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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만 2-4세의 유아들을 상으로 하는 한국아동패 3

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 사교육의 참여 형

태가 유아의 창의성,사회성 부정 정서성,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1단계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유

아 사교육 참여 형태에 따른 차별 인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

한다.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일반화경향 수의 안정화 역확

률 가 치를 용하여 선택편의를 교정한 후,유아 사교육의 참여

형태 별 심 종속변인에 한 효과를 산출한다.연구 문제를 구

체 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의 결정요인

1.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에 따라서 차별 인 특징이 존재하는가?

특히,아무 사교육도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타 형태 사교

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별 처치효과

2.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 별 차별 인 특징을 조정했을 때,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에 따라 창의성,사회성 부정 정서성,내

재화와 외 화 문제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한 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유아 사교육 형태 별 참여 선택과정에 있어 아무 사교육

도 받지 않은 집단을 기 집단(referencegroup)으로 설정하여 분

석한 결과,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 사교육 집

단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요인은 수도권 거주여

부,정서 반응성의 가정환경이었다.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인지사

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았고,부모-자녀 간 정서 반응이 활발할



-ii-

가정환경일수록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참여하기보다 인

지 사교육에만 참여할 확률이 낮았다.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인지 사교육 참여집단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요인은 모 양육스트 스,학습 자료가 충분한 가정환경,

학습 여 정도,부모의 모델링 역할수행정도,다양성을 존 하는

가정환경으로 나타났다.학습 자료가 충분한 가정일수록,다양성을

존 하는 가정환경일수록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을 집단보다 비인

지 사교육 집단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으며 모 양육스트 스가 높

고 학습 여 정도가 높은 가정환경일수록,부모의 모델링 역할 수

행정도가 높은 가정일수록 비인지 사교육에만 참여할 확률이 낮았

다.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형태의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요인은 수도권 거주여부,모

의 주당 양육시간,정서 반응성과 련된 가정환경 요인,다양성

을 존 하는 가정환경,부정 행동 수용정도,보육비 면제/감면여

부 다.수도권에 거주할수록,다양성을 존 하는 가정환경일수록,

보육비 면제/감면 상 가정일수록 모든 형태의 사교육을 받는 집

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어머니의 주당 양육시간

이 많을수록,정서 반응성과 부정 행동 수용정도가 높은 가정

환경일수록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을 확률에 비해 모든 형태의 사

교육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

둘째,유아 사교육 형태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최종 회귀모

형으로 제시했다.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용하기 (OLS)과

용 이후(WLS)의 회귀 계수들에 한 결과값을 비교 분석하 고

그 결과 가 치를 용하기 이 에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

에 비해 비인지 사교육 집단의 평균 창의성 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가 치를 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한 이후에

는 효과가 사라지는 결과를 보 다.통제변인들은 이론 토 로

창의성과 련이 깊은 변인을 선별했으며 아동월령(만),어머니 부

정 자기효능감,표 어휘력 수가 창의성과 유의미한 련성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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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유아의 사교육 형태가 유아의 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에

미치는 효과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추가로 사회성,부정

정서성과 련이 깊은 변인과 년도 사회성,부정 정서성과 같

은 천장효과(CeilingEffect)를 통제하기 해 필요한 변인들까지

모형에 투입한 결과 유아의 평균 사회성 정도에 있어 아무 사교육

도 받지 않은 집단보다 비인지 사교육 집단과 모든 사교육 참여

집단이 유의미하게 좋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유아 사교육 형태

가 유아의 부정 정서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편만

유의미할 뿐,기 집단에 비해 다른 형태의 사교육 집단이 갖는

특별한 효과는 찾을 수 없었다.통제변인 어머니의 허용 양

육방식은 사회성이나 부정 정서성에 공통 으로 유의미한 련

성이 있었다.

넷째,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별 유아의 내재화와 외 화 문제행

동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해본 결과,가 치를 용하기 이 에

는 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별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지만 용 이후에는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 사교육만 받는 집단의 내재화 문제행동 평균 수가 더

높았다.외 화 문제행동의 경우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후의 모

형들을 확인해 도 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별 외 화 문제 행동

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내재화 문제행동과 련 있는 통

제변인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허용 양육스타일,어머니 우울정

도로 나타났으며 외 화 문제행동의 경우 아동성별,가구 월 소득,

어머니 허용 양육스타일과 어머니의 우울정도,부부갈등이 유의

미한 련성을 갖고 있었다.

주요어 :유아 사교육,창의성,사회성 부정 정서성,문제행동,

일반화 경향 수(generalizedpropensityscore),안정화 역확률 가

치(stabilizedinverseprobabilityoftreatmentweight)

학 번:201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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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 ,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등학생 81.1%, 학생 69.1%,고등학생 49.5%로 보고되고 1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 ,고등학교별로 평균 23만원에서 27만원 사

이를 선회한다(통계청,2014). 한 , ,고등학교를 지나 학의 고등

교육과정에서의 사교육 역시 존재하는데,주로 취업과 련되어있는 스

펙으로서의 어 실력을 함양하기 하여 40%가 넘는 학생들이 어

사교육에 비용을 투자하며,이외의 61.5%의 학생들은 여타의 취업 사

교육을 받는다(김은주,2010).한마디로,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

하고 참여하는 사교육은 학 이 까지는 ‘입시사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 입학 이후에는 인 자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취업 사교육’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사교육들은 특정한 목 이 뚜렷하여 사교육에

서 다 야하는 범 나 교육 과정이 국어, 어,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에

집 되어 있고 필요여하에 따라 과정 안에서 ‘선발’에 도움이 되는 과목

들로 보충된다.

이 같은 패턴의 사교육들과는 달리,뚜렷한 목 이 없을 수도 있고

사교육 참여 상의 ‘재능 개발’이나 ‘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이

있다. 표 으로 학령기 이 에 참여하는 유아 사교육이 그것이다.유아

사교육은 이후의 학령기의 사교육만큼 사회 이고도 교육 인 화두가 되

고 있다.<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등학교 1학년 학부모 55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7명이 등학교

입학 에 사교육을 받았던 이 있었고 특히,인지 활동 역인 국어,

어,수학 과목에 해 각각 74.2%,73%,70.3%의 높은 사교육 참여율

을 기록했다.유아 사교육 참여 연령도 낮아져 아기(0~2세)때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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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시작한 비율은 체의 5%에 달했으며 만 3세에서 4세 사이에는

사실상 가장 많은 유아 사교육 이용률을 보이기도 했다(연합뉴스,2013).

이러한 유아 사교육 참여비율은 유아 사교육의 역할이 ‘교육’과 ‘보육’

모두에 걸쳐 그 기능을 이행하기 때문이다.해당 나이의 아동을 양육하

고 있는 부모들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크고 그로 인해

유아의 교육뿐만 아닌 보육을 담당할 기 을 찾게 된다. 한 자신이 자

녀와 있는 시간이 부족한 만큼 교육에 극 으로 참여할 기회가 상

으로 어 보육과 동시에 등학교 학령기에 비하기 한 기본 인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 들을 비교하여 선택하려 한다.다만 이러

한 부모들의 요구를 경쟁 으로 수용하다 보니 재의 유아 사교육 기

에서 제공하는 유아 사교육의 성격은 주로 아동의 보육 혹은 지 으로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학습을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 앞으로 배울 내

용들을 미리 가르쳐주는 ‘선행 학습’의 제공 여부에 집 되고,실제로 많

은 유아교육기 이 ‘선행 학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2015).

우려할 은,선행학습을 강조하는 유아 사교육의 교육방식이 아동

개인에게 스트 스를 정도로 과도하거나 아동의 성장 시기와 맞지 않

는다면,아동의 신체 ,정신 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혜정,2005).이에 한 실증 연구는 뇌 과학 분야에서 아동에 한

실질 인 뇌 찰로써 이루어졌는데(서유헌,2015),뇌 과학 분야에서는

유아의 반 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에는 찬성하지만, 세태의

유아 사교육처럼 인지 사교육 심의 ‘편 된’사교육에 험성을 경고

한다.즉,인간의 뇌는 인지 교육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 빠르고 더

많이 교육시키려 하는 ‘조기교육’보다는 할 때 필요한 교육을 행하

는 ‘기 교육’이 더 요하다고 말한다. 를 들어,뇌는 태어나서 등

학교 입학 이 까지 체 뇌의 기본 골격과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오감

을 통한 고른 자극이 필수 인데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한 가지 자극만

을 주어 교육을 시키면 스트 스나 심각하면 뇌손상과 같은 부작용을 낳

게 된다는 것이다.결론 으로, 기에 맞지 않는 유아사교육으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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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공격성은 단기 으로는 아동의 학습 능력 주의력,장기 으로

인지,정서,행동 역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이 경우,

수월한 학령기 진입을 한 부모들의 처가 그 목 과는 사실상 모순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불안요소가 존재함에도 취학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

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기 심리 때문이다(우남희 외,2009).앞선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모들은 취학 사교육을 통해 아동의 학령

기 진입이 수월하기를 기 한다.나아가 인지 인 역에서의 취학

사교육을 통해 무리 없이 등학교 교과과정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라

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한국교육개발원,2010), 고등학교 입시를 비

하여 최종 으로 ‘입시’에서 우 를 선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기도 한다

(박 정·이 호,2009).즉,이 의 유아 사교육을 규정하는 ‘재능 개발

사교육’이나 ‘인지,발달 사교육’이 차 ‘입시 사교육’의 성격으로 바 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에서 생되는 부작용에 한 우려와는 달리

국어, 어,수학과 성취도의 경우 등학교 취학 사교육을 통해 아동

의 교과에 한 응성을 강화시켜 등학교 취학 이후 성취도나 학습태

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신동주,

2007;우남희,2005;이기숙,2011). 의 유아 사교육에 한 상반된 주

장들을 살펴보았을 때,유아 사교육은 효과성 연구,탐색 연구에 있어

서나 이론 으로 학계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 으로,유아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재까지의 연구 부분이

가진 한계 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우선 지 까지의 선행 연구

들은 무 인지 사교육 심의 ‘조기사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치

했다.이는 취학 사교육의 연구 범 혹은 정의가 불명확한데서 기

인했지만 학령기 이후의 아동이 받는 사교육과 학령기 의 사교육은 분

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에서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는데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만약 특정 학생이 학령기 이 의 인지 사교육만 받는다면

기존의 연구들로써 그 효과성을 입증해내기 충분하겠지만 체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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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성 사교육과 아동발달 사교육( 뢰벨,교구)역시 참여율이 존재

하고 그 비용과 이용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계로 분석의 상에 포함시

켜야 한다.특히,사교육 수혜 시기의 성을 단하고자 한다면 되도

록 만 3-4세의 유아들이 받는 사교육의 형태를 반 하여 최 한 실제

상황에 맞는 연구 상황을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유아 사교육 특히 인지 사교육의 정도(시간,이용 횟수,최

이용시기)와 유아들의 내 구인들 간의 계가 규명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사교육이 ‘ 한’가의 여부는 규명해낼 수 없다.유아

사교육 련 연구를 본 사람들이라면 과도한 유아 사교육은 분명한 문제

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겠지만 유아 각각의 내재 성격과 집안 환경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교육량의 역치가 다른 만큼 ‘ 한’사교육의 양

은 수치상 표 할 수 없고 일반화시키기는 더욱 어렵다.자연히 이에

한 시사 과 정책 제언은 공감을 사기 어렵다.그러므로 유아 사교육

에 한 유용한 연구를 해서는 연구 범 에 한 엄격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유아 사교육의 여부,즉,유아 사교육 수혜 과목별 ‘참여여부’가

갖고 있는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치 성격을 갖는 유아 사교육의 참여여부 형태

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사회성 부정 정서성 그리고 내재화와 외

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 으로 한다.설문

지 내에 유아 사교육 기 내/외에서 진행되는 여러 과목의 사교육 유형

과 시작 연령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지 사교

육과 비인지 사교육으로 구성된 처치집단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

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첫 번째,기존 유아 사교육에 한 연구들은 인터뷰를 통한 질 연

구들과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설문하는 방식으로 그 효과성을 탐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조기 사교육’만을 다룬 주제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분석 결과 자체를 모집단의 결과로 일반화 시킬 수

없다.하지만, 규모의 가정들을 표본 조사한 패 데이터를 통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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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표본의 추정오차를 여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정보를 더욱 정

확히 산출할 수 있다. 한 한국아동패 데이터의 경우 4차년도와 5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유아 사교육에 한 정보,학생과 학부모의 배

경변인을 비교 세 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 로 된 인과효과 추정

치를 제공 해 수 있어 유아 사교육 련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유아 사교육의 종류별로 본 연구의 심 종속변인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규명하는 본 연구는 학부모들과 유아 사교육 시

장을 공교육화를 주도하는 교육당국에 여러 가지 시사 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라 기 한다.유아 사교육의 목 이 거시 으로는 자녀들의 학령

기 진입에,미시 으로는 인지 ,정서 ,행동 발달을 수월하게 하기

한 것이라면,기존 연구에서 보여 종속 변인인 심리 구인들 학업

성취도의 부분 인 효과보다 종합 인 효과성을 다룬 본 연구가 부모들

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의 경우 뚜렷한 목 하에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를 들어, 어와 수학과 같은 인지 과목에 한 응을 용이하게 하

기 해 어 사교육과 수학 사교육에 투자하고,유아의 성을 찾아주

기 하여 활동 주의 로그램이 포함된 사교육 체육,미술,음악

활동의 사교육에 투자한다.그 다면,사교육의 목 에 따른 직 인 효

과성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목 이외의 심리 구인들까지 포

함한 종합 인 효과를 살펴 야 하는 것인지에 한 의문이 남는다.이

는 ‘풍선효과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풍선효과이론은 어떠한

상을 해결하기 한 인 조치가 다른 비의도 문제를 야기 시키는

상을 지칭하는 경제 용어이다(최성모·소 진,1994).보통 제재 주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외부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설명하는 기제

가 풍선의 한쪽을 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상과 유사해 풍

선효과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유아 사교육과 련한 여러 선행연구

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풍선효과의 기제처럼 부모들이 유아 사교육의 목

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결과 으로 그 목 이외에 다른 효과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 사교육의 형태가 보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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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사교육 비인지 사교육 그룹

X X Group1

O X Group2

X O Group3

O O Group4

<표 Ⅰ-1>유아 사교육 참여형태 (multipletreatment)

모들이 상정하는 사교육의 목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효과들,

를 들어 창의성,사회성 부정 정서성,내재화와 외 화로 나타나는

문제행동들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종합 으로 악하는 데 목 이 있다.

다시 말해 의도한 효과(intended effect)이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

(unintendedeffect)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부모와 교육당국에게 더 많은

시사 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더불어 만약 심 종속변인에 련이 있

는 통제변인과 그 방향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유아 사교육의 과목 별

효과뿐만 아닌 추가 인 정책 제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연구문제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기본 인 논리로써 유아 사교육에 참

여하는 패턴을 크게 네 가지로 나 수 있다.구체 으로,인지 사교육만

을 심으로 사교육을 참여한 아동, 체능 련 특기 사교육 아동발

달 사교육과 같은 비인지 사교육에만 참여한 아동,인지 사교육과 비인

지 사교육 모두 받는 아동,인지 사교육과 비인지 사교육 어느 것도 받

지 않는 아동이다.사교육 참여 패턴에 있어서 각 집단의 참여 여부를

다 처치(multipletreatment)로 간주하고 이를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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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에 따라서 차별 인 특징이 존재하는가?특히,

아무 사교육도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타 형태의 사교육에 참여 여

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존재하는가?

2.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 별

본 요인들의 차별 인 특징을 조정했을 때,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에 따

라 창의성,사회성 부정 정서성,내재화와 외 화 문제행동에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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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 분석

제 1 유아 사교육의 정의

일반 으로 사교육의 범 는 ·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

정 이외에 사 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는 행 를

일컫는다.(사교육비조사,2013).보통 · ·고등학생들이 재화를 투자하

는 과외,학원 수강,학습지,통신 인터넷 강의 등의 형태가 학교 밖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이고 방과 후 교육,EBS,어학연수는 사교

육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의 조기사교육의 정의는 “학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들을 상으로 학

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는 과외 교육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지 자극을 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자극”을 의미한다(우남희 외,1992b).

문제는,여러 매체나 다수의 선형연구들은 이러한 ‘조기 사교육’에

한 험성에 매몰되어 유아 사교육이 흡사 조기 사교육이라고 개념 으

로 착각하게끔 하지만 조기사교육과 유아사교육을 개념 으로 동일시할

수 없는 을 명확히 해야 한다.우선, , ,고등학교 학령기의 학생들

의 사교육은 ‘학교 이외에’라는 공간 인 성격이 강한 반면 학령기 이

의 유아들이 받는 사교육은 ‘인지 자극을 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자

극’이라는 사교육의 내용 성격이 강하다.‘사교육’의 정의가 공간 구

분 없이 내용 구분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그 다면 유아가 받는 모

든 교육활동은 그 공간 인 구분을 떠나 정도나 시간만 존재한다면 모두

‘사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이와 같은 논

리라면 극단 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정규 교육 시간

내에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인지 내용 역시 ‘사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

으므로 학령별로 ‘사교육’의 정의에 한 합의가 어려워진다. 다른 문

제는 유아에게 가르치는 과도한 인지 자극의 사교육을 조기 사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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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조사내역

유아교육기

외 사교육

인지학습

개인지도

한 (동화구연,말하기,한 래시 카

드),국어,한자, 어,외국어,수학,과

학,논술 등 교과목의 교육

그룹지도

학습지

학원수강

재학습

인터넷강의

기타

특기· 성

개인지도

개인의 특기와 재능을 개발시키기 한

목 으로 받는 교육으로 미술,음악,체

육,기타(컴퓨터,바둑)과목

그룹지도

학원수강

재학습

인터넷강의

기타

아동

발달학습

개인지도
심리 ,신체 발달을 한 놀이나 활

동:다도, ,종교수업,북아트,팻

아이,창의력, 래놀이, 인놀이,발

도로 ,오감발달

그룹지도

학원수강

재학습

인터넷강의

기타

교구이용

로그램
뢰벨, 고,몬테소리 등

유아교육 기

내 특별활동

인지학습 기본 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표

보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운 되는 로

그램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여 유아

교육기 이외에 별도 강사에 의해 이

루어지는 로그램

특기· 성

아동

발달학습

<표 Ⅱ-1>사교육비 조사방법 개선연구(김일 외,2007)

로 분류함으로써 발생한다.앞에서도 언 했듯, 다수 3세부터 학령기

이 까지 받는 사교육 속에는 국어, 어,수학뿐만 아닌 미술,음악,체

육의 ·체능 특기 사교육까지 포함된다.취학 아동이 국, ,수

심의 인지 사교육만 받는다면 계가 없겠지만,보통의 경우 특기/ 성

아동발달 사교육까지 병행하거나 이러한 비인지 사교육 하나만 받

는 경우도 존재한다.이러한 이유로,사실상 ‘조기 사교육’이란 정의 안에

들어있는 배타성은 비 실 인 가정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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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유아 사교육의 개념 추론 가능

김지경(2004)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학원,개인/그룹과외,학습지,방과후

교실(사회복지 ,공부방 등에서의 교육활동)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쇼요되는 비용.

서 택(2004)

과외교육비:개별 으로 받는 과외 그룹과외로 학습지,교구,미

술,음악,컴퓨터,어학

학원교육비:개인의 특기와 재능 학습을 개발,신장하기 한 어학,

웅변,미술,음악,서 ,수 ,태권도 등

방과 후 교육비:유아교육기 에서 정규수업 이외의 특별수업 를

들어 어학,교구,미술,음악,태권도,발

강이주(2007)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정규 공교육비 이외에 가계에서 지출되는

모든 교육비 즉,음악,미술,체육 등의 재능 교육,어학,컴퓨터,한

문,산수 등의 학원과 학습지 등의 선행학습과 련된 비용

김선희(1997)
교육비 지출 행 자에 의해서 분류하기 보다는 교육비 부담 주체에

따른 분류

이경선(2010)

학원,개인/그룹과외,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를 사교육이라 하

며,각 이용범주에 포함되는 교재비,재료비,도구 실습비,간식비

등의 부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출하는 비용

KEDI(2010)
유아교육기 내의 정규교육 과정 이외에 교육활동(특별활동)과 유

아교육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지출되는 비용

<표 Ⅱ-2>유아 사교육비의 정의(한국교육개발원,2010)

그러므로 이러한 정의 인 한계 을 극복하려 여러 선행연구들 역시

조기·특기 사교육처럼 용어를 하나로 합쳐 사용하거나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유아 사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한다(한국교육개발원,2010).다만,교육

내용에 한 범 가 확장이 되었을 뿐 교육을 받는 공간에 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며 ‘유아 사교육’에 한 직 인 정의

보다는 ‘유아 사교육비’에 한 정의로써 유아 사교육에 한 정의를 간

으로 추론하고자 한다.

의 <표 Ⅱ-2>을 근거로 하여 유아 사교육비의 정의를 내려 보자면

‘유아 교육 기 내 특별활동 교육비와 유아 교육 기 외 과외 교육비

가 혼합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2010).이를 통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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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아 사교육이라 함은 ‘유아 교육 기 내 특별활동과 유아 교육

기 외에서 일어나는 과외활동’이라는 조작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유아교육

유아사교육

유아교육기 유아교육기 내 유아교육기 외

정규 교육 특별활동 교육 과외 교육

[그림 Ⅱ-1]유아교육과 유아사교육 개념 범 (한국교육개발원,2010)

제 2 유아 사교육 효과에 한 국내/외 연구

1.유아 사교육 효과에 한 국내 선행연구

연구의 필요성 구체 목 에서 언 했듯,본 연구의 ‘유아 사교

육’이란 기존의 인지 사교육뿐만 아니라 특기 사교육과 아동발달 사교

육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인지사교육 그리고 특기사교육 아동발달

사교육의 효과와 련된 선행 연구는 무수히 많지만 그 효과성 연구에

있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주제를 압축시킬 수 있다.우선,과도한 인

지사교육이 학업 성취 아동의 심리 구인에 미치는 향성,그 다음

으로 결과가 항상 정 이긴 하지만 특기/ 성 사교육 아동발달 사

교육이 아동의 사회성 심리 발달에 미치는 향1)이 두 번째 방향

1)음악,미술,체육 활동으로 표 되는 특기/ 성 사교육은 아동의 사회성 심리 발달에 항상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김종탁,2000;소 호,2013;백아정,2006).유아의 신체활동이나

음악활동이 지능 발달 신체 발달 는 래와의 친 감을 상승시킨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

어 이 같은 결과는 독자로 하여 어느 정도 상해볼 수 있다.결국, 체로 결과가 매우 획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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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마지막으로 취학 의 사교육과 등학교 취학 이후의 계를 규

명한 선행 연구는 보통 유아의 취학 사교육 경험을 담당했던 기 과

노출된 교육기간에 따른 학교 응성의 차별 효과를 본다.방법론 으

로는 3개 이상의 집단에 한 단순한 평균비교와 계 회귀분석이 주

를 이룬다.

유아 때 받는 인지 사교육이 학업성취 혹은 아동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주제 자체가 사회 으로 많은 논란이 된 만

큼 다수의 선행 연구가 존재했다.이 연구 결과들을 어느 정도 일반화시

켜보자면,유아의 인지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학업 태도에 미치는 향

은 정 이지만 지속 이지는 않고,아동의 심리 구인에 미치는 향

성은 상당히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주(2007)의 연구는 유아기 어경험이 등학교 1학년 어 학습

에 미치는 향을 원어민 어교사 5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분

석했다.연구 결과,취학 어 학습 경험은 어 시간에 보이는 아동

들의 자신감, 어에 한 흥미 학습태도 등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심층면 을 통해 드러난 결과는 이런 정

인 효과에 해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 다.결국, 등학교 입학 이후 어 교육이 아동에게

가장 하다고 주장하며 어 흥미나 학습태도에 향을 미치는 취학

후 래의 지원 교사의 지지가 매우 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남희 외(2005)의 연구는 이런 신동주(2007)의 연구와 인지 사교육

에 해서 같은 입장을 취한다.이 연구는 유치원 원장들 311명의 설문

지 응답을 통하여 조기 사교육이 유아들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에 미치는 향에 한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이다.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향에 해 언 해보자면,사교육을 조기에,더

많이 받은 유아일수록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지만 동시에 단편 인 성격

을 갖고 있음을 진단했다.구체 으로,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끈기나 자

율성,문제 해결등과 같은 근본 인 학습태도를 터득하는 데 있어 오히

고 방법론 상 인지 사교육과 차이 이 없어 본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소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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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가지 연구를 더 제시해본다면,이기숙 외(2011)의 연구를 통해 유아

기의 기본 인 언어 능력이 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향을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이 연구는 유아기의

언어 사교육이 등학교 이후 직 인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는 언

하지 않는다.다만,유아기의 언어 능력이 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 5

세에 받는 사교육은 향이 없다고 밝힌다.이를 통해 기계 이고 지식

달 인 사교육보다 자연스럽게 어휘나 국어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 주는 것이 유아에게 더욱 요한 것이라 결론지어졌다.

유아의 과도한 인지 사교육이 단기 으로 학습태도에 정 인 역

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아의 정서 이고 사회 인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은 항상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백혜정 외(2005)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91

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인지 사교육과 유아들의 문제행동간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연구 결과,인지 사교육의 가짓수는 유아들의

비행이나 공격성을 설명하는 외 화, 축,신체증상 그리고 우울 불안을

표하는 내재화와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존재했다.특히,유아의 인

지 사교육 참여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상은 유아들의 내재화 문제보다

는 외 화 문제를 더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남희 외(2005)의 연구에서 유아의 과도한 인지 사교육의 부정

측면으로 유아의 과도한 스트 스,주의 산만 끈기부족,이기 성향,

주변사람들에 한 지나친 의식,자율성 부족 등을 지 하 다.과도한

인지 사교육은 많은 내용을 단시간 내에 습득하도록 하는 특성 때문에

유아들로 하여 과도한 스트 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 스가 주의 산만

끈기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인지 사교육의 특성 상,자신

이 문제를 직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제공하기 보다는 인지 자극을

심으로 진행되므로 아동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율성이 부

족해진다고 보고한다.무엇보다,이 조기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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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는 경쟁심리가 깔려있다.자신의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뛰어나

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 다른 아이들과 성 을 비교하고 자녀의 성취도가

좋지 않을 경우 부정 태도를 보일 수 있다.부모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자녀가 주변 사람들에 해 지나치게 의식을 하고 이기 성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취학 사교육이 등학교 취학 직후 심변인에 해 갖는 효과성

연구는 주로 유아 사교육 수혜 기 에 따라 심 변인에 한 효과를 보

는 것이 부분이다. 를 들어,유치원과 보육기 그리고 학원을 3세부

터 취학 까지 어떤 형태로 참여했고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

등학교 취학 후 학교 응성,성취도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김성식(2010)의 연구는 아동청소년 패 1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 회귀분석을 통해 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응도에 한

아동의 가정환경,취학 교육 경험,입학 후 교육 학습활동 등의

향력을 분석하 다.분석 결과, 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응도에 취학

교육경험과 가정배경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이는 취학 교육을 경

험했던 기 간 교육내용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하지만,여학

생이고 어머니가 업주부인 경우 그리고 입학 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학교 응 수 이 높게 나타났다.다만 여러 선행연구

와는 달리 가정 배경이 등학교 학교생활 응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

생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는 가정 배경을 세분화 하여 차별 효과를 보는

안으로 면 한 재분석이 요구된다.

박은혜 외(2011)의 연구 역시 한국아동청소년패 의 1,2차년도 자료

를 이용하여 취학 사교육 기 경험이 있는 등학교 2학년을 상으

로 취학 사교육 경험기 에 따른 성 정서문제의 차이를 일원분

산분석(ANOVA)을 통해 알아보았다.취학 직 1년간 경험한 기 은 유

치원이,가장 오래 경험한 기 유형은 보육시설이 큰 비 을 차지했고

각 기 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동의 일반 배경이 달랐다.취학

사교육 담당기 유형의 이용기간에 따른 아동의 성 정서문제를 살

펴본 결과 유치원 이용기간에 따른 아동의 성 정서문제와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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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간에 따른 성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조하나 외(2013)의 연구도 박은혜 외(2011)의 연구와 같이 한국아동청

소년 패 1,2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체 으로 두 연구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다.하지만 좀 더 엄 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어

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기간이 정서문제 총합에,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주

의집 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진단한 학

업 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을 입증했다.즉,좀 더

인과 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했다는 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인 외(2011)의 연구는 204명의 등학교 1학년 학생,학부모,선생

님을 설문하여 취학 교육경험에 따른 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응과 학업성취의 계를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밝혔다.이 연구

에 따르면, 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 응에 향을 미치는 유아 사교

육 련 변인은 취학 유아 사교육 경험유형과 다닌 학원 수,최 로

경험한 시설,취학 직 1년간 다닌 교육기 유형이었다.학업 성취의

경우 의 요인 최 경험 교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이 유의

미한 향을 갖고 있었다.

2.유아 사교육 효과에 한 해외 선행연구

유아 사교육 효과에 한 해외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는

우리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사교육’에 한 개념과 서구권에서 통용되는

‘사교육’의 개념차이에서 비롯된다.우리나라나 동아시아권에서의 사교육

은 주로 ‘Shadow education(Sykes외,2009)'의 성격을 가졌지만 서구권

에서의 사교육은 비록 돈은 일정 부분 수혜자들에게 받거나 주정부를 통

해 조달되지만 주로 소득층,학력부진아에 한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로그램을 운 하는 경우가 더 많다.그러므로 외국의 경우 사교

육 효과란 외부에서 자원을 투자받은 교육 로그램에 한 효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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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를 이룬다.

Burgar(2010)의 연구는 각 나라의 여러 유아 교육 로그램 효과성을 메

타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 다.기본 인 연구의 틀은 각 비교 상 로그

램들이 유아의 인지 발달에 얼마나 효율 이었는가,낮은 사회경제 배경

(SES)를 갖고 있는 가정의 유아들은 이러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한 질문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연구 결과,여러 유아 교육

로그램들은 인지발달에 있어 단기 향력은 정 이었으나 장기 향

력은 미미했다.특히,낮은 SES가정의 유아들은 이런 로그램을 통한 성

장률이 다른 평균 인 가정의 유아들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지만,환경

의 향 떄문에 그들의 발달 인 결핍을 완 히 채워주지는 못했다는 결론

을 보고한다.

Cortáazar(2015)의 연구는 경향 수 매칭 방식을 이용하여 3-5세의

ECCE(EarlyChildhoodCareandEducation) 로그램 참여자들을 통해

ECCE 로그램 참여여부에 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 환경을 동일하

게 조정함으로써 로그램의 선택편의를 교정한 후 로그램의 참여효과

를 확인한 연구이다.분석 결과,SIMCETest에서 수학,읽기,사회과학

분야 모두 참여집단이 비 참여집단보다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이

러한 참여효과는 남자가 여자보다,SES의 계 에 따라 차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ey & Ramey(2015)의 연구는 무작 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Trial)의 연구방식에 따라 취학 교육 로그램들이 학령기

에 진입하여 수월한 독해능력과 수학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그 지

속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았다.실제 으로 발달상 소외될 수 있는

아동의 경우 이 로그램들로 정 인 효과를 보았고, 등 교육과정에

서까지 그 효과성이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한,특수교육배치나 학년

유 이 어드는 실제 인 효과도 보 음을 알 수 있었다.

Armecin외(2006)의 연구에서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6,693명의 0

세-4세까지의 아이들을 상으로 한 종단 코호트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경향 수 매칭과 이 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의 결합모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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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발달 로그램이 가져오는 인지,사회성,언어발달에 한 효과성

분석을 진행하 다. 로그램이 지역 인 처치이기 때문에 ‘참여’지역과

‘비참여’지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하 고,참여지역에의 인구 통계학

요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유아의 나이, 로그램 참여 기간들을

시 당국에서 조사하 다.분석결과,4세 정도의 유아에게서 인지,사회성,

언어발달에서 로그램의 정 인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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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 분석자료

한국 아동패 데이터는 아동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

인에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분석을 목 으로 설계되어 2008

년에 수행된 1차년도 조사부터 2014년 최근까지 수행된 7차년도 조사까

지 종단 특성을 띄고 있는 설문기반 자료이다.조사 모집단은 2006년

도 기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 에서 2008년 4월부

터 7월까지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조사 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와

조사 참여를 거부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상으로 패 참여의사

가 있는 2,562가구를 모집하여 이 최종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

으로 추출하 다.설문에 한 응답은 주로 양 부모,유아 교육기 (어린

이집,유치원,기타 기 )의 구성원들을 상으로 수집하 으며 창의성이

나 언어발달 수 과 같은 일부 문항은 아동이 직 응답 가능한 시기에

수집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2011년도,2012년도에 조사된 한국 아동패

3,4,5차년도(만 2-4세 아동 상)데이터를 사용하 다.3차년도,4차년

도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총 아동 수는 1,802가구,1,754명이고 5차년도

의 경우 1,703명이다.다만,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고 3차,

4차년도와 5차년도 데이터에 모두 참여한 가구의 이스만 분석 상으로

삼은 결과,분석에 이용된 총 실제 아동 수는 1,614명으로 나타났다.이

1,614명 분석에 필요한 주요 변인이 결측인 사례를 제외(listwise)한

1,499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 연구에서 한국 아동패 3,4,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앞

서 언 했듯 가정 마다 유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과 그에 따른

가장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아동 연령 가 3세에서 5세 사이이고(사

교육 걱정 없는 세상,2013),실제로 이러한 유아 사교육에 한 집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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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발달 단계 상 유아 사교육의 형태에 따른 창의성이나 정서,문제

행동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무엇보

다 유아의 창의성이나 정서,행동평가 척도와 그 외 통제 변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여타 척도의 경우 데이터 내에서 최종 으로 구축된 시기가

3차년도 4차년도,5차년도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

다.

제 2 주요변인

1.처치변인:유아 사교육의 과목별 참여 여부

본 연구의 주요 처치변인으로는 유아 사교육 과목을 기 으로 형성한

4개의 처치 집단이다.5차년도 데이터를 기 으로 처치집단을 형성하

으며 크게 어린이집,유치원,선교원,기타학원에서 받는 ‘기 내’특별

활동과 학습지 타 기 에서 받은 ‘기 외’사교육 과목을 활용하

다.

설문지 상에서 기 내 특별활동의 수혜여부와 과목을 묻는 질문은

‘○○(이)가 재 다니는 이 기 (3일 이상)(어린이집,유치원,선교원,

기타학원 포함)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로그램이 있습니까?이용

인 특별활동 로그램에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복응답 가능).’라는 문항

을 사용하 으며,기 외 사교육 수혜여부와 해당 과목의 설문 결과는

‘○○(이)가 주기 으로 이용한 학습지 로그램이나 기 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응답 가능)단,주로 다니고 있는 어린

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 ( 어학원,놀이학교 등)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의 문항을 통해 악

하 다.

문항에 제시된 과목으로는 한 ,한자, 어,기타외국어,수학,미술,

음악,체육,컴퓨터,교구이용 로그램이 있었으며 김일 외(2007)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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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근거하여 한 ,한자, 어,기타외국어,수학은 ‘인지사교육’으로 분

류하 고 미술,음악,체육,컴퓨터의 경우 ‘특기 성사교육’,교구이용

로그램의 경우 ‘아동발달사교육’으로 분류하 다2).이러한 분류 하에 설

문지 상 기 내,기 외에서 참여했던 해당 과목의 참여여부를 모두

반 하여 유아 사교육 참여패턴을 구성하 다.구성에 있어 특기 성사

교육과 아동발달사교육의 경우 인지사교육에 비해 참여 구성원이 매우

었으므로 두 항목은 하나로 묶어 ‘비인지사교육’으로 구분하 다.이를

토 로 구성한 유아 사교육의 참여패턴은 의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 인지사교육 유아 비인지사교육 집단
X X 1

O X 2
X O 3

O O 4
Group1:기 집단

<표 Ⅲ-1>유아 사교육 참여 패턴(MultipleTreatments)

사교육 참여 패턴에 따라 인지 사교육과 비인지 사교육 모두 받지 않

은 집단(집단 1),인지사교육만 받은 집단(집단 2),비인지 사교육만 받

은 집단(집단 3),두 종류의 사교육을 모두 받은 집단(집단 4)을 구성하

다.기 집단(referencegroup)으로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집

단 1)을 설정하 고 이를 토 로 다른 그룹들이 창의성 사회성,부정

정서성과 내재화와 외 화로 표되는 문제행동에 어떠한 효과를 갖

는지 분석했다.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을 기 집단으로 삼은 이

유는 ‘처치’라는 개념에 의해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과 다른 형태

2)유아 사교육 과목에 있어,조사 항목 내에 ‘통합 로그램’수혜여부를 묻는 문항도

존재하 다.‘통합 로그램’이란 를 들어,체육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반에 음악을

통해 주의를 집 시키거나 어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음악이나 체육활동을 통해 아동에

게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수업효과를 증진시키는 방식의 로그램이다.본 연구의 분석

에 있어 통합 로그램은 과목의 범주화가 용이하지 않고 데이터 내에 참여한 표본수가

1% 미만이었으므로 분석 이스에서 삭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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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교육을 비교하여 이러한 선택에 있어 향을 미치는 여러 기제가

무엇인지 단하고자 하기 함이다.

유아 사교육 패턴에 있어서의 결측치 처리는 우선 유아 기 내/외

사교육 로그램 수와 참여시간,비용을 통해 체 사교육 참여여부를

조정하 다3).조정 후에 체 사교육 참여 여부 내에 나타난 결측은 분

석사례에서 제외했으며 체 수혜여부와 각 과목의 참여여부를 서로

조시켜 각 과목 내에서의 결측을 ‘해당 과목을 받지 않음(0)’으로 설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 다.

2.결과변인:창의성,사회성 부정 정서성,문제행동

가)인지 발달(창의성)

창의성 연구 기에는 독창성이나 상상력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발명,

신,통찰력,창의 인 사고,직 ,새로움이라는 어휘들로 ‘창의성’이 표

되기도 할만큼 창의성에 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매우 상이했으며 이

와 같은 개념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 다( 경원,1997).그 국

내에서 Guilford(1970)와 Mednick(1962),Torrance(1990)의 연구는 창의

성과 련되어 많이 사용되며 창의성에 한 정의나 하 요인들에 한

구분은 여러 창의성 연구들의 기 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 다.특히,가

장 리 사용되는 Guilford(1970)의 창의성 모델에서 제시한 창의성의 개

3)어머니 상 설문지와 어린이집 구성원을 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유아 기 내,

외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사교육 과목에 한 참여여부를 확인했다.다만,데이터에서 유

아 교육 기 내 사교육의 경우 각 과목당 상세하게 참여한 로그램 수,시간,비용이

기입되어 있는 반면 유아 교육기 외 사교육에 해서는 과목 별 구분 없이 총 참여시

간과 비용만이 표기되어 있었다.이런 이유로 유아 교육기 외 사교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통해 체 사교육 여부는 ‘참여(=1)’로 처리했지만 세부 과목 안에서 참여여부에

한 정보가 결측일 경우 어떠한 사교육을 받았는지에 한 정보 악이 어려워 해당

이스는 제외하는 상황이 나타났다.유아 사교육에 한 정확한 정보와 추후 연구를

해서 유아 교육 기 외 사교육에 한 상세한 자료 수집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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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새로운 사고를 생산해 내는 행 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지 능력의 한 특성인 ‘확산 사

고’의 일례로써 창의성을 다루고 있다.이에 한 반발로써 제시된

Mednick(1962)의 창의성 정의는 ‘여러 요소를 연합하여 유용한 조합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개념화 하 으며,Torrance(1990)는 ‘창의

사고를 결함․부족한 요인․방해요인 등을 인지하고 이에 한 가설

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그 가설을 검증하고,이를 수정 는 재검증하여

최종 인 결과를 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세

학자의 창의성에 한 정의는 약간씩 상이하지만 공통 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창의성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측면’과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 토 아래 아동의 창의

성을 아동의 ‘인지 ’범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의성 척도는 4-5세의 유아가 상인 경원

(1997)이 개발하고 표 화한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Korea-Figural

CreativityTestforYoung Children;K-FCTYC)를 이용하 다.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가 여타 창의성 검사에 비해 갖는 장 은 행동과 언어

그리고 도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창의성 척도 창의성을 가장 많은 그

리고 다양한 유아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행동 특성

의 경우 찰을 해 아동 각각을 심도 있게 찰해야 하므로 검사 시간

과 상에 한 부담이 발생하고 언어 특성의 경우 만 3-4세의 아동

의 언어표 능력이 부족하여 반응을 오해하거나 제한 인 반응만 측정할

수 있다는 이 검사의 타당성을 해한다.이에 창의성의 각 하 요인

에 해 아동이 직 여러 가지 도형에 해 반응하고 검사자가 이를 평

가하는 방식은 단시간 내에 여러 아동을 검사하고 아동의 자유로운 반응

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에서 장 으로 작용한다.

K-FCTYC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안한 창의성의 구성요인4)을 토

4)Guilford(1970)의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하 요인으로 지 요소로서의 유창성,융통성,

독창성,정교성을 주장하고 정의 요소로서의 민감성과 개방성을 주장한다.한편,

Torrance(1962)의 경우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정교성을 창의성의 하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김남성(1993)의 연구에서 인지 역에서의 유창성,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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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설명

유창성(Fluency)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

출해내는 아이디어의 풍부함과 련된 양 인 능력으로 반응

의 양이 요한 기 능력이다.

독창성(Originality)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희귀하고,참신하며 독특한 아이

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으로써 창의 사고의 궁극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개방성(Openness)

인간의 태도,생각,경험 따 가 기존의 사고의 틀에 얽매이

지 않고 거리낌 없이 시,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교류

하게 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는 열려있는 상태나

성향(창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요한 특성)

민감성(Sensitivity)

창의성의 한 요인으로 지각력과 계가 있어 주변 환경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에 해 민감한 심을

보이고,이를 통하여 새로운 역을 탐색,확장해 나가는 것

을 의미한다.

<표 Ⅲ-2>창의성의 하 구인( 경원,2001)

로 창의성을 크게 유창성,독창성,개방성,민감성 4가지 요인으로 구

성하 으며 각 하 요인에 한 설명은 아래표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 했듯,이러한 4개의 하 요인을 도형을 통해 측정한다.

K-FCTYC에서는 하 요인들 각각의 원 수 외에도 하 요인에 한

백분 수와 T 수,그리고 하 요인 수를 합친 총 의 백분 수

와 T 수를 부여하고 개인 로 일을 작성한다.본 연구에서의 창의성

수는 총 의 T 수를 활용하 으며 척도 신뢰도와 타당도의 경우 각

창의성 하 요인의 T 수를 통해 분석했다.

독창성,정교성을,정의 역에서의 민감성,개방성,자발성,인내심,모험심을 창의성의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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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서 발달(사회성 부정 정서성)

아동의 기질에 한 연구는 Allport를 시작으로 Buss와 Plomin(1984),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각 국가,교육 환

경에 따라 그 조작 정의가 연구자마다 매우 상이하다.하지만 체

으로 아동의 기질에 해 유 인 향과 이후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기질 형성의 큰 설명력을 차지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특

히,아동의 기질에 있어 부모의 향 가정환경, 래와의 계,물리

환경은 특정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동도 기질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임소연 외,2012;

MartinR.P,1994;김흥규 외,2005;신인숙 외,2005;한경자 외,2000).

그 다면,가정의 70% 이상이 유아 사교육에 참여하고 그 참여 형태

한 다른 만큼 아동에게 있어서는 사교육 참여 자체가 매우 요한 경험

임에 틀림없다.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기질에 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부정 정서성,활동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Buss와 Plumin(1984)이 제안한 EAS기질척도(Theemotionality,activity

andsociability-temperamentsurveyforchildren-parentalrating;EAS)

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 다.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설문

했으며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각 하 요인을

표하는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 다.아동의 ‘기질’에 있어 이

론 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하 요인에 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본 척도

지에서는 사회성과 활동성,부정 정서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 다.

사회성의 경우 아동이 타인과 어울리며 덜 수 어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활동성의 경우 아동이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 인 특성을 나타내는 정

도를 말한다.부정 정서성의 경우 아동이 어느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부

정 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이 세 가지 하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이 실제 분석에 사

용된 문항은 볼드체로 표시된 문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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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해당 문항

사회성

1.우리 아이는 수 음을 잘 타는 편이다.*

2.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3.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더 좋아 한다.

4.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을 쉽게 사귄다.

5.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을 좋아한다.

6.우리 아이는 사교 이다.

7.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8.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9.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10.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부정

정서성

1.우리 아이는 잘 운다.

2.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 인 편이다.

3.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4.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5.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활동성

1.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2.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3.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4.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 이다.

5.우리 아이는 활동 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 인 놀이를 더 좋아

한다.*

*:역코딩 문항

<표 Ⅲ-4>EAS기질척도의 하 요인 문항(한국아동패 ,2012)

그 이유는 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은 정 ,부정 인 의미를 충분히

악할 수 있지만 활동성의 경우는 그 의미가 부정 인지 혹은 정 인

지 쉽게 악이 불가능한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이다.어느 부모

는 자신의 자녀가 활동성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어떠한 부모는 자녀의 활

동성이 공격성이나 ADHD(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의 발 이라고 생

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연구들에서도 활동성이란 아동의 진취 이

고 활발한 특성이라고 여기는 연구가 존재하는 반면,공격성과 불안의

증상이라고 해석하는 연구들도 지 않다(Berk,1997;김민희,1998).이

러한 이유로 기질 척도의 하 요인 활동성을 제외하고 사회성,부정

정서성만으로 유아 사교육 효과를 분석하 다5).



-26-

다)문제행동(내재화 외 화)

문제행동이란 ‘유아기,소아기,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로

아동이 성장하면서 본인이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부 한 정서 ,

행동 부 응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 ’라고 정의된다(Hwang,1997).이

러한 문제행동을 크게 두 가지 하 요인으로 나 어 보자면 내재화와

외 화된 부정 기능으로 나 수 있다(Achenbach, T. M., &

Edelbrock,C.S.,1981).내재화는 축,우울,불안,신체화와 같은 과잉

통제된 행동의 내재화 장애를 뜻하며,외 화는 과활동성,공격성,비행

과 같은 과소 통제된 행동의 외 화 장애를 뜻한다(오경자 외,1997).이

러한 문제행동은 발달 상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많은 스트 스를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유아 사교육이 보편

화 되어 있는 재에 이른 사교육의 부작용으로 항상 지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행동 내의 내재화 외 화 행동장애를

측정하기 해 Achenbach와 Rescorla(2000)이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

아(2009)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 유아행동평가척

도-부모용(ChildBehaviorChecklistforAges1.5-5;K-CBCL1.5-5)을

이용하 다6).이 척도에서 내재화 문제는 정서 반응성,불안/우울,신

체증상, 축의 네 가지 척도로,그리고 외 화 문제행동은 주의 집 문

제와 공격행동의 두 가지 하 척도로 측정되었다.측정 방식은 각 문항

에 하여 6개월 내에 유아가 그 행동을 보 는지를 어머니가 단하여,

‘ 해당되지 않는다(0 )’,‘가끔 그 거나 그런 편이다(1 )’,‘자주 그

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 다(2 )’의 범 에서 응답하고 하 요인 간 합

산 수를 통하여 이를 백분 수,T 수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하 요인과 내용, 수범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5)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와 사회성을 완벽히 독립된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특

히 아동의 정서는 자라나면서의 인 계 즉,사회성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이러한 아

동의 정서는 태어나서 부모와 맺는 최 의 인 계에서부터 형성된다(Salovey &

Mayor,1996;Goleman,1995).

6)비공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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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인 내용
수

범

문항

수

내재화

문제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 0-72 36

정서

반응성

낯선 상황에 한 두려움과 짜증,스트 스로 정

서 안정과 련 있음.
0-18 9

불안/우울 자신의 행동에 한 지나친 불안감 0-16 8

신체증상 두통,메스꺼움과 같은 신체 불안 0-22 11

축

연령 에 기 되는 것보다 축되고 어린행동이

나 애정표 ,즐거운 놀이 한 무 심과 련된

문항

0-16 8

외 화

문제
통제가 부족한 행동문제 0-48 24

주의집

문제
과잉행동 둔한 운동신경과 련된 문항 0-10 5

공격행동 이기 ,반항심 분노발작과 련된 정서 문항 0-38 19

<표 Ⅲ-5>내재화 외 화의 내용 문항 수(한국아동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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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변인 측정 문항/변인구성

3

차

년

도

주 양육자 계
(더미변인)가정 내 양육방식=‘0’,외부 유아교육기

양육방식=‘1’

4

차

년

도

아동월령 아동의 생년월일과 설문지 조사 시기를 통해 유추

아동출생순 아동의 출생순

로그 소득 가구 월 근로소득과 이 소득의 합을 자연로그 취한 값

수도권여부
(더미변인)서울과 인천,경기 거주자는 ‘1’,그 외

지역은 ‘0’.

모 취업여부 (더미변인)취업=‘1’,미취업=‘0’

모 나이 응답자 생년월일과 설문지 조사 시기를 통해 유추

부모 학력

졸=‘6’, 졸=‘9’, 문 졸=‘14’, 졸=‘16’, 학

원 석사 졸=‘18’, 학원 박사 졸=‘21’부학력과 모

학력의 평균값

모 양육스트 스

(5 척도)

1.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아이를 잘 키울지 자신이 없다.

3.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가 있다.

<표 Ⅲ-6>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주요 통제변인 변인구성

3.주요 공변인: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공변인

3차년도와 4차년도,5차년도의 공변인의 목 은 모형마다 그 역할이

다르다.4차년도 공변인의 경우 경향 수(propensityscore)를 산출하고

유아 사교육 참여패턴에 있어 어떤 요인이 참여기제를 설정할 때 향을

수 있는지에 해 검정하므로 처치변인 구성에 향을 주면서 처치

시 이 의 변인이 모형에 투입되어야 한다.반면,3차년도와 5차년도

공변인의 경우 최종 회귀모형으로 유아 사교육 참여패턴 별 심 종속변

인(창의성,사회성,부정 정서성,문제행동)에 한 인과효과를 보는 것

이 목 이므로 이론 인 근거 하에서 종속변인과의 련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유아 사교육 참여패턴 별 효과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통

제 역할을 수행한다.3차년도,4차년도와 5차년도의 공변인의 구성은

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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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6.요즘은 육아정보가 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7.아이가 태어난 후 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

지 않다.

8.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9.아이가정서 으로불안정하면내탓인것같아괴롭다.

10.피곤할때아이가놀아달라고보채면귀찮은생각이든다.

11.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1문항의 평균값으로, 수가 높으면 양육스트

스가 높다는 의미.

로그 모 양육시간 (주당)모 양육시간의 자연 로그값

모 자녀기 (4 척도)

1.돈을 잘 번다.

2.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3.높은 사회 지 를 얻는다.

4.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5.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6.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시한다.

6문항의 평균값으로, 수가 높으면 자녀에 한

기 가 높음을 의미.

(가정환경)학습자료 충분성

11문항에 해 아니오=‘0’와 =‘1’의 총합으로

수를 산출하며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장난감,

책,게임에 한 아동의 근성을 의미하며 학습

에 한 부모 자신의 열의를 질문하는 문항도 포

함되어 있음.

(가정환경)언어발달 독려

7문항에 해 아니오=‘0’와 =‘1’의 총합으로 수

를 산출하며 부모가 자녀의 언어발달을 독려하는

정도를 수화함

(가정환경)물리 환경

7문항에 해 아니오=‘0’와 =‘1’의 총합으로 수

를 산출하며 물리 환경이 안 하고 충분한지,

공간 여유가 충분한지에 해 물음..

(가정환경)정서 반응성

7문항에 해 아니오=‘0’와 =‘1’의 총합으로 수

를 산출하며 아동에 한 양육자의 정서 ,언어

반응성과 온정 계를 의미함.

(가정환경)학습자극 여
5문항에 해 아니오=‘0’와 =‘1’의 총합으로 수

를 산출하며 부모가 유아기의 요한 지식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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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습득에 해서 격려하고,학습에 여하는지에

해 물음.

(가정환경)부모의 모델링

5문항에 해 아니오=‘0’와 =‘1’의 총합으로 수

를 산출하며 바람직하고 수용가능한 모델링을 부

모가 제시할수 있는지에 해 물음.

(가정환경)다양성

9문항에 해 아니오=‘0’와 =‘1’의 총합으로 수

를 산출하며 아동에게 풍부한 경험과 다양성을 제

공해 수 있는 가정의 생활방식에 해 물음.

(가정환경)부정 행동수용

4문항에 해 아니오=‘0’와 =‘1’의 총합으로 수

를 산출하며 부모가 아동의 부정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표 함.

보육비 지원여부 (더미변인)지원받음=‘1’,지원받지 않음=‘0’

5

차

년

도

육아지원기 충분성

지역 으로 육아지원기 이 충분한지에 한 질문

으로써 1=‘매우 불충분함’,2=‘불충분함’,3=‘보통’,

4=‘충분함’,5=‘매우 충분함’의 5 척도 문항.

모 통제 양육방식

부 통제 양육방식

(5첨 척도)

1.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을 가르친다.

2.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3.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4.나는지켜야할규칙,규율을세우고아이가지키도록한다.

5.나는 가정교육을 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6.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7.나는 아이가 공 도덕을 지키도록 한다.

8.나는 아이의 공격행동 ( :물건 던지기,때리기

등)을 제지한다.

모 허용 양육방식

부 허용 양육방식

(5 척도)

1.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2.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

시 하게 반응한다.

3.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다.

4.나는 우리 아이에게 정 이고 애정 이며 따

뜻한 심을 보인다.

5.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 하고 있는 행동에

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6.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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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7.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

여 같은 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다.

8.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화를 주고 받

으며 시간을 보낸다.

9.나는 내 아이가 심이나 주의를 끌기 한 행

동을 할 때,즉시 정 으로 반응해 다.

모 부정 자기 효능감

(5 척도)

1.내가 가진 문제들 몇몇 문제는 도 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2.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3.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4.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부부갈등

(5 척도)

1.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

하고 비난하며,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

운다.

2.남편/아내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

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

3.남편/아내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

다도 더 부정 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4.남편/아내는 나를 존 하지 않는 것 같다.

5.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계에 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6.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7.나는 지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8.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부모 각각의 부부갈등 수의 평균을 평균 낸

수 사용.

아동비만도 아동의몸무게(kg)/(아동의신장(m)×아동의신장(m))(BMI계산)

4차년도 아동 사회성
4차년도에서의 아동의 사회성(결과변인 부분에서

의 설명 같음).5 척도의 평균 수 사용.

4차년도아동부정 정서성
4차년도에서의 아동의 부정 정서성(결과변인 부

분에서의 설명 같음).5 척도의 평균 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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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창의성,사회성,부정 정

서성,문제행동인 만큼 각기 다른 회귀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그러므로

최종 회귀모형에서 5차년도 통제 변인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종속

변인과 연 이 있는 변인을 선정하여 통제해 다. 한,최종 회귀 모형

을 설정함에 있어 통제 변인에 5차년도 변인 이외에 3차년도에 조사된

‘주 양육자 계’를 추가하 다.이는 우선,‘주 양육자 계’가 추후 유아

의 인지,정서,문제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즉,3

차년도 변인를 추가 으로 통제하는 논리는 유아 교육기 을 극 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만 3-4세 유아들이 그 이 에 어떤 형태의 양육방식

에 노출되어 있었는가에 따라 성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이론

제하에서 시작된다(박선정·강경아,2015).구체 으로,유아 교육기 을

이용하기 의 양육 형태는 부모 혹은 친척들,가사도우미의 직 인

가정 내 양육과 외부의 유아 교육기 을 미리 이용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 어진다.이로 인한 유아의 인지 ,행동 ,정서 발달에서의 기

상태가 개인마다 이질 일 수 있어 후에 유아 사교육을 했을 때도 최

종 발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한 시기 상 유아교육기 을 일

하 더라도 도 에 양육의 형태는 자주 바뀔 수 있고 기 이용의 목

역시 기에는 ‘보육’에서 나 에는 ‘교육’으로 환된다.3차년도 데이터

를 통해 만 2세 때의 유아 교육기 의 목 은 보육 혹은 교육 한곳에

있지 않고 보육과 교육 모두를 포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7).특히,

만 3세부터는 ‘교육’의 목 하에 부모들이 극 으로 기 을 이용하려

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 상이 있기 이 의 양육방식에

한 정보는 아동 발달형성의 시작 을 나타낸다.이러한 시작 을 최종

회귀모형에 통제해 으로써 좀 더 세 한 인과효과 추정을 의도할 수 있

다.추가로 사회성,부정 정서성의 경우 4차년도 사회성,부정 정서

성과 같은 천장효과(ceilingeffect)8)를 통제하기 한 변인들을 최종 회

7)만 2세 아동을 조사한 3차년도 데이터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41%,개인 리양육

8.9%,부모 직 양육 48.5%로 다양한 양육방식이 나타나지만 1년 후 만 3세가 된 아동

들을 조사한 4차년도 데이터의 경우,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82%에 육박해 유아 교육기

에 ‘편 ’된 양육방식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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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모형에 추가하 다.

제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무선할당이 제되지 않은 측자료

이다.이러한 이유로 유아 사교육 수혜패턴이 무선 으로 할당된 것이

아니라 체계 인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만약 이러한 체계 인 차

이를 무시하고 분석하는 경우 유아 사교육 형태 별로 유아의 정서와 창

의성 그리고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이 순수한 효과인지,알 수 없는 혼

동 변인이 개입한 효과인지 구별해낼 수 없게 된다.따라서 분석에서 이

러한 차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

향 수 안정화 역확률 가 치(stabilizedinverse-probability weight)를

통해 처치 여부와 체계 인 련성을 갖는 공변인을 통제하고자 하 다.

이 에 언 했듯이,처치집단 유형이 3개 이상인 계로 Imbens(2000)가

제안한 일반화 경향 수(GeneralizedPropensityScore;GPS)를 산출하

고,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통해 최종 회귀 모형에 경향 수를 용

하 다.기본 으로,역확률 가 치 방법은 표본의 많은 수를 잃을 가능

성이 있는 매칭 방법보다 표집 된 사례를 그 로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는 장 을 갖고 있고 여러 통계모형(회귀모형 혹은 구조방정식모형)에

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이 한 갖고 있다.

8)기존에 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이 높았던 유아들은 그 정도가 낮았던 유아들에 비해

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에서 성장이 더디게 보이며 이는 사교육의 효과추정에 있어 편

의(bias)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그러므로 최종 회귀모형의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사회

성과 부정 정서성의 년도 변인을 통제해 으로써 효과를 좀 더 세 하게 살펴볼 수

있다.다만,창의성과 문제행동의 경우 데이터에서 년도 해당 변인을 제시하지 않아

천장효과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이론 으로나 통계 으로나 최 한 련 있

는 변인들을 통제해 으로써 정 한 인과효과추정을 의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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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한 유아 사교육 수혜 형태 간

특성 차이 분석과 일반화 경향 수 추정

먼 1단계 분석에서는 처치집단 유형(4집단)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모형 (multinomiallogisticregression)을 활용하여 일반

화 경향 수를 추정하 다.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일반화 경향 수

를 추정하는 것 이외에 기 집단으로 설정된 인지 사교육과 비인지 사교

육 모두 수혜를 받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다른 집단들이 공변인에 해

어떠한 차별 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이 모형을 식으

로 표 해보면 다음과 같다.

ln  

    
   유아사 육수혜형태에 향을주는 공변인 

   
기 집단   

공변인들을 투입할 시 주의할 은,집단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 공변인은 집단에 속하는 처치 이 시 이어야 한다.그래서 처치

집단의 구분 시 은 5차년도이고 4차년도에 있는 변인들로 공변인들을

구성하 다.공변인들은 크게 아동 련변인(아동 월령,아동 출생 순 ),

가정 배경 변인(거주 지역,로그 SES,부모학력),모 련 변인(모 취업

여부,모 나이,모 양육스트 스,모 양육시간,모 자녀에 한 기 정

도),가정 교육환경 변인(학습자료 충분성,부모의 언어발달 독려,물리

환경,부모 정서 반응성,부모 학습 여,부모의 모델링 역할정도,다양

성을 존 하는 생활방식,아동의 부정 행동 수용정도),행정지원변인

(보육비 감면/지원 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변인들 어떠한 요인

이 각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악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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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단계:경향 수 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용한 다 회귀모형

1단계에서 구해진 일반화 경향 수를 이용하여 2단계에서는 사례별로

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계산하 다.안정화 역확률 가 치는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 되는 사 확률 즉,각 처치 집단의 비율을

분자로 활용하고 공변인을 통제하 을 때 산출되는 경향 수를 분모로

활용하여 분모와 분자 사이에 극단 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역확률

가 치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Cole& Herman,2008;Xu

etal,2010).

  

 

구해진 가 치를 용하여 3가지의 다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회귀모형의 독립변인으로는 4가지 처치 집단 아무 형태의 사교

육도 받지 않는 집단을 기 집단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3형태의 처치집단

의 각 유형을 더미로 투입하 고,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최종 종속변

인()인 아동의 정서,창의성과 련이 있는 3차년도 5차년도 변인

통제 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변인을 모형에 통제하 다.최종

으로 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용한 가 최소제곱(weighted least

square;WLS)식으로 더미변인들의 효과()를 주로 확인해 과 동

시에 통제변인의 향성 한 살펴보았다.간단한 모형으로 표 해보자

면 다음과 같다.

 인지사 육집단비인지사 육집단모든사 육참여집단

 종 변수 련 차년도및 차년도통제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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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최소값 최 값 평균 S.D 왜도 첨도

아동 사회성 1499 1.00 5.00 3.64 0.62 -0.22 0.47

아동 부정 정서성 1499 1.00 5.00 2.80 0.64 0.19 0.10

창의성(T 수) 1499 38.63 132.77 50.17 13.96 1.75 3.69

내재화(T 수) 1499 31.00 90.00 49.96 9.58 0.16 -0.05

외 화(T 수) 1499 31.00 84.00 49.52 9.52 -0.01 -0.33

<표 Ⅳ-2>5차년도 최종 회귀모형 종속변인의 기술통계

제 4장 연구결과

제 1 기 분석

처치집단의 각 유형별 사례수와 비율을 살펴보면,과목에 따라 구분했

을 때 인지사교육만 받는 집단은 136명으로 체의 9.1% 고 비인지사

교육만 받은 집단은 161명으로 체의 10.7% 다.두 형태의 사교육을

모두 받은 집단은 1032명으로 체의 68.8% 으며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은 170명으로 체의 11.3% 다.각 처치 집단의 인원과 비율

을 의 표로 제시해 놓았다.

구분 인원(명) 비율(%)

인지사교육 집 136 9.1

비인지사교육 집 161 10.7

인지+비인지사교육 1032 68.8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 170 11.3

합계 1499 100.00

<표 Ⅳ-1>처치 집단 분포

한편,5차년도의 종속변인의 기술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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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의 경우 각 5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들

을 평균 낸 값을 사용한다.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의 경우 평균 3.64,

2.80 으로 자신의 자녀가 사회성에 있어서는 보통 수 이상이고 부정

인 정서는 보통 수 이하라고 느낀다.사회성의 경우 요인 분석과 신

뢰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 으로 결정된 하 문항의 Cronbach'는 0.840

으로 수용 가능한 수 이며 이 문항들은 사회성(1요인)으로 표된다.

부정 정서성 역시 최종 Cronbach'는 0.750으로 수용 가능한 수 이

며 부정 정서성(1요인)을 해당 하 문항들이 표한다.

창의성과 문제행동 척도(내재화,외 화)의 경우,하 요인들의 수화

는 이분(binary)혹은 순서형(ordinal)형태의 수체계를 가진 변인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으로,창의성의 경우 유창성,독창성,개방

성,민감성의 4가지 하 요인들의 총 과 이를 바탕으로 환산된 T 수가

제시되어 있는데,이 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하

요인들의 T 수를 이용하여 창의성,내재화 외 화를 얼마나 타당하

게 설명하는지와 내 일 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분석 결과,창의성과 문제행동의 하 요인들의 구성 문항은 요인분석

의 결과 모두 1요인 모형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한 신뢰도 계수는 허용

범 내에서 내 일 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창성과 독창성,

민감성과 개방성의 최종 T 수로써 확인한 Cronbach' 값은 0.97로 나

타났다.문제행동의 경우에도 내재화와 외 화의 최종 T 수로써 확인

한 내재화 수(정서 반응성,불안/우울,신체증상, 축 항목들의 T

수)의 체 신뢰도는 0.793이었고 외 화(주의집 문제,공격행동문제의

T 수) 수의 체 신뢰도는 0.646으로 나타났다.

이어서,4차년도와 5차년도에 사용된 통제변인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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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통제변인

변인 N Min Max 평균 S.D 왜도 첨도

아동월령(만) 1499 35.00 42.00 38.23 1.46 0.11 -0.37

아동출생순 1499 1.00 5.00 1.67 0.71 0.82 0.41

(로그)월소득 1499 2.40 8.29 5.93 0.48 0.12 3.87

거주지(수도권=1) 1499 0.00 1.00 0.44 0.50 0.24 -1.94

모 취업 여부(취업=1) 1499 0.00 1.00 0.36 0.48 0.60 -1.64

모 나이(만) 1499 22.00 49.00 33.83 3.68 0.21 0.49

부모학력 1499 7.50 21.00 14.76 1.79 -0.45 -0.26

모 양육스트 스 1499 1.00 5.00 2.80 0.65 0.00 0.03

(로그)모 주당양육시간 1499 2.01 5.13 3.71 0.47 -0.63 0.86

모 자녀미래기 1499 1.33 4.00 3.14 0.41 0.25 -0.01

(가정환경)학습자료 충분성 1499 0.00 11.00 8.98 1.22 -1.68 7.54

(가정환경)부모의언어발달독려 1499 1.00 7.00 6.42 0.87 -2.30 8.16

(가정환경)물리 환경 1499 0.00 7.00 6.67 0.86 -3.62 16.05

(가정환경)정서 반응성 1499 0.00 7.00 6.57 0.94 -2.84 9.67

(가정환경)학습 여 1499 0.00 5.00 4.56 0.88 -2.56 7.33

(가정환경)부모의 모델링 1499 1.00 5.00 4.47 0.79 -1.60 2.44

(가정환경)다양성 1499 1.00 9.00 7.59 1.31 -1.14 1.85

(가정환경)부정 행동수용정도 1499 0.00 4.00 3.28 0.81 -1.08 1.08

보육비 면제/감면 여부 1499 0.00 1.00 0.53 0.50 -0.11 -1.99

3차년도 5차년도 통제변인

3차년도 양육방식 1499 0.00 1.00 0.43 0.49 0.30 -1.91

육아지원기 충분성 1499 1.00 5.00 3.14 1.00 -0.22 -0.41

모 통제 양육스타일 1499 1.00 5.00 3.36 0.52 -0.28 0.44

모 취업여부 1499 0.00 1.00 0.42 0.49 0.31 -1.90

모 허용 양육스타일 1499 1.83 5.00 3.66 0.54 -0.05 0.20

부 통제 양육방식 1499 1.00 5.00 3.25 0.60 -0.05 0.03

부 허용 양육방식 1499 1.00 5.00 3.55 0.59 -0.15 0.37

모 부정 자기효능감 1499 4.00 20.00 8.97 2.94 0.36 0.04

부부갈등 1499 1.00 4.75 2.11 0.68 0.59 0.19

아동비만도 1499 11.70 23.97 15.74 1.43 0.83 2.13

표 어휘력수 1499 0.00 69.00 29.99 13.74 0.11 -0.48

(4차년도)아동 사회성 1499 1.57 5.00 3.68 0.57 -0.20 0.25

(4차년도)아동부정 정서성 1499 1.00 5.00 2.88 0.62 0.21 0.03

<표 Ⅳ-3>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통제변인의 기술통계

3차년도,4차년도와 5차년도에 사용된 통제변인의 분포를 보았을 때,

부분의 변인들은 그 분포에 있어 왜도는 값 3이하,첨도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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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를 충족하여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Kline,2005).다만,

4차년도 가정환경 련 변인의 경우 첨도와 왜도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하 변인과 총 의 분포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았다.가정환경 변인척

도인 HOME을 개발할 당시 사용한 표집에서도 하 척도의 수와 총

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고 왼쪽으로 편포되었는데(Caldwell& Bradley,

2003,p.18),본 연구에서의 기술통계 결과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변인 투입 시 상황 ,이론 맥락도 고려해야 하는 이

유로 가정환경 련 변인들을 이용하 지만,통계 모형에서의 해석에

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통계에서 추가 으로,가구 월 소득이나 수도권 거주여부,보육비

감면/지원 여부와 같은 객 지표들에 해 존하는 규모 데이터들

을 기반으로 생산된 2차 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분석에 사용하는 최종

데이터나 그 안의 변인이 표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4차년

도(2011)에 사용된 가구 월 소득의 기술통계에 해 통계청 <KOSIS>의

2011년 자료를 기 으로 살펴본 결과, 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월 384만

원,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419만원으로 본 데이터에서 추산된

월 평균 429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9).수도권 거주여부의 경우

에도 본 데이터에서의 거주비율은 국 가구의 44%로,인구주택 총조사

(2010)의 47.9%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데이터에서 평균 소득이 약간 높게 추산된 이유는 액 기입에 있어 응답자가 응답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고,분석에 쓰인 표본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덜 반

되었기 때문이다. 를 들어,본 데이터에서의 10분 의 소득체계에서 1분 에 해당하는

집단의 평균 소득은 175만원이었는데,통계청 데이터(KOSIS)에서는 소득 1분 체

상 월평균 소득은 83만원,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은 131만원으로 집계되었다.하지만 이

와 같은 차이는 소득분 가 상승하면서 차 좁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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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mantestsofIIAassumption(N=1499)

Omitted Chi-Square df P-value

1 -1.259 39 -

2 0.297 38 1.00forH0

3 -24.513 38 -

4 -0.506 38 -
Suest-basedHausmantestsofIIA assumption(N=1499)

Omitted Chi-Square df P-value

1 28.307 40 0.917forH0

2 29.826 40 0.880forH0

3 29.688 40 0.884forH0

4 15.186 40 1.000forH0

Small-HsiaotestsofIIAassumption(N=1499)

Omitted Chi-Square df P-value

1 34.000 40 0.736forH0

2 33.056 40 0.774forH0

3 47.931 40 0.182forH0

4 38.620 40 0.532forH0
Ho:Odds(Outcome-JvsOutcome-K)areindependentofotheralternatives.

<표 Ⅳ-4>IIAassumptionTest결과

제 2 유아 사교육 형태 별 참여 선택 과정

본 연구에서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유아 사교육 집단 간 차별 인

특징이 드러나는지에 한 검증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다만,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있어 제가 되는 조건이 존

재하는데,하나의 집단을 선택할 확률은 다른 집단의 존재 여부와 련

없이 동일한 선택확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IIA(Independence

ofIrrelevantAlternatives)assumption이라고 명명하며,이 가정이 충족

되었을 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행할 수 있다(Train,2003).

IIA 가정을 검증하기 해서 각 집단이 락되었다고 가정했을 시,

남은 세 집단의 다항 로지스틱 모형 계수들의 변화정도로 집단 간 독립

성을 확인한다. 의 표에서 3가지의 모든 test결과와 특히,Suest-Based

HausmanTest의 결과를 보았을 때,다른 집단들의 존재여부와는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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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VS무사교육 비인지 VS무사교육 모든 VS무사교육

변인　 B S.E Exp
유의

확률
B S.E Exp

유의

확률
B S.E Exp

유의

확률

편 .13 4.1 　 .975 2.22 3.99 　 .577 3.85 3.03 　 .204

아동월령(만) .10 .08 1.10 .234 -.01 .08 .99 .874 -.02 .06 .98 .709

아동출생순 -.15 .18 .86 .429 -.13 .17 .88 .460 -.15 .13 .86 .239

(로그)월소득 -.27 .29 .76 .346 .00 .28 1.00 .998 .11 .22 1.11 .624

수도권 거주 .41 .25 1.66 .098 .19 .24 1.82 .420 .54 .18 1.58 .003

모 취업 여부 .15 .28 1.16 .591 -.09 .28 .92 .759 .29 .21 1.34 .163

모 나이(만) -.04 .04 .96 .236 .00 .03 1.00 .917 -.01 .03 .99 .638

부모학력 -.03 .07 .97 .657 .08 .07 1.08 .288 -.01 .05 .99 .905

모양육스트 스 -.09 .19 .92 .638 -.44 .18 .64 .013 -.08 .13 .92 .531

주당 양육시간 -.37 .28 .69 .184 -.25 .27 .78 .348 -.35 .21 .71 .095

모자녀미래기 .23 .29 1.26 .432 .08 .28 1.09 .764 .33 .21 1.39 .129

(가정환경)

학습자료충분성
.13 .11 1.14 .245 .26 .12 1.30 .023 .07 .08 1.07 .384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발달 독려

.18 .16 1.19 .275 .07 .16 1.07 .658 .18 .12 1.19 .138

(가정환경)

물리 환경
.25 .18 1.28 .168 -.07 .14 .93 .628 -.06 .11 .94 .546

(가정환경)

정서 반응성
-.32 .15 .73 .029 -.19 .15 .82 .197 -.20 .12 .82 .091

(가정환경)

학습 여
-.25 .17 .78 .133 -.37 .16 .69 .024 -.16 .13 .85 .231

(가정환경)

부모의 모델링
.00 .17 1.00 .983 -.27 .16 .76 .091 -.02 .13 .98 .846

(가정환경) .05 .10 1.05 .614 .28 .10 1.33 .007 .15 .08 1.16 .054

<표 Ⅳ-5>4개의 처치집단에 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없이 한 집단을 선택할 승산(odds)은 독립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IIA가정이 확보되었다 말할 수 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목 은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다른 형태의 집단들이 각기 어떤 요소에서 차별 인 특징이 나타나

는지 보는 것이므로 기 집단을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으로 설

정한다.결국,해석은 X(공변인)가 한 단 증가할 때,아무 사교육도 받

지 않은 집단에 비해 특정 집단(비교 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몇 배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로그-오즈비의 증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

<표 4-4>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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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가정환경)

부정 행동

수용정도

-.13 .17 .88 .459 -.27 .16 .77 .104 -.28 .13 .76 .028

보육비

면제/감면 여부
.18 .26 1.19 .505 -.12 .26 .89 .650 .62 .19 1.86 .001

Cox& Snell =0.107/Nagelkerke =0.126/McFadden =0.059

분석 결과,사교육을 선택함에 있어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른 형태의 사교육 집단을 참여하게 하는 차별 인 특징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을 집단에 비해 인지 사교육 집단

에 참여할 확률에 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수도권 거주

여부와 정서 반응성의 가정환경이었고,비인지 사교육 집단에 참여할

확률에 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모 양육스트 스 정도

와 학습자료 충분성(가정환경)으로 밝 졌다.한편,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모든 사교육을 받는 집단에 속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요인은 수도권 거주여부,주당양육시간,정서 반응성,다양성,

부정 행동 수용정도와 보육비 면제/감면여부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여부는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인지 사교

육을 선택할 확률 그리고 모든 사교육을 선택할 확률에 있어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수도권 내에 거주할수록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인지 사교육,모든 사교육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데 이는 사교육 투자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사교육 시장이 구축되어 있

어 사교육 선택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사교육

없는 세상(2014)의 보고서에 따르면,인지 사교육 어,비인지 사교

육 에서는 음악,미술,체육의 체능 사교육과 교구,창의성 발달을

목표로 하는 아동발달 사교육의 참여율이 높고 이는 많은 경우 수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사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3-5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 등학교 학령기 진입 시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선행학습으로서의

인지 사교육과 비인지 사교육의 참여율과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

다.결국,수도권에 거주할수록 학구열의 분 기,많은 종류에 사교육에

노출될 확률이 크고 그만큼의 선택 기회 역시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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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정환경의 변인 학습자료 충분성,다양성 정 생활방식,학

습 여,부모님의 모델링,정서 반응성,부정 행동 수용정도는 각기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른 처치집단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들이다.학습 자료가 가정 내에 충분한 경우,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보다 비인지 사교육 집단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다양성 정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가정일수록 아무 사교육도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비인지 사교육 모든 사교육에 참여할 확

률이 높다. 한 아동과의 정서 교감이 많은 가정일수록 어떠한 사교

육도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인지사교육 모든 사교육을 참여할

확률 역시 어든다.즉,다양성을 인정하고 정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가정일수록 인지 교육뿐만 아닌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려

고 하며 정서 교감이 충실한 가정일수록 자녀의 요구에 탄력 으로 반

응하거나 부모가 직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아이와의 정서 교감을 요하게 지각했던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에게

외부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키기보다 어머니 스스로 교구를

활용하고 교재를 만드는 ‘엄마표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디경향,2010).

한편,학습에 필요한 공간이나 교구를 가정에 충분하게 구축해 놓을

수록 비인지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아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

에 비해 증가하는 상은 완벽히 비인지사교육에 매진하는 기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 사회경제 배경(SES)의 차이에 따른 것이

라 볼 수 있다.사회 경제 배경이 좋은 가정일수록 가정의 교육 환

경이 더 좋고 유아의 잠재 능력 개발에 집 하며 외부의 사교육을

으로 이용하기보다 가정에서 교육 행 를 수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

다.그러므로 굳이 인지 집 모든 형태의 사교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물리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가정이 물리 환경이 구축된 교육

기 을 선호하고 더욱 많은 외부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본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사교육 없는 세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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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지 심의 사교육을 선택함에 있어 부모의 모델링이나 학습 여

역시 요 변인으로 작용한다.부모로써 모델링의 상이 될 수 있는 가

정이나 학습에 한 여를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비인지사교육만 투자할 확률은 낮아진다.실질 으로

부모의 역할,그에 따른 책임과 학습 여는 흔히 말해 부모의 ‘교육열’로

표 가능하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유아에 한 학습 여도가 높고 유아의 모범 사례가 되기 해 노력하

는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 스 자체가 높아질 확률이 크고 이에 따라

비인지사교육만 투자할 확률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안지 (2003)의 연

구결과는 본 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유아 사교육에 있어 어

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보통 등학교 학령기가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어

머니의 성취압력과 이에 따른 불안감에서 기인한다.실제로 자신의 자녀

가 이른 인지사교육을 받는 데 있어 주의해야함을 스스로 알면서도 다른

가정의 유아들이 사교육에 일 진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행동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 해 갖고 있는 교육에 한 신념,그 신념에

따른 학습 여는 단순한 개인 신념 이 에 사회 으로 형성된 신념에

더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모든 형태의 사교육을 받는 데

향을 미치는 특징 인 요소 하나는 어머니의 양육 시간이며,어머

니의 양육시간이 많을 확보될수록 모든 사교육에 한 의존도는 어들

었다.직 으로,자녀와 붙어있을 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자녀가 그 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더 많은 사교육 받는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여

러 선행연구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이기숙,2002;도 심,2009).주

요 근거로써 비 취업모의 경우 취업모보다 시간 인 여유가 많은 계로

자신의 자녀에 해 집 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자연스 자녀 교육에

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고 이것이 사교육 참여양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은 유아가 등

학교 학령진입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나타나기 쉬운 상일 뿐,3-5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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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부모들은 사교육을 다른 목 으로 이용할 수 있다(김지경,2004).

등학교 학령진입시기에 아직 다다르지 않은 유아들의 경우 부모가 아

직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직 양육 시간이 기 때문에 사교육

을 ‘교육’의 목 보다 ‘보육’의 목 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여러 선행연

구(강이주,2007;서문희,2001;이기숙 외,2002b)들에서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보육목 의 유아 사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

시키고 그 비용 한 가장 많이 지출한다는 은 이러한 경향성을 뒷받

침한다.

보육비 감면/면제 여부 한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모든 종류의 사교육을 참여하게끔 하는 특징 인 요소이다.보육비 면제

/감면의 혜택을 받은 가구가 받지 않은 가구에 비해 모든 종류의 사교육

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았다.이는 한 가정 내에서의 자원배분과 련이

있다.보육통계(2012)에 따르면, 극 으로 보육비 지원 혜택을 정책화

시킨 2012년을 기 으로 한 가정 당 고정 으로 들었던 교육비용은 어

들었고 신 추가 특별활동 비용이나 기 외 사교육비는 늘었음을 알

수 있다.즉,유아 사교육에 한 기회비용의 감소로 사교육에 한 더

많은 참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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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반화 경향 수의 추정

유아 사교육 형태 별 참여 선택과정을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알

아보고,이를 토 로 각 집단에 속할 실제 확률을 계산하여 이를 일반화

경향 수로 사용하 다.이 일반화 경향 수를 가 치로 사용하는 방법

은 일반 역확률 가 치와 안정화 역확률 가 치로써,선택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는 극단 인 값의 여부를 악하는 것이다.

상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역확률 가 치 1499 1.04 73.63 4.00 5.29

안정화 역확률 가 치 1499 0.19 6.84 1.00 0.39

<표 Ⅳ-6>역확률 가 치와 안정화 역확률 가 치의 기술통계

[그림 Ⅳ-1]일반,안정화 역확률 가 치의 분포

의 표로 확인할 수 있듯,역확률 가 치의 경우 최소값과 최 값의

차이가 큰 반면 안정화 역확률 가 치의 경우 그 범 가 매우 작다.

한 두 상의 표 편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안정화 역확률 가 치의 분산

추정치는 더 효율 이라고 볼 수 있다.결국,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이

용하는 방법이 최종회귀모형에서의 처치 효과추정에 있어 기존 역확률

가 치보다 강건한(robust)추정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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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특성

역확률 가 치

용

역확률 가 치

용 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로그)월소득 2.220 0.084 0.529 0.663

아동월령(만) 0.853 0.465 0.156 0.926

수도권 거주여부 16.020 0.001 1.914 0.59

아동출생순 0.617 0.604 0.222 0.881

모 취업 여부 9.090 0.028 1.231 0.746

모 나이(만) 2.320 0.074 0.209 0.89

부모학력 4.537 0.000 0.311 0.817

모 양육스트 스 2.306 0.075 0.218 0.884

(로그)모 주당양육시간 5.015 0.002 0.62 0.602

모 자녀미래기 1.837 0.138 0.343 0.794

(가정환경)학습자료 충분성 1.706 0.164 1.388 0.245

(가정환경)부모의 언어발달 독려 0.554 0.646 0.108 0.956

(가정환경)물리 환경 1.510 0.210 1.032 0.377

(가정환경)정서 반응성 2.000 0.112 1.443 0.228

(가정환경)학습 여 1.074 0.359 0.183 0.908

(가정환경)부모의 모델링 0.431 0.731 1.467 0.222

(가정환경)다양성 2.270 0.079 0.252 0.965

(가정환경)부정 행동수용정도 0.451 0.717 1.442 0.86

보육비면제/감면여부 43.881 0.000 2.163 0.539

<표 Ⅳ-7>집단 특성에 한 안정화 역확률 가 치 용 후 비교

추정된 경향 수를 활용한 역확률 가 치를 용하기 과 후의 집단

간 특성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로그)월 소득과 모 나이(만),모 양육

스트 스,(가정환경)다양성의 생활방식은 유의수 10% 이내로 집단 간

체계 인 차이가 존재하 고,수도권 거주여부,모 취업여부,부모학력,

주당 양육시간,보육비 면제/감면 여부는 유의수 5% 이내로 4개의 집

단 간 체계 인 차이가 존재하 다.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조정한 결과,역확률 가 치 용 이후에는 집단 특성별

로 집단 간의 체계 인 차이가 모두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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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가 치 교정 후 보육비 면제/감면 비율에 한 분포변화

제 4 유아 사교육 형태에 따른 효과

1.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창의성에 한 유아 사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한 최종모형의 결과

는 의 <표 Ⅳ-8>에 제시해 놓았다.표의 선을 기 으로 좌측은 모

형에 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용하기 ,우측은 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용한 이후를 반 하 다.최종 회귀모형에서 유아 사교육 형태

이외에 변인으로 사용된 아동의 성별과 월령(만),어머니 부정 자기효

능감과 양육스타일(통제 ,허용 )그리고 표 어휘력 수,3차년도

양육형태는 선행연구의 이론 근거 하에 창의성과 연 성이 있는 변인

으로써 선별하여 모형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다(정옥분 외,2007;조성

연,1998;정미선 외,2010;이순복,2005;정재은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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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TW 용 (OLS) SIPTW 용 후(WLS)

변인 B S.E P-value B S.E P-Value

편 2.60 9.80 .791 -.32 9.97 .975

인지사교육 집단 .36 1.56 .819 -1.52 1.57 .335

비인지 사교육 집단 3.52 1.49 .019 1.83 1.51 .227

모든 사교육 집단 1.10 1.12 .327 -.96 1.12 .390

아동성별 .73 .70 .300 .35 .71 .622

아동월령(만) .90 .24 .000 1.05 .25 .000

모 취업여부 .14 .71 .844 .03 .72 .963

모 부정 자기효능감 .23 .13 .065 .22 .13 .087

모 통제 양육스타일 1.04 .69 .130 .90 .70 .201

모 허용 양육스타일 .19 .69 .781 .10 .70 .892

표 어휘력 수 .18 .03 .000 .19 .03 .000

3차년도 양육형태 -.04 .72 .948 .15 .72 .832

설명량( ) 0.057 0.064

      ,기 집단:무 사교육 집단

<표 Ⅳ-8>유아사교육 참여 형태 별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인지 사교육집단

이 창의성의 변화정도에 있어 평균 3.52만큼 더 높았지만 선택편의를 조

정한 이후에는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인지 사교육에만

참여한 집단과 모든 사교육을 참여한 집단은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

후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이와 같은 결과

는 인지 유아사교육이 창의성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하지 않거나 되

려 창의성을 감소시킨다는 우남희 외(2005)의 연구와,유아의 신체활동,

음악,미술의 체능 활동 여러 창의성 로그램들이 실제로 아동의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련이 있다(김원 ·오

섭,2006;최정 ,2000;홍소 ·이종승,2009).인지 유아사교육의 경

우, 체로 과목별 심 사교육이고 지식 습득 주의 사교육인 이유로

과목별 통합 인 사고나 발산 사고를 행할 기회가 부족한 반면,비인

지 사교육 범주에 있는 특기/ 성 사교육이나 아동발달 사교육의 경우

운동을 통한 놀이와 집단 행동,미술이나 음악에서의 창조 이고 발산

인 행 가 자율 인 방식으로 사고를 훈련하게끔 되어 있어 인지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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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비해 창의성 증진에 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한편,나머지

통제변인들에 해서는 창의성에 한 인과 계로써 섣불리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아동월령과 어머니의 부정 자기 효능감,아동의 표 어휘력

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창의성과의 부 ,정 련성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표 어휘력 수의 경우,아동의 발

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Margaret(1999)이나 노 희,장연주

(2011)의 주장처럼 창의성과 특별한 련성이 있다.실제 데이터 상에서

도 0.3정도의 유의미한 상 계로 이를 통제해 으로써 유아 창의성의

참여형태 별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더욱 세 히 추정할 수 있었

다10).

10)창의성의 경우,4차년도에는 조사가 락되어 있어 최종 모형에서 창의성에 한 천

장효과(CeilingEffect)를 통제하기 어렵다.가능한 경우,최 한 창의성과 련 있는 변

인을 투입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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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의 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에 한 유아 사교육의 효과를 알아보

기 한 최종모형의 결과는 의 <표 Ⅳ-9>에 제시해 놓았다.최종 회

귀모형에서 유아 사교육 형태 이외에 변인으로 사용된 아동의 성별과 비

만도(BMI),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타일(통제 ,허용 )그리고 4차

년도 아동 사회성 3차년도 양육스타일은 선행연구의 이론 근거 하

에 유아의 사회성,부정 정서성에 연 성이 있는 변인을 선별하여 모

형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다(김 ,2014;정 희,2008;김흥규·이진

숙,2005;정 희·최경순,2001;이 무·김의구,2007;이 미·민하 ,

2007;신인숙·이경애,2005).

　 SIPTW 용 (OLS) SIPTW 용 후(WLS)

변인 B S.E P-value B S.E P-Value

편 .40 .19 .039 .49 .19 .012

인지사교육 집단 .00 .05 .927 -.03 .05 .633

비인지 사교육 집단 .11 .05 .028 .10 .05 .052

모든 사교육 집단 .10 .04 .011 .08 .04 .031

아동성별 -.02 .02 .405 -.01 .02 .682

아동비만도(BMI) .02 .01 .017 .01 .01 .180

아버지 통제 양육방식 .00 .02 .943 .02 .02 .365

아버지 허용 양육방식 .02 .02 .409 .00 .02 .954

어머니 통제 양육방식 .00 .02 .932 -.01 .03 .769

어머니 허용 양육방식 .12 .02 .000 .13 .02 .000

4차년도 유아 사회성 .64 .02 .000 .65 .02 .000

3차년도 양육방식 .04 .02 .105 .05 .02 .040

설명량( ) 0.398 0.407

      ,기 집단:무 사교육 집단

<표 Ⅳ-9>유아사교육 참여 형태 별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유아의 사회성에 있어 천장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아무 사

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인지 사교육집단이 평균 사회성 수에

서 0.11만큼 높았고,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는 유의수 10%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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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만큼 높았다. 한 모든 사교육참여 집단의 사회성 수가 아무 사교

육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평균 0.10만큼 높았고,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도 0.08 정도 높았으므로 유의수 이나 효과 면에서 선택편의 조

정 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유아의 사회성의 경우 래간의 상호

작용과 인 교육이 요한 요인이다.학원형태의 인지사교육에 비해

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비인지 사

교육이나,이 두 가지 사교육을 모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있는 교육(통합

교육)을 받는 것은 생활 역의 발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사회성 발달

에 도움이 된다.이기숙(2002)의 연구나 최옥희 외(2009)의 연구,최지

(2012) 최 애(1994)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본 결과의 맥락과 일치

하는 부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이기숙(2002)의 연구에서는 한 이나

수학을 조기 학습한 유아들은 사회성이 조기학습을 경험한 유아들보다

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했고,최옥희 외(2009)와 최지 (2012)의 연구의

경우 일제 사설학원경험 유아, 어 학원 유치부 경험 유아들의 기

학교 응도가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 유치원과 학원을 경험했던 아동들을 비교 상으로 놓은 최 애

(1994)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을 경험한 유아들이 학원을 경험했던 유아들

보다 학교 응성에서 응된 행동을 보 다고 보고했다.한편,통제 변인

아동의 비만도의 경우 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 사회성에 한 차이가

사라졌고,어머니의 허용 양육방식의 경우 사교육 참여 유형에 한

선택편의 조정 이후에도 사회성에 해 정 인 계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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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TW 용 (OLS) SIPTW 용 후(WLS)

변인 B S.E P-value B S.E P-Value

편 1.39 .22 .000 1.47 .22 .000

인지사교육 집단 .07 .06 .193 .07 .06 .220

비인지 사교육 집단 .07 .06 .233 .04 .06 .507

모든 사교육 집단 .02 .04 .594 .01 .04 .780

아동성별 .03 .03 .318 .04 .03 .180

아동 비만도(BMI) -.01 .01 .233 -.01 .01 .258

아버지 통제 양육방식 .00 .02 .969 .00 .02 .874

아버지 허용 양육방식 -.02 .02 .338 -.03 .02 .165

어머니 통제 양육방식 .08 .03 .004 .08 .03 .002

어머니 허용 양육방식 -.12 .03 .000 -.13 .03 .000

어머니 우울정도 .02 .00 .000 .02 .00 .000

4차년도

유아 부정 정서성
.54 .02 .000 .53 .02 .000

3차년도 양육방식 -.003 .027 .924 -.01 .02 .596

설명량( ) 0.382 0.381

      ,기 집단:무 사교육 집단

<표 Ⅳ-10>유아사교육 참여 형태 별 유아의 부정 정서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 사교육의 참여 형태 별 유아의 부정 정서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편만 유의미할 뿐,기 집단에 비해 다른 형태의 사교

육 집단이 부정 정서성에 갖는 특별한 효과는 없었다.이는 우남희 외

(2005)의 연구나 유아 사교육의 부정 인 면을 강조하는 어조의 선행연

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보통,인지 사교육 심의 사교육

을 받는 유아들의 경우 스트 스 지수와 주의집 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되지만 ‘과도한’인지 사교육이라는 조건하에 연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처럼 일반 인 참여여부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집단 간

부정 정서성의 차이가 쉽게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한편,통제변인들

과 부정 정서성의 계를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심리상

태는 유아의 부정 정서성과 련성이 있었다.어머니의 통제 양육방

식과 우울정도는 유아의 부정 정서와 정 인 련성이 있었고 어머니

의 허용 양육방식과 유아의 부정 정서는 부 인 련성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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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아의 문제행동(내재화,외 화)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 화 문제행동에 한 유아 사교육의 효

과를 알아보기 한 최종모형의 결과는 의 <표 Ⅳ-11>에 제시해 놓았

다.최종 회귀모형에서 유아 사교육 형태 이외에 변인으로 사용된 아동

의 성별과 가구 월 소득,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어머니의 양육스타일(통

제 ,허용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정도 그리고 부부갈등 4차년도

아동 부정 정서성은 선행연구의 이론 근거 하에 모형에 통제변인으

로 투입되었다(구연익·노경란,2012;임수진·최승미·채규만,2008;문보경·

이정숙,2013;장진 ·김진희·김 희,2011;유일 ·유 정,2010).

　 SIPTW 용 (OLS) SIPTW 용 후(WLS)

변인 B S.E P-value B S.E P-Value

편 39.58 3.96 .000 37.48 3.99 .000

인지사교육 집단 .80 1.01 .420 2.31 1.00 .021

비인지 사교육 집단 -.01 .95 .988 1.21 .97 .212

모든 사교육 집단 -.36 .71 .614 .94 .72 .188

아동성별 -.16 .45 .730 -.17 .46 .717

로그월소득 -.70 .49 .158 -.39 .49 .435

어머니 취업여부 -1.02 .48 .032 -1.12 .48 .019

어머니 통제 양육스타일 .95 .45 .037 .70 .46 .128

어머니 허용 양육스타일 -1.57 .46 .001 -1.56 .46 .001

어머니 우울정도 .39 .06 .000 .45 .06 .000

아버지우울 .10 .37 .778 .12 .38 .742

부부갈등 -.11 .40 .784 -.18 .41 .663

4차년도

유아 부정 정서성
4.64 .38 .000 4.42 .38 .000

3차년도 양육방식 -.72 .46 .122 -.88 .47 .061

설명량( ) 0.194 0.199

      ,기 집단:무 사교육 집단

<표 Ⅳ-11>유아사교육 참여 형태 별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이 에는 유아 사교육 집단 간 아동

의 내재화의 평균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선택편의를 조정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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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사교육만 받는 집단이 평

균 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인

지 사교육 같이 한 가지 사교육에 집 하게 되면 심리 인 불안과 스트

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한다.즉,보

다 다른 형태의 사교육까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것이 유아의 내 인 문

제행동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사실,문제행동에 있어 내

재화 문제행동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사회나 부모가 유아의 겪고 있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종단 인 연구와 주의 깊

은 찰이 필요하다.한편,통제변인과의 계성을 살펴봤을 때,어머니

의 취업여부,양육스타일,어머니의 우울정도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과 련성이 있었다.

　 SIPTW 용 (OLS) SIPTW 용 후(WLS)

변인 B S.E P-value B S.E P-Value

편 45.95 3.94 .000 44.78 3.92 .000

인지사교육 집단 .87 1.00 .383 1.14 .98 .245

비인지 사교육 집단 .44 .94 .642 .72 .95 .451

모든 사교육 집단 .74 .71 .295 .98 .70 .163

아동성별 -1.65 .45 .000 -1.59 .45 .000

로그월소득 -1.08 .49 .028 -.85 .49 .080

어머니 취업여부 -.70 .47 .139 -.66 .47 .157

어머니 통제 양육스타일 .71 .45 .112 .64 .45 .158

어머니 허용 양육스타일 -2.43 .46 .000 -2.57 .46 .000

어머니우울 .31 .06 .000 .32 .06 .000

아버지우울 -.03 .37 .928 -.10 .37 .785

부부갈등 .61 .40 .129 .68 .40 .089

4차년도

유아 부정 정서성
4.22 .38 .000 4.33 .37 .000

3차년도 양육방식 .60 .46 .197 .52 .46 .252

설명량( ) 0.201 0.215

      ,기 집단:무 사교육 집단

<표 Ⅳ-12>유아사교육 참여 형태 별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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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교육의 참여 형태 별 유아의 외 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해본 결과, 편만 유의미할 뿐,기 집단에 비해 다른 형태의

사교육 집단이 외 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후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실제로,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사

교육의 참여 형태보다 참여한 사교육의 가지 수,참여 시간,이용시작시

기가 문제행동 특히 외 화와 련이 깊다는 주장이 다수 존재한다

(권정윤,2007;백혜정 외,2005;홍 주,2011;신의진 외,2004).백혜정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유아의 사교육 수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련

이 깊은데,특히 사교육의 수가 외 화 문제를 설명하는 비율(16%)이 내

재화 문제를 설명하는 비율(10%)보다 크다고 보고했으며,신의진 외

(2004)의 연구에서는 인지교육 상물을 과다 시청한 유아는 정서 조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한편,통제변인과 외 화 문제행동과

의 련성에 있어 유아의 성별,로그 월소득,어머니의 허용 양육스타

일,어머니의 우울정도와 부부갈등 정도,유아의 부정 인 정서 상태는

유의미한 연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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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 요약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 3,4,5차년도( 상 아동은 만 2세-4세)자료

를 이용하여 유아 사교육 과목으로 분류된 4가지 집단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을 기 으로 나머지 형태의 사교육이 아동의 창의성,사

회성 부정 정서성,내재화와 외 화로 표되는 문제행동에 미치는

처치 효과를 분석하 다.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아 사교육 종류

에 따른 집단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그 참여 선택과

정을 알아보았고,이후 최종 회귀모형에서의 인과 해석을 한 경향

수를 산출하 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산출된 경향 수를 통해 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산출하여 선택편의를 교정한 후 유아 사교육 형태별 창

의성,사회성 부정 정서성,내재화와 외 화 문제행동에 한 처치

효과를 분석하 다.연구 문제에 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유아 사교육 형태 별 참여 선택과정에 있어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은 집단을 기 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기 집단에 비해 인

지 사교육 집단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요인은 수도권 거

주여부,정서 반응성의 가정환경이었다.수도권에 거주 할수록 인지사

교육 집단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고,부모 자녀 간 정서 인 유 가 깊은

가정환경일수록 인지 사교육만 집 하여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기 집

단에 비해 비인지 사교육을 받는 집단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결정

하는 요인은 어머니 양육스트 스,정서 인 가정환경,학습 여도,부모

의 역할수행정도,다양성 존 가정환경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높은 양

육스트 스와 학습을 여하는 분 기,부모가 자녀의 모델링 상이 되

기 해 노력하는 가정일수록,기 집단에 비해 비인지 사교육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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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확률이 낮아지고,학습 자료가 충분하고 다양성을 존 하는 가정환경

일수록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기보다 비인지 사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았

다.기 집단에 비해 모든 형태의 사교육을 받는 집단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요인은 어머니의 주당 양육시간,정서 반응성,다

양성,부정 행동 수용정도의 특징을 보이는 가정환경,보육비 면제/감

면 여부로 나타났다.주당 양육시간이 많을수록,자녀와의 정서 반응성

이 강하거나 부정 행동을 수용하는 가정환경일수록 아무 사교육도 참

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모든 형태의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그러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보육비 면제/감면 혜택을 받으며

다양성을 존 하는 가정환경일수록 기 집단에 비해 모든 형태의 사교육

에 참여할 확률은 높았다.

둘째,다항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얻은 유아 사교육 실제 집단 참여의

확률을 통하여 일반화 경향 수를 추정하 다.추정된 경향 수로 분포

나 범 가 안정 인 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만들고 유아 사교육 형태

별 집단마다 집단의 특성에 있어 평균의 차이 즉,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가구 월 소득,어머니 나이,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다양성을 존 하는 가정 생활방식은 유의수 10%이내에

서 처치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 고 수도권 거주여부,모 취업여부,부모

학력,주당 양육시간,보육비 면제/감면여부는 유의수 5%이내에서 처

치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 다.이러한 차이는 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용한 이후 모두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유아 사교육 형태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최종 회귀모형으로

제시했다.안정화 역확률 가 치를 용하기 (OLS)과 용 이후

(WLS)의 회귀 계수들에 한 결과값을 비교 분석하 고 그 결과 가

치를 용하기 이 에 기 집단에 비해 비인지 사교육 집단의 평균 창

의성 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이 효과는 가 치를 용하여 선

택편의를 제거한 이후에는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통제변인들은 이

론 토 로 창의성과 련이 깊은 변인을 선별했으며 아동월령(만),어

머니 부정 자기효능감,표 어휘력 수가 창의성과 유의미하게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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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고 있었다.

넷째,유아의 사교육 형태가 유아의 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에 미치는

효과를 역시 OLS와 WLS의 최종 회귀모형을 비교하며 제시했다.추가

로 사회성,부정 정서성과 련이 깊은 변인과 년도 사회성,부정

정서성과 같은 천장효과(CeilingEffect)통제 목 의 변인들까지 모형에

투입한 결과 유아의 평균 사회성 정도에 있어 기 집단보다 비인지 사

교육 집단과 모든 사교육 참여 집단이 유의미하게 좋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유아 사교육 형태가 유아의 부정 정서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편만 유의미할 뿐,기 집단에 비해 다른 형태의 사교육 집

단이 갖는 특별한 효과는 찾을 수 없었다.통제변인 어머니의 허용

양육방식은 사회성이나 부정 정서성에 공통 으로 유의미한 련성이

있었다.

다섯째,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별 유아의 내재화와 외 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해본 결과,가 치를 용하기 이 에는 유아 사교

육 참여 형태별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지만

용 이후에는 아무 사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 사교육만

참여한 집단의 내재화 문제행동 평균 수가 더 높았다.한편,외 화 문

제행동의 경우 선택편의를 조정하기 이나 조정한 후의 모형들을 확인

해 도 유아 사교육 참여 형태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내재화 문제

와 련 있는 통제변인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허용 양육스타일,어머

니 우울정도로 나타났으며 외 화의 경우 아동성별,가구 월 소득,어머

니 허용 양육스타일과 어머니의 우울정도,부부갈등이 외 화와 유의

미한 련성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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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논의

본 연구를 통해 가정 안에서의 교육 시사 과 교육당국에 제언할

수 있는 정책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우선,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살

펴볼 수 있듯,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등학교 진입시기

가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녀의 수월한 등학교 진입을 원

하고,그에 따른 비를 한다.하지만 이러한 비가 인지 인 역에 국

한되어 있고,아이가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라면,교육

에 한 투자는 시간 으로나 으로나 과목별로 편 을 불러일으켜

교육을 받아들이는 아동 발달의 여러 측면에 역효과를 수 있다.인지

사교육만 받는 집단의 평균 내재화 정도가 더 높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

과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한,유아의 흥미를 고려하고 발달 상 균형

있는 과목별 사교육은 유아의 정서 인 성장에 필요하다.유아의 사회성

의 경우 비인지 사교육과 모든 사교육을 골고루 받는 집단이 기 집

단에 비해 평균 수가 더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유아 사교육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가정에서 느끼는 비용 부담의 문제

와 지역 간 유아 사교육기 의 질과 양의 편차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교육당국은 이에 해 유아사교육을 공교육화 시키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에 있어 그 근거로 본 연구 뿐 아닌 선행

연구들을 통한 심도 있는 정책 고찰이 필요하다.우선,유아 사교육을

그 로 시장 상황에 맡겨뒀을 경우 각 가정은 여러 가지 사교육 수혜

패턴을 보인다.다시 말해,유아의 발달 상 합리 인 선택을 하는 부모도

많겠지만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거나 ‘교육’에 방 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모방’기제의 사교육을 시킬 수 있고 경제 인 이유로

유아 사교육 시장의 수혜를 완 히 받지 못하거나 선택의 폭이 좁아 부

모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형태의 사교육에 투자할 확률도 있다.즉,소득

과 련되어서는 가정 당 가용할 자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

장에서는 필연 으로 선택의 문제와 우선순 설정 상황에 부딪히게 된

다.결국,학교에서 배우는 국, ,수의 인지 심의 성과가 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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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인지 심의 사교육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

다.그 다면 교육당국은 이러한 상들에 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

의 목 을 갖는 합리 이고 효과 인 교육 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

다.이 로그램에 하여 본 연구뿐만 아닌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

육 로그램을 형성할 시 기존 인지사교육의 문제 ,비인지 사교육

로그램의 운 방식,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떤 식의 유아 교육이 그

빈자리를 체할 수 있는가에 해 고찰하며 그 질 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본 연구의 결과 추가로 제언할 수 있는 부분은 모형

의 통제변인과의 련성 한 살펴보았을 때,부모-유아 간 친 감 향상

로그램과 부모가 유아의 교육에 있어 그 정보에 한 근성이 쉬운

교육 매체,더불어 부모와 유아의 육체 ,정신 건강 리 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부모의 심리상태나 유아의 건강은 사교육의 참여형태

뿐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특성에도 유의미한 련성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의 로그램들은 유아의 발달에 정

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 사교육 형태에 따라 그 선택과정에 있어 유의미

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참여 특성들을 분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아 사교육 형태에 따른 참여 효과를 실증 인 자료를 통하

여 검증하 다.즉,경향 수를 활용하여 유아 사교육 형태에 따른 선택

편의를 통제하여 유아의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엄 하게 분석하고자 하 다는 에서 방법론 의의를 갖는다.

한,기존의 유아사교육 연구에서 제안하지 않았던 과목별 분류로 처치집

단을 구성하여 심 종속변인에 한 효과를 살펴보았고,특히 아무 사

교육도 받지 않는 집단을 기 으로 타 형태의 사교육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즉,이 기 집단의 설정 목표는 ‘처치’의

개념에 입각하여 다른 사교육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다수의 제안 을 이

끌어내기 함이다.

한편,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갖고 있다.첫 번째로는 인지사교

육과 비인지 사교육을 모두 받은 집단에 한 효과성 분석에서 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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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다.이는 유아 사교육 집단의 형태 구분을

과목별로 나 어 ‘해당 사교육 참여 여부’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

제인데,모든 형태의 사교육을 받은 집단을 ‘과도한 사교육’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반면,‘여러 과목을 균형 있게 수강하게 하는 교육 행 ’

라는 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이를 규명해내기 해 네 가지 형태

의 유아 사교육 처치집단별로 시간,비용,이용 로그램 수를 알아본 결

과 집단 별로 세 변인은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으로는 수치 상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이유로 본 데

이터가 의미하는 모든 사교육 형태에 참여한 집단은 ‘과도한 사교육’이라

는 의미보다 ‘발달 상 다양한 과목을 균형 있게 수강하는 행 ’라는 의미

로 정의가 상정되었다.다만,이러한 해석은 시간이나 비용,이용 로그

램 수를 반 하여 데이터가 좀 더 수집되거나 다른 데이터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추후 연구마다 경향성을 확인

하여 조작 인 재정의와 일반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두 번째로는 창의성

과 문제행동 변인에 한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사회성과 부정

정서성의 경우 5 척도의 요인 분석을 통한 타당화가 가능하다.하지만

창의성이나,문제행동의 경우 그 하 구인의 직 인 T 수들로 타당

성을 확인했는데,이는 하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이 정확히 하

구인을 측정하고 있다는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창의성과 문제행동

하 구인들의 측정문항들은 주로 사용하는 수의 척도가 이분형 문항이

거나 서열형 문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입증하기 한 요인분석은 다분

상 행렬(polychoricmatrix)이나 사분상 행렬(tetrachoricmatrix)를 기

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하지만 기존의 요인분석 자체가 연속성과 정규

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행렬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

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Panter,Swygert,

Dahlstrom,& Tanaka,1997).이 같은 수 체계에 해서 추후 문항반

응이론(Item ReponseTheory;IRT)을 통한 일차원성 검증이나 요인 수

추정을 통한 해당 하 구인의 타당화 수의 재정립이 추가 으로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세 번째,본 연구에서의 GPS는 순수한 효과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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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실질 으로는 많은 난 을 갖고 있다.경향

수 자체는 처치 시 이 과 이후의 변인을 고려하여 인과 계를 추정하

는 것이지만 이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찰 변인들에 의해 추정된다.만

약 효과 추정에 있어 데이터 상 요한 변인이 락되었거나 정확히 측

정되지 않았다면 분석의 목 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즉,본

연구에서 추정한 유아 사교육의 효과가 완벽한 인과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을 밝힌다.네 번째,민감도 분석(SensitivityAnalysis)

의 락이 한계가 될 수 있다.경향 수 를 통한 인과효과 추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인 즉,unobservedvariable에 따른 처치효과의 변화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만약 보이지 않는 변인에 의해 처치효과의 변화가 차

이가 심하다면,필요한 변인을 투입하지 않았거나 데이터에서 락되었

을 확률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에 해 일반화시키기 어렵다.하지만,이

민감도 분석은 보통 GPS-weighting상황이 아닌 logit(처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기반 경향 수 매칭기법에서 사용된다.기술 인 측면에

서도 매칭기반 방법에서는 Rosenbaum bounds나 mhbounds를 이용할

수 있지만 Gps상에서는 특히,가 치를 용하는 방법에서는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 방법이 부재하다.본 연구에서는 락되

었지만 이는 추후 시뮬 이션 연구들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만 3-4세 시기 아동의 사교육 참여 형태별 효과를 분

석하 으나, 등학교 학령시기 진입에 가깝거나 멀수록 나타나는 사교

육 참여 형태와 이에 따른 실제 인 사교육 패턴의 구분이 달라지므로

추후 연구에서 그 효과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된바,부모들은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비인지 사교육이나

아동발달 사교육에 치 하는 반면 학령 시기가 다가올수록 인지 심의

사교육으로 집 되는 상이 있다.즉,출생 후 학령진입 이 까지 유아

사교육 참여의 집단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유아 사교육에 한 참여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몇 년 뒤 유아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처치 지연효과나 사교육에 한 연속 참여가 성장

의 배가효과를 갖는 오는지에 한 연구도 추후 기 해볼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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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thetypesof

involvementinearlychildhood

educationoninfant'scognitive,

mental,behavioraldevelopment

Yong-seokLee

Departmentof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 wasto analyzetheeffectofearly

childhood education on infant's cognitive, mental, behavioral

development.Specifically,thiseffectswasfocusedonthetypesof

involvementinearlychildhoodeducationwhichischaracterizedby4

groups(cognitive,non-cognitive,all-types,non-participatinggroup).

Inthisstudy,thefollowingresearchquestionswereproposedand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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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hataresignificantfactorsofparticipatingmechanismsinsome

typesofearlychildhoodeducationgroup?specifically,inthe4groups

presentingabove.

2.After controlling selection bias through the stabilized inverse

probabilitytreatmentweighting,aresomecausaleffects,thetypesof

involvementinchildhoodeducationtoinfant'screativity,socialityand

emotionality,problem behaviorexist?

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First, analyzing participating mechanis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choosingthereferencegroupnon-participatinggroup,ithas

moreprobabilityofparticipatingincognitivetypeofeducationthan

non-participatinggroupaccordingtolivinginthemetropolitancity.

Ontheotherhand,lesslikelihoodoftakingpartincognitivetypeof

educationthannon-participatingeducationgroupisresultedfrom the

homeenvironmentofemotionalinteraction.Also,theimportantfactors

ofchoosing the types ofchildhood education forparticipating in

non-cognitive education group are mother's rearing stress,home

environment of preparing educational materials, the degree of

concerning for child education,parent's role as modeling,home

environmentofrecognitionfordiversity.Ifsomeoneexposestothe

home environment of well-prepared educational materials or

recognition for diversity,more probability willbe guaranteed in

participating in non-cognitive type of childhood education than

choosingnon-participatinggroup.However,iftherearehighlevelsin

mother'sstressfrom breeding,concerningfortheirchildeducationor

concentratingparent'sroleofmodeling,theprobabilityofparticipating

in non-cognitive childhood education willbe lowerthan thatof



-74-

choosing in non-participating group. And, the main factor of

participating in all-types ofchildhood education is living in the

metropolitan city,rearing time per week,home environment of

emotional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cognition for diversity,

acceptancefornegativebehavior,exemptionforrearingexpenses.If

someone living in the metropolitan city,home environment for

recognition ofdiversity or subjectin the exemption forrearing

expenses policy,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alltypes of

childhood education will be higher than that of choosing in

non-participatinggroup.However,ifsomeoneexposestohighlevelof

rearing time perweek orhome environmentofactive emotional

interaction andacceptancefornegativebehavior,theprobability of

participatinginalltypesofchildhoodeducationwillbelowerthan

thatofchoosinginthenon-participatinggroup.

Second,theeffectofearly childhood education on creativity of

infantwaspresented.BeforecontrollingStabilizedinverse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 the phenomenon higher creativity in

non-cognitivechildhoodeducationgroupthannon-participatinggroup

was examined.But,after controlling the weight,the difference

disappears.Also,the othercontrolvariable such as child month,

mother'snegativeself-efficacy,vocabulary ability wassignificantly

relatedwithinfant'screativity.

Third,the effectofearly childhood education on sociality and

negativeemotionalityofinfantwaspresented.Beforeandafterofnot

onlycontrollingStabilizedinverseprobabilityoftreatmentweightbut

alsoceilingeffect,thephenomenonhighersocialityinnon-cognitive

childhood education group and all-type participating group than

non-participatinggroupwasexamined.But,innegativeemotionality,

thereisnosignificanteffectinthetypesofearlychildhood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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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thercontrolvariablesuchasaffirmativewayofrearingfrom

motherwassignificantly related toinfant'ssocial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Fourth,theeffectofearlychildhoodeducationonproblem behavior

of infant(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was presented.

BeforecontrollingStabilizedinverseprobabilityoftreatmentweight,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dependentofwhattypeofearlychildhoodeducation.However,after

controllingthat,thephenomenonhigherinternalizingproblem behavior

ofchild in cognitive-centered childhood education group than the

non-participating group was examined.In the case of external

problem behavior,thereisnoeffectindependentofwhatpatternof

earlychildhoodeducation,beforeandaftercontrollingselectionbias.

The other control variable such as hiring status of mother,

affirmative rearing attitude of mother,mother'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infant's internalize problem behavior.Child

sex,income,affirmative rearing attitude from mother,mother's

depression,conflicts within parent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infant'sexternalizeproblem behavior.

keywords:EarlyChildhoodEducation,Creativity,Sociality&

Emotionality,Problem Behaviors,Generalizedpropensityscore,

Stabilizedinverseprobabilitytreatment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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