강한 자극 선호성, 미소/웃음, 활동 수준, 충동

성, 수줍음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

향성의 하위영역 중 수줍음을 측정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

다. 어머니는 평소 유아의 모습을 근거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지 
않다(3점), 반반이다(4점), 약간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6

점), 정말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 점수가 높을수록 수줍어하는 기질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

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크

게 관심을 줄 때 당황해한다.”, “우리 아이는 금방 만난 어른

들과 이야기 할 때 긴장한다.” 등이 있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1이다.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 

Nilsen 등(2017)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한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atings of Everyday 

Executive Functioning [REEF])’를  Cha와 Kim (2018)이 만 5세 

유아에 맞게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

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유아의 행동 중 일상의 실행기능 발

달을 의미하는 행동들을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가정, 동네, 마

트 등)별로 제시하고 있다. REEF는 76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최근 3개월 사이 어머니가 관찰한 유아의 행동에 

대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

점), 항상 그렇다(4점)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일상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일상의 실행기능이 높

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실패하였을 때 처음의 방식

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도전한다.”, “주변이 

어수선해도 하던 일에 집중한다.” 등이 있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연구절차  

본 조사는 선행연구에서 학교준비도 평정에 적합한 시기를 입

학 6개월 전이라고 제안하고 있어(Y.-J. Park & Chung, 2008), 

어린이집과 유치원 여름방학이 마무리 된 시점인 8월 16일~8

월 30일과 11월 15일~11월 25일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대전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연구

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각 기관에 연구 참여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대상 표집을 다양한 지역(도시, 농어촌지역, 산간지역, 공

단지역 등)에서 실시한 이유는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분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였다.

학교준비도를 평정하는 담임교사는 3월부터 담임을 맡아 

본 연구가 진행된 8월~11월까지 중도에 교체된 적이 없는 교

사로서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담임교사에게 연구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응답 예상 소요시간과 유의사항에 대

해 설명한 후 학교준비도 척도를 배부하였다. 수줍음과 일상

의 실행기능 척도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담임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일주일 뒤 본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

행하였다.

자료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과 AMOS 21.0 (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 형제

유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당 사교

육 참여 시간과 수줍음, 일상의 실행기능, 학교준비도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유아의 수줍음과 일상의 실행기능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

하였고,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Results

성별, 형제유무, 어머니의 취업여부, 주당 사
교육 참여 시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 및 
상관관계 분석

성별, 형제유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성별

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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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남아 집단(M = 3.47, SD = .43)이 여아 집단(M = 3.63, 

SD = .34)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t = -3.23, p 
< .01). 또한 유아의 수줍음과 일상의 실행기능은 유아의 성별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형제유무에 

따른 수줍음과 일상의 실행기능,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동아(M = 3.42, SD = .47)보다 형제가 있는 유아(M = 

3.60, SD = .36)의 학교준비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

났다(t = 2.97,  p < .01).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아의 

수줍음, 일상의 실행기능, 학교준비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차이 분석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던 유아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과 수줍음, 일상의 실행기능, 학교준비도 간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아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연속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학교준비도와 유

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분석 과정에서 유

의한 차이와 관계가 없었던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유아의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상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차이 검증에서 학교준비도의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던 성별과 형제유무를 통제한 후, 수줍

음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상의 실행기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2의 p값이 .05이상이며, TLI가 .90이상, CFI

가 .90이상, RMSEA가 .10이하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χ2은 31.02 ( p < .01)이고, TLI는 .94, CFI는 .97, 

RMSEA는 .07로 본 연구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

과는 Table 3, Figur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아

의 성별(β = .23, p < .001)과 형제유무(β = .21, p < .001)는 학교

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Table 1 
Mean Differences of the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School readiness Shyness Everyday executive function
  M (SD) 3.55 ( .39) 3.45 (1.05) 2.93 ( .40)

Gender Boy (n = 118) 3.47 ( .43) 3.32 (1.06) 2.90 ( .39)
Girl (n = 118) 3.63 ( .34) 3.58 (1.02) 2.95 ( .42)

t -3.23**  -1.93 -1.10
Siblings Only child (n = 58) 3.42 ( .47) 3.48 (1.10) 2.92 ( .42)

Child with siblings (n = 178) 3.60 ( .36) 3.44 (1.03) 2.93 ( .40)
t  2.97**  .23 -.20

Maternal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n = 68) 3.51 ( .36) 3.33 (1.03) 2.97 ( .43)
Employed (n = 168) 3.57 ( .40) 3.50 (1.05) 2.90 ( .39)

t -.88 -1.19  .98
Note. N = 236.
**p < .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Variables  1  2  3  4
1. Private education participation hours per week ― 　 　 　

2. School readiness  .01 ―　 　 　

3. Shyness -.04  -.12 ―　 　

4. Everyday executive function  .01     .20**  -.27** ―

Note. N = 236.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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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수줍음은 일상의 실행기능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β 
= -.27, p < .001). 그리고 일상의 실행기능은 학교준비도에 정

적 영향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6, p < .05). 즉, 유아의 수

줍음이 높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실행기능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이러한 낮은 일상의 실행기능은 사회

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

식과 같은 학교준비도 수준 감소로 연결되어 수줍음과 학교준

비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수

줍음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편향 수정 부트스트래핑(biased-correct-

ed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신뢰구간의 상위구간(upper bounds)

과 하한값(lower bounds)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수줍

음이 일상의 실행기능을 매개하여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1, 95% CI [-.02, -.01]).

즉, 유아의 수줍음은 일상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학교준비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전 분석에서 유아의 수

줍음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

기 때문에 유아의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일상의 실행기능이 완전매개를 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Table 3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Path of variables B β SE
Gender → School readiness 1.11    .23***  .32
Siblings → School readiness 1.22    .21***  .37
Shyness → Everyday executive function -.61   -.27***  .14
Everyday executive function → School readiness  .01  .16*  .01
Shyness → School readiness -.02   -.10  .01
Note. N = 236.
*p < .05. ***p < .001.

Figure 1. Standardized coefficients for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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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veryday Executive Function on the Shyness and School Readiness

Path of variables β SE
95% CI

Lower Upper
Shyness → Everyday executive function → School readiness -.01 .01 -.02 -.01

Note. Gender and siblings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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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준비도 수준이 높았다. 이는 남아

에 비해 여아의 학교준비도가 높다고 보고한 S. Kwon과 Lee 

(2018), Y.-J. Park과 Chung (2008)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한

다. 또한 Zill과 West (2001)의 연구에서도 여아의 읽기 및 사회

적 능력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

와 관련하여 Bhang과 Chung (2015)은 만 5세 여아의 특성상 

남아에 비해 교사의 칭찬과 격려에 더 민감하여 규칙을 잘 지

키고 과제수행의 완성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인 성별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

아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 중 어떠한 요인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형제유무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제자매 없이 혼자서 성장한 외동아보다 형제

가 있는 경우 학교준비도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형

제자매는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학업행동, 교육

적 열망과 가치를 모델링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학

교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Nicoletti & Rabe, 2018). 이와 

관련하여 Dunn (1983)은 형제자매 간 상호작용 양상은 또래

관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형제와의 관계 경험을 기

반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발달을 촉진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동아와 형제아는 환경적으로 

분명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형제유무라는 것은 유

아가 선택할 수 없는 타고 난 환경이며 형제유무보다는 외동

아일 지라도 부모로부터 어떻게 양육되어 왔는지가 아동의 발

달에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동아의 비율이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형제관계의 

의미에 대한 고찰과 함께 외동아에 대한 편견 보다는 외동아 

중 수줍음 성향을 갖은 유아의 일상의 실행기능 발달 등을 민

감하게 지원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형제유무에 따른 학교준비도 수준의 차이만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출생순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는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에는 출생순위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

에 대해 연구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출생순위에 따른 학교

준비도 수준 증진을 위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11년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어린 시절

부터 기관생활을 시작하는 영유아가 늘어나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과 교육에 있어 가정보다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점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학교준비도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유의한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참여와 학교준비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Guk (2016)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조기 사교육에 많은 시

간을 투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Chi 등

(2006)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가 인식하는 학교준비도 요소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

아교육기관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기능’이나 ‘성향’을 학교

준비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 반면, 부모는 ‘지식’을 더 중요

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Sung (2017)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학습 

사교육의 시작 동기 중 ‘초등 연계’를 꼽은 어머니의 비율이 가

장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의 

불안감과 조바심, 학습 성취에 대한 기대가 배경이 되어 유아

의 조기 사교육 참여로 연결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

이 학교준비도 수준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이는 초연결, 초지능, 자동화로 특징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가정에서는 어떠한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시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차이 및 관계가 없었던 어머니

의 취업여부,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을 제외한 성별과 형제유

무를 통제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유아의 수줍음이 학교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상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먼저 유아의 수줍음은 일상의 실행기능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과 실행

기능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Arnold & Cheek, 1986; Blankson et al., 2011). 수줍

은 유아는 다른 유아 혹은 성인과 함께 낯선 상황에서 학업과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평소보다 수줍음과 긴장도가 높아지

게 되고 이는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

다. 다시 말해 수줍음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처리하

고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하는 상황을 방해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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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아의 일상의 실행기능이 학교준비도에 정적 영

향을 미쳤다. 즉,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인지적인 조절을 잘 할수록 학교준비도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5세의 일상의 

실행기능이 높다고 평가된 유아일수록 초등학교 1학년 때 학

업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Nilsen et al., 2017).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조절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

동을 관리하는 능력은 취학 후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학교준비도 수준을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학교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일상의 실행기능 수준

이 낮아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기 어려우며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어려

움이 있을 경우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

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학업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수줍음이 일상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학

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롭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리거나 억제된 접근을 하는 수줍

음 성향이 강할 경우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조절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실행기능

이 낮아지고, 실행기능은 다시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을 낮

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수줍음이 어휘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서 실행기능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본 연구(Blankson et al., 

2011)와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지

만 이러한 관련성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Y. H. Kwon, 2014)가 본 연구 결

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Blankson 등(2011)의 연구에서 본 

수줍음과 어휘 능력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본 실행기능

은 낮-밤 과제를 통한 의도적 통제와 숫자를 기억하는 작업기

억 능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사소통능력과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을 하위요인으로 포

함하는 학교준비도가 수줍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

추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나 작업

기억을 실행기능의 측정변인으로 살펴본 기존의 Y. H. Kwon 

(2014)이나 Blankson 등(2011)의 연구와는 달리 일상 속에서

의 융통적 사고와 주의 집중력을 포함하는 일상의 실행기능을 

측정변인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와 의미가 있다. 다

시 말해 기억과제나 인지과제에서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실

행기능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융통적 사고 

및 주의력을 중심으로 실행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수줍음은 일

상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Blankson 등(2011)의 어휘 능

력과 Y. H. Kwon (2014)의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을 모두 포괄

하면서도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및 일반적 지식 등 

보다 폭넓은 발달의 전반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학교준비

도를 종속변인으로 보았기에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다른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유아의 타고난 기질적 성향인 수줍

음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와 효과 검증 연

구들을 통해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위

축되는 수줍은 유아의 특성을 완화 시켜주려는 노력과 개입이 

더욱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줍음

이 많다고 인식되는 유아에 대한 성인의 접근 방식일 것이다. 

실제로 수줍은 유아들을 관찰해보면 타인의 작은 행동에도 금

세 긴장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줍은 유아와 소통하

는 방식에 있어 유아의 의도를 살피며 사려 깊은 태도로 접근

할 때, 수줍은 유아 또한 낯선 성인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점차 좁혀 일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줍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조절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억제하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관

리하는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학교에서 요구

되는 과업이나 교육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

회・정서적인 능력, 호기심, 열정, 끈기와 같은 학습에 대한 태

도, 의사소통 기술이 증진되어 초등학교 교육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수줍음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수줍음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유사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Walker & Henderson, 2012; Zhang 

et al., 2017). 또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수줍음과 관련된 많은 속

성들을 통해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있거나 조용한 유아를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문화권

에서는 전통적으로 집단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겸손하고 조

용한 성격이 보다 적응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실제 한국

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유아들은 서구의 아동들에 비해 더

욱 억제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Rubin et al., 

2006), 본 연구결과 또한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평

정한 교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수줍거나 소극적인 유아

에 대해 학교준비도 점수를 낮게 평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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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강원・대전・충남 지역 유아교

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다양성

을 획득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균등하게 표집하지 못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 중 43%정도가 직장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였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의 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물리적인 환경이나 인적 자원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이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

관의 유형별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후 비

교연구를 해보거나 질적 수준을 함께 조사한 후 통제하여 보

다 정확한 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준비도 척도는 미국의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의 목표에 따라 모든 유아들이 

학습할 준비가 된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

집을 위해 사용된 도구이다. 다시 말해 취학 전 유아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선별하고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KICCE (2018)의 유아교육 보육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만 

3-5세의 경우 약 90.7%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즉, 

무상보육 시행으로 이른 영유아기부터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늘어났고, 대부분의 유아가 누리과정을 통해 집단생

활에 참여하며 유아기 발달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준비도 문항 내용이 한국의 취학 전 유아에

게 적용되기에는 난이도가 낮을 수 있음이 유추되며, 그렇기

에 어떤 지역이나 계층에서든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개인 간 편차가 낮은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다고 사료

된다. 따라서 학교준비도 척도 내용 검토를 통해 현재 한국 유

아들의 학교준비도 수준을 변별력 있게 선별해 낼 수 있는 문

항들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

아의 사교육 참여여부와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해 조사

하였다. 그러나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이 학교준비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참여 여

부(학습지, 가정방문 수업, 학원, 문화센터 등) 및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조사에만 그쳐 구체적으로 유아의 사교육 

참여가 어떠한 형태(개인 혹은 그룹)로 이루어지는지, 주로 어

떤 과목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는 가지 수는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유아의 사교육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기질적 특성인 수줍음과 인지적 특성인 일상의 실행기능이 학

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추

후 연구에서는 내적 요인과 함께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대인

적 요인(부모, 교사, 유아교육기관 환경 등)을 함께 살펴봄으

로써 성별이나 형제유무, 기질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인적 환경 중 어떠한 요인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상의 실행기능을 질문지로 평정하는 것은 부자

연스러운 실험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이나 사회적 기대

에 맞는 행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실제 능력을 평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평정자인 부모의 회상에 근거

한 평가로 왜곡된 기억이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에 대

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일상의 실행기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위와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 학교

준비도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이해함에 있어 성별

과 형제유무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학교준비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

고,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성별과 형제유무에 따라 학교준비도 향상을 위한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 면담이나 

초등 준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사교

육의 영향보다는 성별과 형제유무를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되

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남아, 외동

아의 낮은 학습준비도 수준에 주목하기 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준비도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덜 이루어진 기

질적 측면의 수줍음과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수줍음과 학교준비도의 관계를 매

개하는 인지적 능력이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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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 향상에 있어 인지적 능

력인 일상의 실행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시켰고, 학교준비

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수줍은 유아의 학

교준비도 수준 향상은 수줍음에 대한 중재적 접근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실행기능을 고양시킴으로써도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 일상의 실행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입과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서는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행기능 향상 프로그램 적

용 연구는 매우 부족한 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와 학

습부진아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일반 유아의 일상의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추후 연구에서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함께 고려한다면 유아의 학교준

비도 수준 향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submitted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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