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3권 제6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17.13.06.143   2017, Vol. 13, No. 6, pp. 143-161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대한 부모-교사 협력관계의 영향력: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Parent-Teacher Cooperation o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3-Year-Old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nd the Parental Mathematical Interaction

배진희1  김지현2                         

Jin Hui Bae
1

Jihyun Kim
2

1
제1저자

명지대학교아동학과박사과정

2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jihyunkim@mju.ac.kr)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is to verify that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teacher cooperation,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nd mathematical
interaction of parents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3-year-olds, and the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nd mathematical interac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teacher cooperation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Methods: A test was performed on 110 3-year-olds enrolledin a daycare center
located in city 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ir parents. We
analyzed our data using SPSS WIN 21.0 and pearson’s correlation, tested the
mediating effect using regression, and used the Sobel test to check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Results: Cognitive development of 3-year-olds was correlated with the parent- teach
er cooperation, the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nd mathematical interaction of
parents. The quality of home environment showed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teacher cooperation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mathematical interaction showed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
ip between the parent-teacher cooperation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Conclusion/Implications: The parent-teacher cooperation indirectly predicts the cogni
tive development through the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nd the mathematical
interaction.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amily- institution
connection program to facilitate the parent-teacher cooperation.

❙key words cognitive development, the parent-teacher cooperation, quality of home
environment, mathematical interaction of parents, 3-year-olds

Ⅰ. 서 론

유아기는 언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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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는 영아기에서 벗어나 유아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감각운동기에 속하는 영아들에 비해 양

적으로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인지적 능력을 보이게 되는데, 보이

지 않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사고하고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김경은,

2012). 유아기는 인지발달을 구성해 나가는 주도성의 단계로(Erikson, 1950), 인지적 발달이 빠르

게 나타나기 시작하며(권중돈, 2014),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유아 스스로 주변 환

경을 탐색, 탐구하면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인지발달을 구성해 나간다. 특히, 유아의 지

적 능력은 환경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유아의 발달에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서주현, 2009). 즉, 인지능력은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서 이를 사용하는 지적 또는 정신적 과정이며(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2005; Flavell,

1971), 인지발달은 동화와 조절에 의해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원, 김다은, 최소영, 변나향, 2016). 개인의 인지발달은 유아가 학습하고 적응하며

자신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회를 탐색해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핵심 요소로(Najman et al., 2004),

유아기의 인지발달은 발달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회, 정서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

을 미치게 되고, 이후의 학습 및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Najman et al., 2004;

Howlin & Rutter, 1987).

유아기에 제공되는 교육적 환경은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큰 영향

을 미친다(노현주, 2008).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실시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집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최지현, 2013).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부모와 교사가 서로 동등한 위치

에서 조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의미하고(안선희, 2004; 정계숙, 2011; Bryan, 2005), 부모와 교

사가 유아에 대한 교육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성인-유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서로 일치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발달에 필요한 자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고혜진, 2009). 유아에게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환경인 부모와 교사가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Bronfenbrenner,

1979), 유아기 동안 부모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경우 유아의 학업성취도와 인지적 발달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최지현, 2013). 이와 같이 가정과 어린이집 각각의 환경이 서로 강하게 연

결되어 있고, 두 환경이 자유롭게 호환될 때 영유아의 발달적 잠재력이 증진되며(Bronfenbrenner

& Ceci, 1994),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 속에서 형성되는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Weiser, 1991). 또한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는 자

녀의 학습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며, 부모의 참여와 지원은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바

람직한 영향을 주게 된다(배지희, 2002; Epstein, 2001). 이와 같이 가정과 어린이집의 협력에 따

른 일관성 있는 교육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과 연구들은 부모와 교사의 협력적 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유아의 인

지발달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유아의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교

사 협력관계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부모(어머니)-교사 협력관계

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문제행동, 의사소통, 기본생활습관(고진영, 2016; 고혜진, 2009;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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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4; 방글이, 2015)과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 뿐 이었다. 그러나 최지현(2013)의 연구에 따

르면, 어머니-교사 협력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인지 발달 특히, 언어성 지능(상식, 이해, 산

수, 어휘, 공통성, 문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협

력적 관계가 가정환경에서 유아의 인지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부모의 노력으로 구

현되어, 유아의 인지발달에 기여할 가능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가

정환경에서 부모가 구현하는 노력과 관련된 매개변인들을 통해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기여

하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는 부모가 구축하는 가정환경의 질을 들 수 있다. 가정환경은 유아가 최

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유아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영유아 발달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의 제반환경과 유아가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가족 구성원들은 유

아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어느 환경보다도 유아의 발달에 절대적이고 중요

한 환경이 된다(김수정, 정익중, 2015). 가정환경의 질은 가정 내에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인적 조건과 물적 조건 및 상황으로, 가정환경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가정환

경자극이다(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이순형, 2012). 여기에는 발달을 촉진하는 물리적 환경자극

조성 및 질 높은 양육 행동과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적 환경자극 제공이 포함되며, 유아의 인지

발달은 가정환경의 질적 자극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김지현 등, 2012; 박현정, 1992). 선

행연구에 따르면, 가정환경자극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유아의 인지발달을 더 잘 설명

한다(강상, 2012; 김수정, 정익중, 2015; 김정미, 곽금주, 2007; Abreu-Lima, Leal, Cadoma, &

Gamelas, 2013; Son & Morrison, 2010; Sylva, Melhuish, Sammons, Siraj-Blatchford, & Taggart,

2008). 이는 풍부한 물리적 가정환경과 상호작용이 학령기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성미영, 장영은, 이강이, 손승희, 2010; 최지현, 박혜원, 2010), 물리적

환경 조성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학습적 촉진 등의 긍정적인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수 개념 발

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소연, 김수영, 2012).

또한, 부모가 교사 및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할 때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김경은, 2012), 가정과 기관 간의 일관성 있는 교육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현, 2013; Bryan, 2005; Hughes

& Macnaughton, 2001; Powell, 1978; Rentzou, 2011; Swick, 1997). 이처럼, 가정과 어린이집과의 일

관된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가정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자녀

의 어린이집과 자녀 발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자주 교류하는 어머니가 유아의 학

습을 돕는 가정 내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높았다(성미영 등, 2010). 이는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주체로 실시되는 가정연계 활동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이금진, 송준만, 2008; 이숙화, 황성하, 남미경, 2010), 교사와

의 협력을 통해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기술과 방법 등, 교육적 정보를 얻어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손인숙, 송진숙, 2004),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가정환경을 조성해줌

으로써 유아의 수학, 과학 등 인지능력들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들(김정원, 최정옥, 2006; Desouza,

1999)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환경의 질은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유아의 인지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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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는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유아들은 인지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물을 움직이고, 그 반응이나 변화를 관찰함

으로써 논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논리적인 수학 지식을 얻게 된다(Piaget, 1952). Hart와 Risely

(1995)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부모-교사 간 교육적 연계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과 부모-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학적 개념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부모-유아와

의 자연스러운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수학적 상호작용이라고 한다(김지현, 2015).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은 유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비형식적 수학적 개념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

는 상황과 사건들의 순서 그리고 의미에 연결지어 알아나가는 과정이며(문연심, 이화영, 2008),

유아가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가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정정화, 2002; NCTM, 1989). 다양한 환경 자극과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

는 부모와의 수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질적 자극은 유아의 인지발달을 촉진시키고 전반적인 발

달에 영향을 준다(조경진, 안선희, 2015).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연스럽게 유아의 인지적, 수학적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수학적 개념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은 모두 유

아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수학적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강상, 2012; 이현경, 2011). 부모와 어린이

집과의 협력 및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성격 특성,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사로부터 획득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자녀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고(이순형 등, 2008; Watson & Swim, 2008), 동반자적 부모 참여 및 가정 연계에 의

한 학습은 유아의 수학적, 과학적 탐구력 증진(김성미, 안진경, 2008; 전연주, 이진숙, 2007) 및

수학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성미, 안진경, 2008; 김창복, 1998; 송지선, 2015).

이는 기관-가정과의 연계활동이 부모와 유아의 과학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

지적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들(이수남, 2001; 이은수, 2010)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은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유아의 인지발달 사이

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는 가정환경의 질과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

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가정환경의 질 및 부모의 수학적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며, 부모-교사 협력 관계와 유

아의 인지발달 사이의 경로를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

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서 가정환경의 질과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이 매

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발달에 적합한 유아의 인지발달을 위해 부모와 기관이 목표로

삼아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1. 부모-교사협력관계,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은 만 3세 유아의 인

지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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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유아

성별

남아 64(58.2)

여아 46(41.8)

출생순위

외동 40(36.4)

첫째 24(21.8)

둘째 31(28.2)

셋째이상 15(13.6)

아버지

연령

20대 1( 0.9)

30대 54(49.1)

40대 52(47.3)

50대 3( 2.7)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통계 (N=110)

연구문제 2. 가정환경의 질은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의 관계를 매개하

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은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의 관계

를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위치한 15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유아와 그들의 부모 11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교사 협력관계, 유아의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지는 본 연구에 동의한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총 113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응답에 응한 부모 질문지 11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검사는 부모용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유아의 평균 월령은 42.4개월이며, 연구대상자의 아버지의 연령은 30대

49.1%, 40대 47.3%,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64.5%와 40대 32.7%로 주로 30, 40대였다. 연구대상자

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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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11.8)

2,3년제 졸업 19(17.3)

4년제 졸업 65(59.1)

대학원 재학 이상 13(11.8)

직업

사무직 52(47.3)

기술직 8( 7.3)

전문직 17(15.5)

자영업 29(26.4)

기타 4( 3.6)

어머니

연령

20대 3( 2.7)

30대 71(64.5)

40대 36(32.7)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11.8)

2,3년제 졸업 22(20.0)

4년제 졸업 61(55.5)

대학원 재학 이상 14(12.7)

직업

주부 36(32.7)

사무직 33(30.0)

기술직 2( 1.8)

전문직 7( 6.4)

자영업 26(23.6)

기타 6( 5.5)

<표 1> 계속

2. 연구도구

1) 유아의 인지발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문수백(2014)이 표준화한 한국판 K-ABCⅡ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Second Edition)를 사용하였다. K-ABC II는 만 3세∼18

세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처리와 인지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지능검사이다. K-ABC II

는 쓰기, 읽기, 수학 등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아동들의 복잡한 문제해결력을 측정한다.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위검사에는 얼굴기억, 이름기억, 관계유추, 표현어휘, 삼각형, 단어배

열, 수수께끼 등 총 7개의 하위검사가 실시되었다.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검사는 훈련받은 검사

자가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만 3세 유아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하였다. 지침에 따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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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4회 이상 연속적으로 답을 말하지 못할 경우 이를 중단하였으며, 실시된 하위요인별

척도들의 전체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환산점수의 합을 표준점수로 나타냈다. 만 3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위검사의 소요된 시간은 20분∼30분 정도였으며,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발달이 높

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61이었다.

2) 부모-교사 협력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사 협력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Owen, Ware 그리고 Barfood(2000)가 개발

한 The Care giver-Parent Partnership Scale(부모용)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자녀와 이야기 나눈다.’등의 정보추구(Seeking information)

3문항, ‘나는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교사와 상의한다.’등의 정보공유(Sharing information) 5문항,

‘나는 어린이집에 재능기부를 한다.’등의 상호관계(Adult relations) 6문항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자주한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은 14점∼7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활발하

게 진행됨을 나타낸다. 부모-교사 협력관계 척도의 Cronbach’s α는 정보추구 .66, 정보공유 .83,

상호관계 .7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89이었다.

3) 가정환경의 질

본 연구에서는 김지현 등(2012)이 개발한 가정환경척도(유아용)를 사용하여 만 3세 유아의 가정

환경의 질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에 수․조작 놀이 도구

가 3점 이상 있다.’등의 발달촉진환경 7문항과 ‘나는 자녀의 고유한 발달 수준에 맞춰 자녀의 발달

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등의 반응적 상호작용 7문항, ‘나는 자녀와 함께 신체놀이, 야외활동을

같이한다.’등의 다양한 경험 4문항과 ‘자녀에게 규칙적인 하루 스케줄(자는 시간, 식사놀이, 식사,

산책 등)이 있다.’등의 규칙적 양육 3문항으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으로는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은 0점∼21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질 높은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 3세 유아의 가정환경 척도의 Cronbach’s α는

발달촉진환경 .68, 반응적 상호작용 .70, 그리고 다양한 경험 .63, 규칙적 양육 .6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83이었다.

4)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김지현(2015)이 개발한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내 아이와 블록놀

이나 소꿉놀이 등을 하면서 수량에 관련된 놀이를 한다.’등의 수와 연산, 측정과 규칙성에 대한

상호작용 10문항과 ‘나는 내 아이가 신발, 수저, 옷, 학용품 등을 정해진 위치에 종류별로 정리하거

나 해당 위치에서 물건을 찾아오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등의 자료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에 대한

상호작용 3문항, ‘나는 내 아이와 수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책뿐만 아니라 일반 동화책을 읽으

며 숫자, 수량, 연산 등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상호작용한다.’등의 동화책을 통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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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연구도구 응답자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K-ABC Ⅱ 검사 유아

부모-교사 협력관계 The Care giver-Parent Partnership Scale 부모

가정환경의 질 가정환경 척도(유아용) 부모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척도 부모

<표 2> 변인에 따른 연구도구

용 5문항과 ‘나는 내 아이와 간식, 주변의 자연물이나 사물, 장난감 등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 나눈

다.’등의 공간과 도형에 관한 상호작용 6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으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매우 자주 한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총점은 24점∼96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척도의 Cronbach’sα는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에 대한 상호작

용 .88, 자료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에 대한 상호작용 .75, 동화책을 통한상호작용 .86, 그리고 공간과

도형에 관한 상호작용 .79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 실시 전, 부모용 질문지는 보육현장에 재직 중인 아동학과 박사 과정생 3인과 아동학

과 교수를 대상으로 질문지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문구들을 수정하였고,

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답변 소요시간, 전체 문항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받았으며,

만 3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10명에게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도 응답에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검사의 적절성을 살펴보

기 위해 만 3세 유아 3인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검사의 소요시간

과 검사에 따른 별다른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S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유아와 그들의 부모 110명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만 3세 유아의 부모들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응답방식에 대해 설명하

고 동의를 받은 후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 3세 유아 110명은 표준화된 한국판 K-ABC

Ⅱ를 이용하여 인지발달 검사를 실시하였다. 배부한 부모용 질문지 113부 중 누락된 3부를 제외

하고 11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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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교사 협력관계,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만 3세 유아

의 인지발달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모-교사 협

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이 매

개변인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으며(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산출 결과는 <표 3>과 같다.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전체 평균이 14.40점(SD = .18)이었고, 이는 연구대상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이

중간 수준보다 높은 편임을 말해준다. 부모-교사 협력관계 전체 평균은 3.60점(SD = .52), 가정환

경의 질의 전체 평균은 .86점(SD = .15),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의 전체 평균은 2.46점(SD = .52)

이였고, 이는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중간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환경의

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은 중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요변인 최소값 최대값 점수범위 평균(M) 표준편차(SD)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9.86 18.71 1-19 14.40 1.80

부모-교사 협력관계 1.79 4.71 1-5 3.60 .52

가정환경의 질 .24 1.00 0-1 .86 .15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1.00 3.42 1-4 2.46 .52

<표 3>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값 (N=110)

1. 만 3세유아의인지발달과부모-교사협력관계, 가정환경의질, 부모의수학적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과 부모-교사 협력관계,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은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유아의 인지발달은 부모-교사 협력관계(r = .20, p < .05), 가정환경의 질(r = .33,

p < .001),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r = .33,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외에도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가정환경의 질(r = .28, p < .01),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r = .4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가정환경의 질과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r = .51, p < .001)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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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1. 유아의 인지발달 1.00

2. 부모-교사 협력관계 .20* 1.00

3. 가정환경의 질 .33*** .28** 1.00

4.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33*** .41*** .51*** 1.00

*p < .05, **p < .01, ***p < .001.

<표 4>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과 부모-교사 협력관계,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N=110)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표준화

R2 F
B SE β

1단계 부모-교사 협력관계 가정환경의 질 .09 .03 .28** .08 9.20**

2단계 부모-교사 협력관계 유아의 인지발달 .69 .32 .20* .04 4.56*

3단계 부모-교사 협력관계 유아의 인지발달 .40 .32 .12 .12 7.45**

가정환경의 질 3.38 1.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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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관계에서 가정환경의 질의 매개효과

2.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관계에서 가정환경의 질의 매개효과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정환경의 질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진행하였으며(Baron & Kenny, 1986),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가정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β= .28, p < .01). 2단계에서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

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20, p < .05), 3단계에서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가정

환경의 질을 동시에 투입하여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교

사 협력관계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가정환경의 질만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 .30, p < .01). 즉,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교사 협력관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매개변인인 가정환경의 질만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

며, 그 설명력 또한 2단계보다 증가하였다.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단독으로 투입되었

을 때의 설명력은 4.0%(F = 4.56, p < .05)에서, 가정환경의 질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의 설명력은

12%(F = 7.45, p < .01)로 늘었다. 가정환경의 질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유의한 모델임이 증명되었다(Z = 2.19,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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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표준화

R2 F
B SE β

1단계 부모-교사 협력관계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41 .09 .41*** .17 2.06***

2단계 부모-교사 협력관계 유아의 인지발달 .69 .32 .20* .04 4.56*

3단계 부모-교사 협력관계 유아의 인지발달 .27 .34 .08 .12 6.97***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3.38 1.07 .30**

*p < .05. **p < .01. ***p < .001.

<표 6>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관계에서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20* → .12

가정환경의 질

부모-교사

협력관계
유아의 인지발달

.28*** .30**

〔그림 1〕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관계에서

가정환경의 질의 완전매개효과

이상의 결과는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의 질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 따라서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가정환경의 질

을 통해서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을 예측하는 간접적인 효과만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교사협력관계와만3세유아의인지발달관계에서부모의수학적상호작용의매개효과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

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진행하였으며(Baron & Kenny, 1986),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41, p < .001). 2단계에서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20, p < .05), 3단계에서 부모-

교사 협력관계와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투입하여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30, p < .001). 즉,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교사 협력관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매개변인인 부모의 수학적 상

호작용의 질만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그 설명력 또한 2단계보다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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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08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부모-교사

협력관계
유아의 인지발달

.41*** .30**

[그림 2]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관계에서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의 완전매개효과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단독으로 투입되었

을 때의 설명력은 4.0%(F = 4.56, p < .05)에서,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의 설명력은 12%(F = 6.97, p < .001)로 늘었다.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도 .01의 수준에서 유의한 모델임이 증명

되었다(Z = 2.53, p < .01). 이상의 결과는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

계에서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 따라서 부

모-교사 협력관계는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을 예측하는 간접

적인 효과만 가졌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교사 협력관계,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과 만 3세 유아의 인지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정환경의 질과 및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

달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먼저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졌으며, 이는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유아의 인지발달이 높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

구(최지현, 2013)와 일치하였다. 이는 두 환경이 자유롭게 호환될 때 영유아의 발달적 잠재력이

증진되며(Bronfenbrenner & Ceci, 1994),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 속에서 형성되는 부모-교사 협

력관계는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Weiser, 1991),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는

자녀의 학습과 발달을 잘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지희, 2002; Epstein, 2001). 또한, 가정환

경의 질과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도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과 정적 관련성을 가졌는데, 이는

가정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발달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김정민, 김지현, 2015)와 부

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강상, 2012)와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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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의 인지발달은 유아의 근접 또는 거시적인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

을 받게 되는데, 가정환경의 요인(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느냐 등)에 따라 가정

환경의 질이 달라지고(Washbrook & Waldfogel, 2011), 부모와 자녀의 놀이 혹은 게임에서 나타나

는 상호작용들을 통해 분류하거나 지각하기, 학습 등과 같은 인지적 발달이 촉진될 수 있음

(Santos et al., 2008)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의 질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가정환경의 질을 통해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을 간접

적으로 예측한다. 가정환경 내에서 유아에게 긍정적인 인지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부모의 노력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김수정, 정익중, 2015; 장

영은, 2015),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인지적 발달을 보이게 된다(김정민,

김지현, 정현심, 2011). 또한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가정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부모의 노력과 관

련된다. 부모-교사 협력관계가 좋을수록, 즉, 교사와 어머니는 유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를 함께 나누고(정보공유), 유아에 대해 새롭게 알고자 하고(정보추구), 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다

양한 자원을 지원할수록(상호관계), 부모는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을 통해 유아의 발달을 극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Elicker &

Fortner-Wood, 1995; Owen, Sare, & Barfoot, 2000)를 지지하며,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일관성 있는

교육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최지현, 2013; Bryan, 2005;

Hughes & Macnaughton, 2001; Powell, 1978; Rentzou, 2011; Swick, 1997)와 같은 맥락이다. 부모-

교사의 협력관계를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활동들을 가정에서 자녀와 확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Bae, 2001), 자녀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발달상황 그

리고 학습능력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적합한 가정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자녀의

학습준비도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성미영 등, 2010). 결과적으로 가정과의 연계 활동

을 통해 부모는 교사와 협력하고, 자녀의 발달 및 교육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방법들에 대한 정

보들을 통해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손인숙, 송진숙, 2004). 이러한 과정

에서 부모-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되며(이금진, 송준만, 2008: 이숙화 등, 2010), 유아의 발달

을 촉진시키는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어 유아의 수학, 과학 등 인지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김정원, 최정옥, 2006; Desouza, 1999). 따라서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가정환경의 질

을 통해 유아의 인지발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셋째,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

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을 간접적으로 예측한다. 다양한 환경적인 자극과 그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질적 자극은 유아의 인지발달을 촉진시킨다(조경진, 안선희, 2015). 가

정 내에서 부모가 자연스럽게 유아의 인지적, 수학적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수학적 개념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은 모두 유아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수학적 능력 향상

에 기여한다(강상, 2012; 이현경, 2011). 이는 수학적 상호작용과 수 개념 발달이 서로 밀접한 관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이현경, 박희숙, 2010)와 일치하며, 긍정적인 부모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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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임현주, 최항준, 김현정, 2015)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는

어린이집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발달과 성격 특성,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방

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사로부터 획득함으로써 가정에서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유

도할 수 있다(이순형 등, 2008; Watson & Swim, 2008). 동반자적 부모 참여 및 가정 연계에 의한

학습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성미, 안진경, 2008; 김정원, 최정옥,

2006; 김창복, 1998; 한종화, 2003), 기관-가정과의 연계활동이 부모와 유아의 과학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는 연구결과(이수남, 2001; 이은수, 2010)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이는 부

모들이 교사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수록 부모-교사 간의 협력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고,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성소영,

2007),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순형 등,

2008; Watson & Swim, 2008). 결과적으로 부모-교사 협력관계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알게 됨으로서 가정에서 부모는 유아와 함께 여러 활동을 통하

여 자녀의 발달적 욕구에 보다 적절하게 반응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부모-교사의

동반자적 역할 수행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김성미, 안진경, 2008).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가정과 연계된 비형식적인 일상경험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백소영, 2005; 한종화, 2003). 따라서 부모-교사 협력 관계에서 얻은 정보들이 일상적인 장면에

서 인지적 자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과 가정환경의 질을 통해 유아의 인

지발달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두 연구결과에서 모두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유아의 인지발달을 직접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Bronfenbrenner(1979)가 생태체계이론에서 제시한 모델에서와 같이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환경이나 부모와 같은 미시체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부모-교사 협력관계를 통해 형성된 긴밀한 파트너십은 결과적으로 가정환경 속에서 유아에

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도록 기여하였고(Weiser, 1991), 가정환경 속에 놓인 유아는 양질

의 가정환경(물리적 자극, 부모의 상호작용 등 심리적 자극)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인지

발달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성미영 등(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사 협력관계는 유아의 학습을

위해 조성된 물리적, 심리적 가정학습환경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유아의 학습 준비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은 유아가 경험하는 환경들 간에 연계가 있고 부모와 교사와

의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있을 때 가능하다(Owen et al., 2000). 가정 내에서의 양질의 심리적 환

경과 물리적 환경의 제공, 그리고 수학적 경험 활동의 지원은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수학적 환

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하고, 결국 유아의 수학적 능력 발달과 궁극적으로 인지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김소연, 김수영, 2012).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사

협력관계,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은 부모의 평가에 의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실제와 달리 부모는 바람직한 부모-교사 간의 협력관계와 가정환경의 질, 부모의 수학적

상호작용의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사-부모 간의 협력관계를 교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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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가정환경의 질 및 수학적 상호작용을 연구자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관찰하는 방법과 부

모 면접을 통한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부모와 가정환경 뿐 아니라 교

사와 어린이집의 환경,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관계와 가정환경의 질적인

측면,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학적 장면에 대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변인을 동

시에 고려하여 유아의 인지발달을 예측하고자 하였다는 점,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유

아의 인지발달을 측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는 점,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

로써 유아의 인지발달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의 인지발달 향상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제공해주는 일상적인 물리적, 심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러한 가정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부모-교사 간의 활발한 협력관계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이는 가

정-기관 간의 협력에 따른 유아의 인지발달을 위한 부모-교사 협력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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