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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which could be used to evaluate mathematical 

interactions of parents with their young children. The subjects comprised 408 mothers of 4-6-year-old 

children. Means, standard deviation, x2, Cramer's V,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earson correlations, and Cronbach's α were calculated. First, 49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a review of relevant research, parent interviews, confirmation of item adequacy and content 

validity. These items were then edited down to a final list of 24 items representing 4 factors identifi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econd, this 24-item. 4-factor scale was shown to have adequate 

construct validity, norm validity, and reliability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Cronbach's α. In conclusion, the final mathematical interaction scale for young children’s 

parents was composed of 24 items with 4 factors: “interaction regarding numbers and operations, 

measurements, and patterns”, “interaction regarding data collection and result presentation”, “interaction 

with picture books”, and “interaction regarding shapes an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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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학은 단순히 수를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 

수학 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Koestler, Felto, Bieda, 

Otten, & NCTM, 2013). 특히 유아기에는 유아

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비형식  수학  지식을 

활용하여 탐구하고, 주 의 래  성인과 수

학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맥락은 유아들이 매일 

하는 일상생활 속에 놓여 있으며, 유아들은 

일상 인 수학  경험을 통해 자신의 비형식  

수학  지식을 발 시켜 나가고 수학의 유용성

을 인식하며 정 인 수학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의 수학  능력

이란 유아가 이해하고 있는 수학  개념과 지식

을 통해서 합리 인 사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으로(Hong, 2004), 수와 연산, 공간과 도

형, 측정, 규칙성, 자료수집과 결과의 다섯 가지 

내용의 수학  능력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

건복지부, 2013). 그리고 수학  태도란 수학에 

한 생각과 특별한 행동양식(Kim, 2004)으로, 

유아의 수학  태도는 유아들이 수학에 해 흥

미와 심을 가지며, 수학에 근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방법에 해 정 이거나 부정 인 반

응을 보이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Han, 2003; 

Kim, 2005). 

실제로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

는 역할놀이를 유아가 주도 으로 진행시켜나

가는 발  로젝트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했

을 때 유아의 수학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

(Kim, 2012)는 유아의 일상 이고 능동 인 경

험을 수학교육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근거를 제

시한다. 한 유아들의 수학  성취가 타고난 

선천 인 능력이 아니라 일상 으로 유아들이 

경험하는 수학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므로(Clements, 2001; NAEYC & NCTM, 

2002; NCTM, 2000) 우리는 유아기에 하는 

일상 인 수학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2013년

부터 유아보육교육기  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리과정에서도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자

신의 비형식  지식을 활용하면서 수학  지식

을 구성해 나가는 데에 목표를 둔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유아가 자신이 이해한 

직 이고 비형식 인 수학  개념을 재설명, 

재조직, 수량화, 추상화, 일반화, 표상화하는 등

의 수학화(mathematizing)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Cross, Woods, & Schweingruber, 

2009). 

여기서 우리는 유아들이 속한 일상생활로서

의 가정환경과 수학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 

요한 상으로 존재하는 부모에게 주목하게 

된다. 부모는 유아들에게 수학 으로 교육 인 

물리 , 심리 , 언어  환경을 선택하여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Lee & Park, 2010). 그리고 언

어 , 비언어 인 수학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의 수학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한다. 최근 유아

의 수학  능력이 유의미한 사회  상과의 상

호작용을 기 로 발달한다는 사회문화  구성

주의 이 수학교육자들로부터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가정에서 유아와 나

는 수학  상호작용은 유아의 수학  능력 발

달  정 인 수학  태도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Kim & Park, 2008; 

Lee & Park, 2010; Levin, Suriyakham, Rowe, 

Huttenlocher, & Gunderson, 2010). 단순히 부모

의 사회경제  지 가 높다는 것을 넘어 부모가 

수학  경험을 제공하거나 교육  환경을 제공

하는 행 가 있어야 유아의 수학  능력을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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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는 Choi와 Lee(2005)의 연구는 부

모의 극 인 수학  상호작용에의 참여를 요

구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학교육의 질은 부모

와 유아 간의 수학  상호작용에 달려 있을 것으

로 상된다. 수학  상호작용은 일상생활 속에

서 만나는 수학  개념과 문제해결에 해 부모

가 자연스럽게 유아와 언어 , 비언어 으로 상

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아수학

교육에서는 유아들이 이미 자신만의 정신 인 

수학 략을 가지고 있다는 에 근거하여 유아

의 수학  능력 발달을 래  성인과의 상호작

용을 기 로 이루어지는 공동의 의미 구성 과정

으로 바라본다(Askew, Brown, Rhodes, Johnson, 

& William, 1997; Kim, 2012). 실제로 부모가 가

정에서 유아와 나 는 수학  상호작용은 유아

의 수학  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

다(Lee & Park, 2010; Levin et al., 2010). 단지 

유아들에게 수학  놀이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학  사고를 진하고 격려하는 부모의 

질문과 언어  자극, 정서  지원 등의 수학  

상호작용은 유아의 수학  경험을 풍부하게 해

 것이다(Choi, 2013; Kim, 2002). 부모의 사회

경제  지 가 유아의 수학  능력에 미치는 향

을 어머니가 만드는 언어  수학환경이 일부 매개

한다는 (Choi & Chung, 2007; Eloff, Maree, & 

Miller, 2006; Kang, 2012; Young-Lovertidge, 

2004) 한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수학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인  

학문인 과학에 한 부모의 상호작용 수 이 유

아의 과학  태도의 차이를 측하 다는 Kim

과 Park(2008)의 연구를 통해서는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학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을 측할 수 있다. 유아교사들의 수학교수효

능감에 한 Kim과 Kim(2013)의 연구에서는 수

학활동을 많이 할수록 수학교수효능감이 높아진

다는 것이 밝 졌는데, 이를 유아의 부모에게 

용한다면 유아의 부모가 유아와 다양한 수학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부모의 수학교수효능감

을 높여  수 있고, 이것이 결과 으로 유아의 

수학  능력 향상과 정 인 수학  태도를 형

성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

호작용에 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의 요성에 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연구의 

주제로 많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

엇보다 수학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방법론  

어려움에 기인하다. 재까지 이루어진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크게 면

법과 질문지 조사법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면

법을 활용한 연구로 Cannon과 Ginsburg(2008)

가 유아기 어머니들을 상으로 자녀가 수학 학

습을 하는 것을 도와  이 있는지, 도와  사

례가 무엇인지, 도와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해 면 하고 이를 질 으로 분석

하 다. 질문지 조사법의 경우 국내에서는 리

과정에서 제시하는 수학교육 내용에 따라 부모

가 얼마나 유아와 언어 , 비언어 으로 상호작

용해주고 있는지에 한 빈도와 수학교육 내용

별로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학 련 놀잇감 

보유 황  활용정도를 물어보는 Lee(2011)의 

척도와 가정의 수학 련 물리  환경 구성 정

도와 수학 련 언어  상호작용 정도를 묻는 

Kang(2012)의 척도를 활용하 다. 해외에서는 

Cannon과 Ginsburg(2008)가 질문지법을 통해 수

학학습에 한 어머니의 신념을 측정하 는데, 

여기에는 수학  상호작용의 빈도와 수학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 그리고 당시 활용한 

자료에 해 질문하 다. 부모가 아닌 유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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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구들에서는 찰법도 활용되었는데, 국

내에서는 Hong(2010)이 수학 동화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 는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아교사의 언어  상호작용 속의 수

학화(mathematizing)의 형태  과정을 연구하

고, Lee와 Lee(2010)와 Sarama와 Clements(2007)

는 COMMET(Classroom Observation of Early 

Mathematics Environment and Teaching) 척도를 

통해 유아보육교육기 의 수학교육의 질을 분

석하 다. 

그러나 이상의 척도를 활용한 연구들에는 다

음과 같은 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먼  면

법은 재 한국의 유아기 부모들의 일상 인 수

학교육 실을 밝 내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면 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유아가 속

한 가정의 반 인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면 법은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의 요한 측면을 도출

해내어 타당한 질문지를 개발하는 선행 작업으

로 유용할 것이다. 찰법의 경우에는 기존에 

유아교사와 유아들을 상으로 교실환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수학 인 언어  상호작

용을 도출해내기에 최 화된 찰 상황을 세

하여 근하 다. 유아교사들을 상으로 수행

된 연구에서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에 한 시

사 을 얻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지

만, 유아교수법을 공한 유아교사들의 교수  

행 와 일반 부모들의 일상 인 수학  상호작

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수학  내용을 담고 있는 수학동화책을 

읽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의 수학  상호작용은 

일상 인 가정생활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질문지법을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해당 질문

지의 타당도 확보 측면에서 문제 이 있다. 즉, 

과연 기존의 척도가 실제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의 내용을 잘 반 하고 있는지는 의문

이다. Lee(2011)과 Kang(2012)의 척도는 리과

정에서 제시하는 수학교육 내용에 따라 부모의 

언어 , 비언어  상호작용의 빈도를 측정하고, 

놀잇감의 유형이나 활용정도 등의 물리  환경

에 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

에는 유아가 주도하는 자발 인 놀이 상황과 의

도 으로 부모가 상호작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Cooke & Buchholz, 2005; Ginsburg, 

Lee, & Boyd, 2008; Hong, 2010). 한 식사시

간, 놀이시간, 실외놀이 등 수학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맥락을 수학  상호작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Cannon & Ginsburg, 2008), Lee(2011)과 

Kang(2012)의 척도에서는 별도의 하 척도로 구

성되었던 상호작용과 매체(놀잇감)의 차원이 ‘매

체를 통한 놀이 상호작용’과 같은 통합  구성개

념으로 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매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근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교육을 하는 부모가 손으로 직

 다룰 수 있는 구체물을 효과 이라고 인식하

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수학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학원이나 방문 학습지를 효과 이

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Han, 2007)는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척도가 개발된 통계

인 방법에서도 한계 이 존재하는데, Lee(2011)

과 Cannon과 Ginsburg(2008)가 개발한 척도들은 

양호한 문항 간 내 일 성 지수를 산출함으로

써 신뢰도 측면에 문제가 없고 개발된 문항들에 

해 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를 거쳤다고 밝

히고 있으나, 구성타당도  공인타당도를 검증

하기 한 과학 이고 신뢰로운 통계분석 차

를 거치지 못한 문제 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은 심도 깊은 련 연구의 고찰과 부모들에 

한 심층 면 을 통해 문항을 도출하는 작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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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도출된 문항 구성에 해 탐색  요인분석

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

하고 련 척도와의 상 계 검증을 통해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는 객 이고 구체 인 작업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질문지 척도 개발  타당화를 목표로 한다. 이

를 해 련 선행연구 고찰과 부모 면 조사를 

통해 문항을 제작하여 문항양호도와 타당도,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

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학  상호작

용이 유아의 수학  능력  태도 등 유아의 

련 변인에 미치는 정 인 향을 밝히는 후속 

연구들을 유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

는 재 우리나라 가정의 수학교육환경이 취학 

 비 교육을 목표로 하여 주입식 반복 학습

이 만연되어 있는 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

아기 부모 상의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기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의 각 구성요인과 문항내용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이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해 사 조사, 본 

조사 2차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 다. 사  조사

는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수

집하기 해 서울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녀(만 4, 

5세)를 둔 어머니 9명을 면 하 다. 개발된 문

항을 척도로 타당화하기 한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12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만 4, 5, 6세 유아(평균 만 5세 6개월)의 어머

니 408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유아들은 만 

4세 145명, 만 5세 162명, 만 6세 80명이었고, 

남아 189명, 여아 198명이었다. 연구 상자의 

수는 척도 타당화 과정  구성타당도 검증을 

해 사용할 구조모델링 분석에서 구조모델의 

부합도  모수치를 신뢰롭게 추정하기 한 기

, 즉 모수치  피험자 수가 1:10∼20의 비율

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 (Kline, 2011; Moon, 

2009)을 만족한다. 사  면  조사와 본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기 이 에 연구에 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어머니에게 배부하 으며, 설명문을 

읽은 후 자발 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어머니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 다.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

, 연구 참여로 인해 상되는 이익  불이익, 

연구자료의 처리 방법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동의서에는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

할 수 있음을 기술하 다. 

사  연구 상자는 서울시 소재 산층 지

역에 치한 어린이집에 재원 인 만 4, 5세 

유아들의 어머니 9명을 상으로 하 다. 구체

으로 사  연구 상 어머니의 자녀는 만4세 

4명, 만5세 5명이었으며, 이  남아가 3명, 여

아가 6명이었다. 한 그  5명의 어머니가 취

업 이었다. 본 연구의 상자는 Table 1과 같

다.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 상 어

머니의 연령은 35세 이상인 경우가 부분이었

고, 교육수 은 4년제 학을 졸업한 경우가 제



6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5, 2015

- 100 -

일 많았다(43.9%). 직업으로는 사무직(37.7%)과 

주부(27.9%)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가족의 월평균수입은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체의 60% 정도 차지하 고, 나머지의 경우는 

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었다. 

2.연구도구

1)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상호작용에 

한 반구조화된 면 지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 문항 개

발을 해 사  조사로 실시된 어머니 면  조사

에 반구조화된 면 지가 사용되었다. 이 면 지

에는 자녀의 수학 발달을 도와주기 해 가정에

서 하는 활동의 유형과 빈도, 자녀와 상호작용하

는 내용, 방법, 상황  어려움, 자녀의 수학  

능력 발달을 해 심을 기울이는 이유 등에 

한 면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가정의 수학  환경

이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환경 척도의 공인타

당도를 평가하기 해 장 애(1981)와 Lee(2006)

의 도구를 기 하여 Kang(2012)이 개발한 가정

의 수학  환경 척도를 사용하 다. Kang(201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Age

(years)

25-29  8( 2.0)

30-34  81(19.9)

35-39 198(48.5)

40 above 121(29.7)

Education level

High-school graduated  99(24.3)

College graduated  98(24.0)

University graduated 179(43.9)

Graduate school graduated  32( 7.8)

Job

Manufacturing  13( 3.2)

Seller  39( 9.6)

Office worker 154(37.7)

Professionals and managers  70(17.2)

Others  18( 4.4)

Housewife 112(27.9)

Monthly average income 

of home

(1,000 won)

100-200 below  10( 2.5)

200-300 below  60(14.7)

300-400 below  93(22.8)

400-500 below 103(25.2)

500 above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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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구는 물리  환경구성 6문항, 언어  상호

작용 7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물리  환경구성이란 가정에서 제공하는 수

학 련 교재, 교구를 비롯한 가정 내 물리  환

경을 뜻하고, 언어  상호작용은 수학 련 용어

를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  상호작용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Kang(2012)의 도구를 사용하기 이

에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

리  환경구성의 문항 하나가 특정 요인에 부하

되지 않고 해당 문항을 제외했을 시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여, 최종 사용한 수학  가

정환경 도구는 물리  환경구성 5문항, 언어  

상호작용 7문항, 총 12문항이었다. 이 도구는 

 그 지 않다(1 ), 그 지 않다(2 ), 체로 

그 다(3 ), 매우 그 다(4 )의 4  리커트 척

도로 반응을 물었으며, 총  범 는 12∼48 이

었다. 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수학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가정의 

수학  환경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6으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연구 차

이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와 부모 면 조사 

 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작업을 통한 척도 

문항 개발 차와 개발된 문항을 사 조사, 

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척도로 타당화하는 

차로 진행되었다.

사 조사 과정에서 척도 문항 개발을 해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과 련된 문헌

과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9명의 어머니를 

상으로 면  조사를 실시하 다. 면  조사는 

반구조화된 면 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어머니

의 동의하에 녹음되어 사되었다. 면  조사는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머니가 

연구에 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읽어본 후 서명

을 한 다음 시작되었다. 면  조사에 소요된 시

간은 약 1시간 내외 다. 문헌 고찰과 면  조

사를 통해 개발된 60문항들은 문가들의 검토

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 작업을 거쳤다. 개발 

문항의 타당성 여부는 아동학 교수 1명, 아동학 

공 박사  박사수료 3명, 아동학  유아교

육과 석사학 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3명에게 평가를 받

았다. 여기서 내용이 복되거나 이해하기 어려

운 문항, 애매모호한 문항, 한국 문화에 합하

지 않은 문항, 연령에 합하지 않다고 평가받

은 11문항을 제외하 다. 

문항 49개로 구성된 개발 척도와 공인타당도 

검증을 해 포함된 척도는 비조사 과정을 통

해 20명의 어머니에게 실시되었고,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는 문항이 발견되어 시를 추가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 원래 5개 는데 지  2

개를 먹어서 3개가 남았다 등의 시문 추가). 

최종 구성된 질문지를 통한 본조사는 서울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방문하여 

질문지, 연구에 한 설명문, 동의서가 함께 배

포되는 과정으로 시작되었으며, 동의서를 제출

한 어머니 425명 가운데 참여 독려를 통해 420

명의 질문지가 수합되었으며, 그  부실 기재

분 12부가 제외된 408부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 

상이 되었다. 

4.자료분석

사  조사로 실시된 어머니 면담 자료의 분

석을 해 먼  녹음한 자료를 사하여 A4 45

여장의 사본을 만들었고, 사본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어머니가 어떠한 내용의 수학  상호

작용을 하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수학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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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하는지, 수학  상호작용의 정도는 어떠한

지에 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범주화하 다. 연

구자의 범주와 분류  해석 과정에 해서는 

아동학 공 교수 1인  아동학 공 박사 1인

과 검토  토의 과정을 거치며 수정을 해나갔

다. 최종 으로 이 과정을 통해 유아기 부모가 

일상 으로 행하는 수학  상호작용의 사례들

을 수집하 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과 AMOS 20.0 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 다. 척

도 문항 개발과 련하여, 평균, 표 편차, 문항

과 체 척도와의 상 , 문항 제거 시의 내 합

치도, x2 검증  Cramer's V 계수로 문항변별도

를 산출하고, 척도의 구성요인을 악하기 해

서 최 우도 분석과 오블리민 사각회 을 이용

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개발한 척도

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내 합치도 지수

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Ⅲ. 연구결과

1.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 개발

1)문항 개발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

을 개발하기 해 먼  유아의 수학  능력 발

달에 향을 미치는 부모변인  가정환경변인

과 련된 연구  문헌들을 고찰하 다. 구체

으로 수학  상호작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

떠한 구성요인을 도출해낼지 구상하기 해 수

학  상호작용, 수학  가정환경, 수학  담화 

등을 키워드로 련 이론  실제 연구들을 고

찰하고 그 연구들에서 사용한 척도를 면 히 검

토하 다. 한 부모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

학  상호작용 외 유아교사가 기 에서 수학

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나 인  학문인 과학

에서 부모나 유아교사가 수․과학 으로 상호

작용하는 부분을 변인으로 다룬 연구들을 포

으로 검토하 다. 

기존 련 척도들은 수학교육 내용(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수집과 결과 나

타내기)별로 시문항을 부모에게 제시하고 상

호작용의 빈도를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거

나(Kang, 2012; Lee, 2011), 빈도 외에 수학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당시 활용한 자

료에 한 질문이 독립 으로 포함되기도 하

다(Cannon & Ginsburg, 2008). 그리고 부모의 언

어  상호작용과 물리  환경(수학 련 놀잇감 

등)을 별도의 구성요인으로 분리하 거나(Kang, 

2012; Lee, 2011), 수학교육 내용과 상 없이 수

학  상호작용 자체의 유형( : 양 화하기, 설

명하기 등)을 동화책 읽어주기와 같은 특정 상황

을 놓고 측정하기도 하 다(Hong, 2010). 

실제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상호작

용의 유형과 빈도,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내용, 

방법, 상황  어려움, 자녀의 수학  능력 발달

을 해 심을 기울이는 이유 등을 유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 9명을 상으로 면 조사를 실

시하 고, 수학  상호작용의 내용과 수학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라는 큰 주제 하에 

하 범주를 구분하고, 표 인 사례들을 추출

해냈다. 수학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은 

간식  식사, 동화책 읽어주기, 블록놀이  색

종이 기 등 다양한 놀이, 산책, 게임, 마트 장

보기 등 다양하게 나타났고, 어머니가 의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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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도하는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유아가 주도

하는 자발 인 놀이 상황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수학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에는 놀잇감, 구체물과 같은 매

체를 동시에 포함하여 활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놀잇감 등 물리  가정환

경 구성과 언어  상호작용을 분리해서 생각하

는 것이 치 않음을 확인하 다. 한 어머

니들은 정확한 수학교육 내용을 악하고 있지 

못했지만 사례를 떠올려보게끔 격려하 을 때 5

가지 수학교육 내용을 일상 으로 골고루 다루

며 수학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

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은 5

가지 수학교육 내용별로 부모 면 조사에서 일

반 으로 언 된 다양한 일상  상호작용 사례

를 일상  맥락과 놀이상황 등을 모두 포함함과 

동시에 놀잇감이나 구체물과 같은 매체를 활용

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포함하여 상호작용의 빈

도를 묻는 문항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

다. 이에 5개의 수학교육 내용별로 부모들의 일

상 인 수학  상호작용을 변하는 12개의 상

호작용 시 문항을, 물리  환경 구성과 언어

 상호작용을 구별하지 않고 상호작용 내용 자

체에 을 맞추어 개발하여, 총 60문항을 개

발하게 되었다. 

2)내용타당도

문헌 고찰과 면  조사를 통해 개발된 60문

항들은 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

증 작업을 거쳤다. 개발 문항의 타당성 여부는 

아동학 교수 1명, 아동학 공 박사  박사수

료 3명, 아동학  유아교육과 석사학 를 취득

하거나 박사과정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 3명에게 평가를 받았다. 여기서 내용이 

복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애매모호한 문

항, 일반 이지 않은 상황, 연령에 합하지 않

다고 평가받은 11문항을 제외하 다. 

3)문항양호도

개발된 49개의 문항들이 변별도에서 양호한

지를 알아보기 해 문항- 체 상 , 문항이 제

거된 후의 α값, x2 값과 Cramer's V계수를 산출

하 다. 체와 하게 낮은 상 (.15이하)을 

보이거나, 문항이 제거된 후에 체 척도의 내

 합치도(Cronbach’s α값)가 증가하며, 체 응

답분포를 토 로 체 척도의 총  기  상  

30%와 하  30% 두 집단 사이에 각 문항에 

한 응답빈도의 차이를 x2 값을 통해 알아본 결

과, .05의 유의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

는 문항은 없었다. 한 각 문항 수와 총 (상

집단, 하 집단)간 상 계정도를 보여주는 

Cramer's V계수를 산출한 결과 일반 인 변별

도 수용수 인 .25이상이었다. 따라서 49개 문

항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명되었다. 

4)탐색  요인분석

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구

조가 요인분석에 합한가를 알아보기 하여 

Kaiser-Meyer-Olkin(KMO) 측도를 사용하여 변

인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KMO 수치는 

문항간의 상 계가 다른 문항에 의해 설명되

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항 49개로 구성된 

척도의 KMO 측도값은 .95로 높게 나타나 요인

분석을 한 문항으로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 요인분석의 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

의 구형성 검증치는 9361.53(df = 1176)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 < .001) 유의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이 악되었다. 

문항양호도를 통해 양호하다고 단되었던 

49개 문항의 하 요인  구성타당도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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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하 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하여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

의 수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 스크리 검사와 

 분산비율을 고려하 으며, 직  오블리민 방

법의 사각회 을 실시하 다. 요인의 수를 추정

하기 해 요인수를 제한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을 과하는 요인은 10개

로 탐색되었고, 스크리 검사 결과는 4∼6개 요

인구조가 한 것으로 단되었다. 4개, 5개, 

6개 요인수를 지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6개의 요인구조

가 4개, 5개의 요인구조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6개 요인구조가 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따라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30이

하)과 타 요인과 .30 이상의 요인부하값을 보이

는 21문항을 제외하 다. 남은 28문항을 요인수

를 제한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유치 1을 과하는 요인이 4개로 탐색되었고, 

스크리 검사 결과에서도 4개 요인구조가 

한 것으로 단되었다. 4개 요인수를 지정하여 

여러 차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

이 낮은 문항(.30이하)과 타 요인과 .30 이상의 

요인부하값을 보이는 4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24문항으로 최 의 설명량을 확보하는 결과를 

도출하 다. 최종 으로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는 4개 요인구조의 24개 문항을 

확정되었으며, 체 변량의 47.07%를 설명하

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 요인구조계수  요인 

설명량은 Table 2에 제시하 다.

요인1은 체 변량의 34.25%를 설명하는 요인

으로, 총 10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문항들은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내용에 한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상호작용’으로 명명하 다. 수와 연산 상

호작용은 2번(주변의 사물을 함께 세어 ), 12번

(달력의 날짜를 알아 ), 13번(놀이에 수량에 

한 상호작용이 포함됨) 문항이 해당되고, 측정 상

호작용은 6번(키, 체  순서 이야기나 기), 7번

(거리를 걸음으로 재기), 4번(작년의 키와 체 과 

비교하기), 11번(가방 무게 이야기나 기), 15번

(남은 거리에 해 이야기나 기) 문항이 해당되

며, 규칙성은 8번(윷의 무늬 패턴 알아보기), 9번

(좌우 신발 패턴 인식하기) 문항이 해당된다. 요

인2는 체 변량의 4.89%를 설명하는 3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에는 물건을 종류별로 

정리된 치에서 찾아오거나(41번), 장난감을 종

류별로 정리하고(46번), 장보기 목록에 따라 물건

을 사는(47번) 상호작용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

어, ‘자료수집과 결과 상호작용’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3은 체 변량의 4.73%를 설명하며 5개

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3에 포함된 문항은 동

화책을 통해 수와 연산(21번), 공간과 도형(43번), 

측정(37번), 규칙성(45번),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

내기(28번)를 상호작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 ‘동화책 상호작용’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4는 

체 변량의 3.19%를 설명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4에 포함된 문항들은 색종이로 

다양한 모양 놀이(20번), 상자 등으로 모양 만들

기 놀이(17번), 찰흙으로 모양 만들기(38번), 블록

이나 교구로 모양 만들기(44번), 주변 사물의 모

양에 한 이야기 나 기(18번), 비즈 꿰기 놀이

(29번)에 한 상호작용을 일 되게 담고 있으므

로 ‘공간과 도형 상호작용’이라고 명명하 다. 비

즈 꿰기 놀이의 경우 연구자는 규칙성 내용에 

한 상호작용으로 부모에게 질문하 으나 공간과 

도형과 같은 구성요인으로 묶 는데, 비즈놀이 

장난감이 여러 가지 모양을 다루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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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actor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Interaction 

regarding 

number and 

operation, 

measurement 

and pattern

(Factor1)

 6 My child and I talk about the order of height and 

weight of our family members and the size of family 

members’ articles of clothing (e.g., shoes, clothes, 

hats).

.69

 7 I interact with my child in guessing how many steps 

we’ll take to our destination.
.69

 4 My child and I talk about how much his/her height 

and weight has changed.
.68

11 My child and I talk about how heavy his/her bag 

or my shopping basket is. 
.62

15 My child and I talk and ask about how far we have 

come or have to go as we go to our destination 

(e.g., childcare center, market).

.61

 2 My child and I count surrounding objects, such as 

tree fruits, stones, and leaves, which we collect 

while walking, together.

.60

 8 My child and I talk to figure out repetitive patterns 

such as a yut mark (e.g., Do Gae Gul Yut Mo, 

Do Re Mi Fa Sol Ra Si Do). 

.58

12 My child and I check what date it is today or whether 

it is a special day such as his/her birthday.
.57

13 My child and I use numbers while role playing or 

building blocks with my child (e.g., I need three 

more blocks; We have to bake five cakes.)

.51

 9 My child and I talk about how a shoe fits his/her 

right or left foot. 
.48

Interaction 

regarding data 

collection 

and result 

(Factor2)

41 I let my child find objects or arrange them by sorting 

out shoes, spoons and chopsticks, clothes, and 

stationery in their own space.

.77

46 I interact with my child to arrange his/her toys by 

sorting them out in a fixed location.
.72

47 I interact with my child to buy goods according 

to our recorded shopping list.
.42

Interaction 

with picture 

books

(Factor3)

37 I discuss topics like length, size, weight, and volume 

while reading picture books with or without 

mathematical content to my child.

-.77

43 I discuss topics like shape, figure, and direction 

while reading picture books with or without 

mathematical content to my child.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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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tinued)

Factor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Interaction 

with picture 

books

(Factor3)

28 I discuss topics like classification and graph while 

reading picture books with or without mathematical 

content to my child.

-.71

45 I discuss topics like pattern and regularity while 

reading picture books with or without mathematical 

content to my child.

-.65

21 I discuss topics like number, amount and operation 

while reading picture books with or without 

mathematical content to my child.

-.45

Interaction 

regarding 

space and 

shape

(Factor4)

20 I play with my child by folding or cutting papers 

into various figures.
.78

17 I play with my child by making figures with boxes, 

recycled items, ribbons and other materials.
.63

38 I play with my child by making clay figures. .47

44 My child and I talk about the shape of blocks or 

methods needed to build what he/she wants to build 

with building blocks, magnetic blocks, and 

educational instruments (e.g., Gabe, Montessori).

.41

18 My child and I talk about the shapes of snacks, 

toys, and surrounding natural objects and things.
.37

29 My child and I make patterns when making bead 

bracelets or threading beading needles.
.35

Eigenvalues  8.77  1.82  1.49  1.21

Variance(%) 34.25  4.89  4.73  3.19

Cumulated explanation(%) 34.25 39.15 43.88 47.07

<Table 3> Correlation between factors and sum of the scale

Facto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Sum

Factor1 1.00 .88***

Factor2 .52*** 1.00 .69***

Factor3 .62*** .47*** 1.00 .85***

Factor4 .55*** .52*** .69*** 1.00 .8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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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에서 나온 구성 문항을 토 로 체 

총 과 요인 수와의 상   요인 수 간 상

계수를 통해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검증하

다(Table 3 참고). 각 요인과 총 과는 .69에서 

.88의 상 을 보여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요인간의 상  역시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2.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 타당화

1)구성타당도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4요인의 척도가 타당한지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모델

링연구에 한 부합도지수는 부합지수의 카

이자승 χ2(Chi-Square), 표 카이자승 NC(Normed 

Chi-Square),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의 근

사치오차평균제곱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 부합지수의 TLI 

(Tucker-Lewis Index), 비교부합지수의 CFI 

(Comparative Fit Index), 비부합도 지수의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제

시하 다(Moon, 2009; Bollen, 1989; Kline, 2011).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df) = 257.96(246), 

p < .001, NC = 2.15, TLI = .92, CFI = .93, 

SRMR = .05, RMSEA = .05로 수학  상호작용 

척도의 부합도 지수가 평가 기 에 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합한 부합도를 보인 측정모델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ure 1에

서도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이 .56∼.82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수학  상호작용 척도를 구성

하고 있는 24개 문항은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

호작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4개의 요인이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요인인지 확인한 결과 잠재변인들 간의 상 계

<Table 4> Fit indices of observed model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5)

LO90 HI90

Observed model 78 246 527.96 2.15 .92 .93 .05 .05 .06

Good fitting model ∼3.0 >.90 >.90 <.10 >.02 <.10

<Figur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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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70이하로 나타나(Kline, 2011; Moon, 2009), 

상이한 요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공인타당도

구성타당도까지 확보한 수학  상호작용 척

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기존의 가정

의 수학  환경 척도와의 상 계수를 산출하

다. Table 5에 따르면, 척도 수는 가정의 수학

 환경 척도와 유의한 상 계를 보여주었다

(r = .63, p < .001). 하  척도인 물리  환경구성

(r = .44, p < .001)과 언어  상호작용(r = .62, 

p < .001)과도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 

수는 유의한 상 계를 가졌다. 가정의 수학  

환경 척도와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들의 

하 요인 간 상 도 .25∼.62의 유의한 상 계

를 보여줬다. 이상의 결과는 가정의 수학  환경

이 물리 , 언어 으로 잘 비되어 있는 것과 

어머니가 자녀와 수학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

는 것이 상 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

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타당하다는 을 입증

하 다.

3)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한 수학  상호작용 척도의 신

뢰도를 알아보기 해 체 척도와 각 요인별 내

 합치도를 알아보았다. 척도 체 문항에 한 

내  합치도 계수는 .92로 높게 나타났고, 요인

별로 요인1은 .88, 요인2는 .75, 요인3은 .86, 요

인4는 .79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체 

척도  각 요인 내 문항 간 동질성이 입증되었

다(Table 6 참고).

Ⅳ. 논의  결론

이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의 부재

로 인해 련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에 주목하여 만 4, 5, 6세 유아를 자녀로 둔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thematical environment of home and mathematical interactio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Total

Mathematical environment of home .58*** .37*** .53*** .50*** .63***

Physical environment .36*** .25*** .40*** .42*** .44***

Linguistic interaction .62*** .38*** .50*** .45*** .62***

***p < .001.

<Table 6> Reliability of the scale and number of items

Factor Cronbach's α Number of items

Factor1 .88 10

Factor2 .75  3

Factor3 .86  5

Factor4 .79  6

Total .9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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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명의 어머니를 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척도를 질문지 조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하 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은 문헌고찰과 부모 면 조사를 통해 개발

되었으며, 내용타당도, 문항양호도, 탐색  요인

분석을 통해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24문항의 

척도가 도출되었다. 련 선행연구 고찰과 사

조사로 이루어진 부모 면 조사를 바탕으로 5

가지 수학교육 내용별로 다양한 일상  상호작

용 사례들이 60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여기

에는 언어  상호작용과 물리  환경을 구별하

지 않았고, 일상사뿐만 아니라 놀이 상호작용, 

매체 활용 차원도 포 으로 반 되었다. 문

가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애매모호하거

나 유아의 발달에 합하지 않은 문항 등 11개 

문항을 제외하 으며, 남은 49개의 문항의 x2 

값과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여 문항의 양호

도를 알아본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단되었

다. 문항 49개를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요인을 도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24

개 문항이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4개의 요인은 문항 개발 당시 수학교육 내

용별로 수학  상호작용 문항을 구성한 과정을 

반 하면서 동시에 수학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 빈번한 맥락이 반 된 결과이다. 이 4개의 

요인은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상호작용’, ‘자

료 수집과 결과 상호작용’, ‘동화책 상호작용’, 

‘공간과 도형 상호작용’으로 밝 졌다. 이 4개의 

요인은 체 변량의 47.0%를 설명한다. 기존에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을 측정했던 

련 척도들은 단순히 수학교육 내용에 따라 5요

인으로 구성되거나(Lee, 2011), 물리  환경과 

언어  상호작용의 2요인으로 구성된 것(Kang, 

2012)에 반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척도의 구성

요인은 수학교육 내용을 반 함과 동시에 상호

작용의 공통된 주된 맥락을 동시에 반 했다는 

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제일 많은 설명량을 

가진 1요인은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상호작

용’이다. 이는 상당수의 유아기 부모가 이 내용

에 해서 수학 으로 빈번하게 상호작용함을 

반 한다. 한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내용에 

한 상호작용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것은 이 

내용에 한 상호작용을 유아기 부모가 유사한 

상호작용으로 인식한다는 을 의미한다. 실제 

문항을 살펴보면 가족원들의 키와 체 의 순서, 

유아 자신의 키와 체 의 변화, 거리 측정, 가방

의 무게에 한 측정 상호작용, 구체물 세어보

기, 달력 날짜 읽기, 수량과 련된 놀이 상황의 

수와 연산 상호작용, 윷놀이, 신발 방향 패턴에 

한 규칙성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다. 어머니가 

유아와의 수학  상호작용에서 규칙성, 측정, 

수와 연산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는 선행연구

(Lee, 2011)는 유아기 부모가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내용에 해서는 명시 으로 수학교육 

내용으로 인식하고 유아와 보다 극 으로 상

호작용할 가능성을 보여 다. 자료 수집과 결과 

내용과 공간과 도형 내용은 하나의 독립 인 요

인을 구성하 다. ‘자료 수집과 결과 상호작용’ 

내용은 사물  장난감 종류별로 제자리에 정리

하기, 장보기 목록 활용하기의 상호작용 내용이, 

‘공간과 도형 상호작용’ 요인은 색종이 기, 여

러 가지 모양 입체 으로 만들기, 찰흙놀이, 블

록  교구놀이, 주변 사물의 모양에 한 이야

기 나 기, 비즈꿰기 놀이 상호작용이 포함되었

다. 수학교육 내용 외에도 ‘동화책 상호작용’ 구

성요인도 도출되었는데, 이는 수학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책뿐만 아니라 일반 동화책을 활용해 

유아기 부모가 5가지 수학교육 내용에 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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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는 상황이 유아기 부모에게 하나의 유

형의 수학  상호작용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다. 가정에서 유아가 부모와 어떠한 종류의 활

동을 하는 에 수학  개념을 다루는 화가 

많이 일어나는지 연구한 Anderson(1997)의 연구

에서 블록 쌓기 놀이뿐만 아니라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이 찰되었다는 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동화를 활용한 가정연계 수학활동

을 부모에게 진행한 결과 유아수학교육의 목

과 필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유아의 수학

 경험을 해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을 인식했다는 연구(Shin, 2010)을 통

해 볼 때 동화책을 통해 가정에서 수학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면 유아의 수학

 능력  수학  태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5가지 수학교육 

내용을 모두 포 함과 동시에 동화책을 통한 수

학  상호작용이 구성요인으로 도출된 이 척도

는 5가지 수학교육에 한 부모의 수학  상호

작용과 유아의 수학  능력이 상 을 가진다는 

선행연구(Choi & Chung, 2007; Lee & Park, 

2010)와 동화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수학  능

력과 수학  태도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

(Hong, 2011; Kim & Kim, 2014)를 놓고 볼 때, 

유아의 수학  능력과 수학  태도 향상을 유의

미하게 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둘째, 문항 개발 과정을 거쳐 개발된 4개 구성

요인의 24개 문항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

다. 먼  구성타당도의 경우 확인  요인분석

을 통해 4개 구성요인의 24개 문항의 척도가 타

당한 구조임이 증명되었다. 구성타당도를 확보한 

척도가 기존 척도와 어느 정도의 상 을 가지는

지를 밝힌 결과 공인타당도를 확보한 척도임을 

증명하 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기 부모

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는 Kang(2012)의 가정

의 수학  환경 척도와 정  상 이 있었다. 이는 

유아기 부모의 높은 수학  상호작용이 가정의 

물리 , 언어  수학  환경의 구비 정도와 정

으로 상 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타당도가 검증된 본 척도는 신뢰도 검증을 해 

내  일치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양호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명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도는 유아의 

수학  능력  태도 발달을 정 으로 측할 

부모의 상호작용 측면을 측정하기에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

고 기존 수학  상호작용 련 척도들이 수학교

육 내용별로 기계 으로 요인을 나 거나 물리

, 언어  환경으로 요인을 나 는 것을 넘어 

실제로 유아기 부모들이 어떤 내용과 맥락으로 

유아들과 수학 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구 해

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해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재검사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지 못했으며, 유아

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과 유아변인( : 수

학  능력, 수학  태도 등)과의 상 계를 밝

히지 못한 에서 제한 이 있다. 한 직  부

모의 수학  상호작용을 찰하여 측정하지 못

하고 어머니 자신의 보고를 통해 상호작용 빈도

를 측정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해 이 연구에

서 개발된 척도의 재검사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과 

련 유아변인 간의 상 계를 밝 내  수 있

는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것을 기 하며, 어머니

의 보고로 측정된 수학  상호작용과 실제로 

찰한 부모-유아 간 수학  상호작용의 비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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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확인

하는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

에 이루어진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척도를 바

탕으로 이루어진 한계 에서 출발한 바, 타당하

고 신뢰로운 유아기 부모의 수학  상호작용 척

도를 개발함으로써 련 연구를 진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척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기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일상 으로 수학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한 부모교육 로

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는 결과 으로 유아의 수학  능력 발달에 

합한 가정의 수학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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