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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1)

∙ 3~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선 표집 하여 

2014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유

아의 성취 및 행동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 3~5세 모든 연령 모든 영역에서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변인은 유아의 성별과 가구소득이었음.

∙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 속도 및 변화의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교

사의 교수효능감이 누리과정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음.

∙ 5세 유아들의 전체 점수가 3,4세 유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성장 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4세 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에서 집단 내 전

체적인 점수 상승은 있었으나 집단 내 개인 간 편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3세의 경우, 자연탐구 영역에서의 성장이 다른 연령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예술경험 영역 점수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단계적

인 성장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양질의 교육,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을 조기에 평가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

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누리과정의 직접 수혜자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잘 적용되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본 고는 육아정책연구 일반과제 연구보고서인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분석 연구를 

토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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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본 연구(이정림･최효미･정주영･오유정･이정아, 2014)에서는 2013년 육아

정책연구소에서 제작한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3~5세 누리과정 

적용이 유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을 경험하는 유아들의 발달 및 행동 결과를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유아가 속한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기관유형, 교사변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전국적으로 3~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선 표집하여 

2014년 4월(사전조사)과 10월(사후조사) 2차례에 걸쳐 3,4,5세 담임교사를 통하여 평

가하고자 하였음.

- 사전 및 사후조사를 모두 완료한 기관, 교사, 유아 수는 다음과 같았음.

<표 1> 사전-사후조사를 모두 완료한 기관, 교사, 유아 수

구분 3세 4세 5세

유치원 396개소 420개소 547개소

어린이집 513개소 324개소 370개소

유아 수 1,029명 850명 1,056명

◦자료 분석 방법

-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사전, 사후조사 결과를 분

석함. 

- 패널 1차 차분 모형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량을 분석함.

2.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가.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1) 사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성별, 가구특성 중 가구소득, 교

사의 경력,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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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교사의 경력은 짧을수록,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상호작

용 점수는 높을수록 유아의 전체 점수도 높았음.

<표 2>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사전조사)

(N =1,229)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3675 *** 1.9948 *** 1.9430 *** 1.3925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972 *** -0.1991 *** -0.1976 *** -0.1950 ***

기관 경험기간 0.0010 0.0012 0.0019 * 0.0019 *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320 *** 0.1303 *** 0.1271 ***

취업모 여부(취업=1) -0.0252 -0.0239 -0.0169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320 0.0557

사립 유치원 0.0601 * 0.0530
†

국공립 어린이집 0.0000 0.001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519 -0.0471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1128 * 0.1017
†

직장 어린이집 -0.0404 -0.0338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5 **

교수효능감 0.0753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729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기관 경험기간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

◦기관 유형 변인의 경우, 의사소통 영역 점수는 민간 어린이집 대비 법인･단체등 어린

이집이 높았으며, 예술경험 영역 점수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법인･단체등 어린이

집의 점수가 높았음. 

◦교사 경력은 짧을수록 영역별 점수가 높았지만,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의사소통 영역 

점수의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음.

◦교수효능감은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에서만 유의한 양의 효과가 포착되었음.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는 예술경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아의 점수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4

<표 3>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사전조사)

(N =1,229)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상수 1.7295 *** 1.4837 *** 1.4445 *** 1.3197 *** 0.9858 ***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1367 *** -0.2428 *** -0.2142 *** -0.2797 *** -0.1017 ***

기관 경험기간 0.0024 *** 0.0027 ** 0.0018 * 0.0011 0.0013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871 *** 0.1806 *** 0.1269 *** 0.0812 *** 0.1603 ***

취업모여부

(취업=1)
-0.0146 -0.0366 -0.0256 0.0138 -0.0214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149 0.0622 0.0589 0.1098 * 0.0315

사립 유치원 0.0159 0.0501 0.0576
†

0.0886 * 0.0515

국공립 

어린이집
0.0023 0.0110 -0.0328 0.0387 -0.010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298 -0.0743 -0.0369 -0.0386 -0.0574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432 0.1292 * 0.0644 0.1623 * 0.1088

†

직장 어린이집 -0.0183 -0.0314 -0.0677 0.0099 -0.0603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2 -0.0003 -0.0005 ** -0.0009 *** -0.0006 ***

교수효능감 0.0460 0.0445 0.0561 0.0992 * 0.1302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856 ** 0.0652

†
0.0875 ** 0.0612 0.0648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사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전조사에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음.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성별과 가구 소득, 교수효능감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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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사후조사)

(N =1,04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6412 *** 2.3223 *** 2.2683 *** 1.7848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820 *** -0.1851 *** -0.1845 *** -0.1785 ***

기관 경험기간 -0.0005 -0.0006 0.0005 0.0005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171 *** 0.1119 *** 0.1084 ***

취업모 여부(취업=1) -0.0289 -0.0283 -0.0250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371 0.0553

사립 유치원 0.0650 * 0.0587
†

국공립 어린이집 -0.0096 -0.000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1015 * -0.0997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503 0.0416

직장 어린이집 -0.0545 -0.0434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4 *

교수효능감 0.1167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140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민간 어린이집 대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아의 전체 점수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유아 기관 경험 기간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는 더 이상 유의한 변인은 아닌 것으

로 분석됨.

◦교사 경력은 짧을수록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 사회관계 영역 점수가 유의하

게 높았음.

◦교수효능감은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에서만 유의한 양의 효과가 포착되었음.

◦사전조사에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보인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는 

사후조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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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사후조사)

(N =1,044)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상수 2.1832 *** 1.9140 *** 1.6934 *** 1.7318 *** 1.3982 ***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1128 *** -0.2032 *** -0.1976 *** -0.2898 *** -0.0901 ***

기관 경험기간 0.0009 0.0012 0.0003 -0.0003 0.0005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649 *** 0.1304 *** 0.1110 *** 0.0903 *** 0.1447 ***

취업모여부

(취업=1)
-0.0358 * -0.0349 -0.0436

†
0.0101 -0.0214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150 0.0497 0.0722 0.1134
†

0.0316

사립 유치원 0.0114 0.0500 0.0763 * 0.0762
†

0.0826 *

국공립 

어린이집
0.0286 -0.0431 -0.0069 0.0242 -0.0027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682

†
-0.1208 * -0.0874 -0.1174

†
-0.1023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488 0.0351 0.0304 0.0663 0.0293

직장 어린이집 -0.0609 -0.0266 -0.0277 -0.0347 -0.0653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0 -0.0002 -0.0004
†

-0.0009 *** -0.0006 **

교수효능감 0.0681 * 0.0872 * 0.1207 ** 0.1511 ** 0.1564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177 0.0065 0.0326 -0.0069 0.0212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관한 패널 1차 차분 모형 분석 결과

□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5세 유아의 전체 점수 변화에는 유아의 성별, 기관 유형, 교수효능감 점수 변화량, 교

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은 사전조사에서 여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던 남아들은 점수 증가폭이 커서, 

사후조사에서는 여아 점수에 근접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음.

◦기관 유형에 따른 유아들의 점수 증가폭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점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

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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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차분모형)

(N =1,056)

영역 전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0620 *** 0.0598 *** 0.0699 *** 0.0490 * 0.0609 * 0.0684 **

가구

특성

가구소득

D
0.0048 -0.0040 0.0161 -0.0046 -0.0061 0.0230

취업모여부

D

(취업=1)

0.0203 0.0212 0.0095 0.0250 0.0401 0.0033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2217 *** 0.1571 *** 0.1835 *** 0.2032 *** 0.2895 *** 0.2773 ***

사립 유치원 0.1972 *** 0.1290 *** 0.1550 *** 0.1828 *** 0.2525 *** 0.2693 ***

국공립 

어린이집
0.2048 *** 0.1523 *** 0.1083 ** 0.1940 *** 0.3046 *** 0.2649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1482 *** 0.0916 ** 0.1246 ** 0.1135 ** 0.2136 *** 0.2005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1360 ** 0.1305 ** 0.0846 † 0.1354 ** 0.1673 * 0.1654 **

직장 

어린이집
0.1934 *** 0.0869

†
0.1794 ** 0.2178 ** 0.2230 * 0.2553 **

교수

특성

교수효능감

D
0.0521 * 0.0257 0.0468 0.0341 0.0694

†
0.0833 *

교사-유아

상호작용

D

0.0705 ** 0.0418
†

0.0419 0.0866 ** 0.0948 * 0.0862 **

  주: 1) 각각의 변수들 뒤에 D가 붙은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로, 변화량의 효과를 나타냄

2)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교수효능감과 유아들의 점수 증가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예술

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 점수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의 증가도 의사소통 영역 점수 변화량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 변화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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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세 영역×집단별 점수 분포 변화 분석 결과

□ 유아 집단은 사전조사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 이상과 미만인 아이들로 구분

하여 5세 영역×집단별 점수 분포 변화 분석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이상인 유아 집단과 평균 미만인 유아 집단 모두, 모든 영

역에서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사전조사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던 유아의 영역별 사후조사 점수는 대부분 3점 근처에 

집중됨.

□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영역별 분석 결과

◦5세 유아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예술경험 영역(3세>5세>4세) 및 자연탐구 영역(3

세>4세>5세) 점수가 3,4세 유아에 비해 높지 않았음.

◦사후조사에서는 예술경험 영역(5세>3세>4세)과 자연탐구 영역(3세>5세>4세)에서 점수 

변화의 폭이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음.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가.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1) 사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성별, 가구특성 중 가구소득, 교

사의 경력,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이었음.

□ 여아,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교사의 경력은 짧을수록,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

용 점수는 높을수록 유아의 전체 점수도 높았음.

□ 교사 및 교수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경험 기간과 취업모 여부는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효과가 관측되었으며, 민간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유치원은 1% 유

의수준에서 음의 효과가 관측됨.



유아 관찰을 통한 3~5세 누리과정 효과 분석 및 제언

9

<표 7>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4세 사전조사)

(N =1,05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3143 *** 1.9548 *** 1.9789 *** 1.4269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936 *** -0.1959 *** -0.1991 *** -0.1933 ***

기관 경험기간 0.0017 * 0.0017 * 0.0016 
†

0.0014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171 *** 0.1135 *** 0.1110 ***

취업모 여부(취업=1) 0.0414 * 0.0379 
†

0.0331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1094 ** -0.0633 

사립 유치원 0.0067 -0.0006 

국공립 어린이집 0.0118 0.028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147 0.0122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115 -0.0173 

직장 어린이집 -0.0066 -0.0181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8 ***

교수효능감 0.0834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717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영역별 점수

◦기관 경험 기간이 길수록 신체운동･건강 영역 점수가 높았음

◦취업모 여부는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 영역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표 8>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4세 사전조사)

(N =1,050)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상수 1.7546 *** 1.5483 *** 1.2846 *** 1.2788 *** 1.2751 ***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1430 *** -0.2527 *** -0.1724 *** -0.2798 *** -0.1182 ***

기관 경험기간 0.0025 ** 0.0009 0.0010 0.0009 0.0017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943 *** 0.1252 *** 0.1292 *** 0.0832 *** 0.1231 ***

취업모여부

(취업=1)
0.0181 0.0122 0.0201 0.0729 ** 0.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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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624 -0.0615 -0.0728 -0.0552 -0.0666

사립 유치원 -0.0275 -0.0006 -0.0128 0.0176 0.0198

국공립 

어린이집
-0.0130 0.0478 0.0096 0.0386 0.058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245 0.0199 0.0473 0.0160 0.0032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530 0.0331 -0.0637 0.0178 -0.0234

직장 어린이집 -0.0147 0.0266 -0.0942 0.0097 -0.0142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6 *** -0.0009 *** -0.0007 *** -0.0008 *** -0.0009 ***

교수효능감 0.0306 0.0552 0.1049 ** 0.1049 ** 0.1188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708 * 0.0987 ** 0.0782 * 0.0638

†
0.0479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사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전조사에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고, 취업모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표 9>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4세 사후조사)

(N =85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5268 *** 2.1323 *** 2.1433 *** 1.5074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756 *** -0.1746 *** -0.1720 *** -0.1684 ***

기관 경험기간 0.0008 0.0011 0.0011 0.0006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246 *** 0.1224 *** 0.1173 ***

취업모 여부(취업=1) 0.0469 * 0.0456 
†

0.0460 *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409 -0.0279 

사립 유치원 0.0009 -0.0093 

국공립 어린이집 -0.0250 -0.016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479 0.0572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792 -0.0886 

직장 어린이집 0.0391 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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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계속)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5 **

교수효능감 0.0956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796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영역별 점수

◦신체운동･건강 영역 점수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대비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점수가 낮았음.

◦민간 어린이집 대비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경우 의사소통 영역 점수와 자연탐구 영

역 점수가 낮았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예술경험 영역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4세 사후조사)

(N =850)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상수 1.7890 *** 1.6343 *** 1.5669 *** 1.3121 *** 1.2434 ***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1284 *** -0.2026 *** -0.1560 *** -0.2871 *** -0.0683 *

기관 경험기간 0.0012 -0.0003 0.0015 -0.0010 0.0015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047 *** 0.1377 *** 0.1173 *** 0.0978 *** 0.1288 ***

취업모여부

(취업=1)
0.0318 0.0631 * 0.0327 0.0667 * 0.0345

기관

특성

국공립 유치원 -0.0586 0.0056 -0.0532 0.0024 -0.0356

사립 유치원 -0.0635 * -0.0104 -0.0253 0.0477 0.0068

국공립 

어린이집
-0.0388 -0.0005 -0.0362 -0.0154 0.009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081 0.0650 0.0341 0.1096

†
0.0868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790 -0.0129 † -0.1153 -0.0909 -0.1419

†

직장 어린이집 -0.0143 0.0328 -0.0794 0.1229 0.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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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4 * -0.0006 * -0.0005 * -0.0004 -0.0007 **

교수효능감 0.0939 ** 0.0926 * 0.0647 0.0915
†

0.1334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421 0.0646 0.0931 * 0.1156 * 0.0827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관한 패널 1차 차분 모형 분석 결과

□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5세 유아의 전체 점수 변화에는 5세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성별, 기관 유형, 교수효능

감 점수 변화량,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나. 4세 영역×집단별 점수 분포 변화 분석 결과

□ 대부분의 유아는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

□ 의사소통 영역

◦사후조사에서 3점에 근접한 유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영역임

□ 예술경험 영역

◦다른 영역에 비해 사전조사에서 유아들 간 점수 격차가 큰 편이었음. 

◦사후조사에서 유아별 발달 속도가 상이하고 단계적 성장을 하는 영역인 것으로 분석됨.

□ 자연탐구 영역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미만인 유아 집단의 사후조사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아지긴 

했으나, 사후조사에서도 여전히 2점 내외인 유아가 다수 있었음.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던 유아 집단의 사후조사 자연탐구 영역 점수는 3

점에 근접한 유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자연탐구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유아의 성장 발달 정도에 따라 더딘 성장을 보이는 

영역임을 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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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가.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1) 사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성별, 기관 경험 기간, 가구특성 

중 가구소득, 교사의 경력 등이었음

□ 5세, 4세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효과를 보인 교수효능감 점수와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

수는 3세의 사전조사 전체 점수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음.

□ 기관 경험 기간의 경우에도 4세, 5세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하던 효

과가 3세의 경우에는 사후조사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세 유아의 경우 처음 기관 경험 유아가 상대적으로 많아, 기관 적응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음.

<표 11>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3세 사전조사)

(N =1,258)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2647 *** 1.9926 *** 2.0122 *** 1.7307 ***

유아

특성

성별(성별=1) -0.1619 *** -0.1567 *** -0.1568 *** -0.1569 ***

기관 경험기간 0.0045 *** 0.0046 *** 0.0040 *** 0.0039 ***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913 *** 0.0925 *** 0.0891 ***

취업모 여부(취업=1) 0.0017 0.0044 0.0064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1169 ** -0.0800
†

사립 유치원 -0.0253 -0.0304

국공립 어린이집 0.0012 -0.000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291 0.0304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096 -0.0139

직장 어린이집 -0.0194 -0.0354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5 **

교수효능감 0.0433

교사-유아 상호작용 0.0391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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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전조사와 달리 교수효능

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사전조사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

가 있었던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짐.

□ 영역별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 점수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및 사립 유치

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사회관계 영역 점수의 경우에는 민

간 어린이집 대비 직장 어린이집에 다는 경우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3세 유아의 경우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가 사전조사뿐 아니라 사후조사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3세 사후조사)

(N =1,029)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4930 *** 2.2070 *** 2.2189 *** 1.8579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807 *** -0.1796 *** -0.1784 *** -0.1752 ***

기관 경험기간 0.0027 ** 0.0028 ** 0.0023 * 0.0022 *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954 *** 0.0980 *** 0.0957 ***

취업모 여부(취업=1) 0.0006 -0.0008 0.0019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635 -0.0439

사립 유치원 -0.0243 -0.0266

국공립 어린이집 0.0021 0.000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177 0.0247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662 0.0707

직장 어린이집 -0.0307 -0.0440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4 *

교수효능감 0.0876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127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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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관한 패널 1차 차분 모형 분석 결과

□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3세 유아의 전체 점수 변화에는 5세 및 4세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성별, 기관 유형, 교

수효능감 점수 변화량,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 기관 유형

◦민간 어린이집 대비 다른 유형의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의 점수 증가량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법인･단체등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의 점수 상승이 컸음.

◦이들 기관의 점수 상승폭이 큰 것은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에서의 점수 증가

가 큰 것에 기인하였음.

<표 13>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3세 차분모형)

(N =1,029)

영역 전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0609 *** 0.0702 *** 0.0709 ** 0.0627 ** 0.0266 0.0745 ***

가구

특성

가구소득

D
0.0225 0.0207 -0.0084 0.0137 0.0349 0.0542 *

취업모여부

D

(취업=1)

-0.0061 0.0111 -0.0155 -0.0048 -0.0003 -0.0248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1976 *** 0.1936 *** 0.1809 *** 0.2227 *** 0.1821 *** 0.2097 ***

사립 유치원 0.1674 *** 0.1548 *** 0.1427 *** 0.1529 *** 0.2043 *** 0.1830 ***

국공립 

어린이집
0.1662 *** 0.1343 *** 0.1384 *** 0.1748 *** 0.1892 *** 0.1936 ***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0.1682 *** 0.1662 *** 0.1662 *** 0.1428 *** 0.1857 *** 0.1773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2286 *** 0.1790 *** 0.2272 *** 0.2168 *** 0.2689 *** 0.2501 ***

직장 

어린이집
0.1515 *** 0.1303 ** 0.1142 * 0.1251 * 0.2098 *** 0.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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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속) 

영역 전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교수

특성

교수효능감

D
0.0396 0.0300 0.0072 0.0679 * 0.0349 0.0585

†

교사-유아

상호작용

D

0.0404
†

0.0448
†

0.0451 0.0044 0.0577 * 0.0476

  주: 1) 각각의 변수들 뒤에 D가 붙은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로 변화량의 효과를 나타냄

2)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교사 변인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이 유아관찰척도 점수 변화량에 미친 영

향은 영역별로 상호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었음. 

◦교수효능감 점수 변화량은 사회관계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

었음.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은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 점수에서 유

의하였음.

-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미만인 유아 집단의 사후조사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아

지긴 했으나, 사후조사에서도 여전히 2점 내외인 유아가 다수 있었음.

-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던 유아 집단의 사후조사 자연탐구 영역 점수

는 3점에 근접한 유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자연탐구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유아의 성장 발달 정도에 따라 더딘 성장을 보이

는 영역임을 암시함.

나. 3세 영역×집단별 점수 분포 변화 분석 결과

□ 5세, 4세와 마찬가지로 3세 유아들도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었음.

□ 전반적으로 집단 간 격차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음.

◦3세 유아의 경우에는 사전조사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던 유아들의 발달이 눈에 띄게 나

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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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낮은 유아들의 경우에는 개인별 성장 속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5. 시사점

□ 누리과정 효과 증진을 위한 연령별, 영역별에 따른 접근 필요

◦연령에 따라 발달의 변화 속도 및 변화의 내용이 달랐음. 

◦연령별 발달 경향을 고려한 수업진행이 누리과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남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및 배려 필요

◦모든 연령, 영역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남.

◦남아의 발달 속도와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 누리과정 취지인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원칙 준수 필요

◦취약계층 영유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및 조손 가정 영유아의 누리과정 학습을 위한 지

속적 지원이 필요함.

□ 유아 개별 교육 및 학급 운영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

◦유아 평정 결과로 개별 유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이 가능함. 

◦교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누리과정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용이함.

□ 교사 연수 및 보수교육 등의 교사의 교수 지원 강화

◦예술경험･자연탐구 영역은 젊고,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임.

◦젊은 교사의 경우 교사 양성 기관에서 누리과정에 관한 학습을 실행할 가능성 있음.

◦연수를 통하여 교수방법을 지원받으면 교수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

◦연령과 경력이 높은 교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누리과정 효과 분석을 위한 종단자료 활용 가치

◦동일한 코호트 내에서의 연령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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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코호트에서의 연령별 비교

◦동일 연령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유형

6. 정책 제언

□ 유아의 성별 및 가구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교수 제공

◦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발달에서의 성차 및 가구소득을 고려한 

적절한 교수 방법 등에 관한 학습 기회 제공

◦저소득가정 유아 대상 교수 방법 제안

- 교사는 가정과 긴밀한 연대를 가져야 함. 

- 해당 유아의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 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의 발달적 성취를 도울 수 있는 연계 활동을 제안 및 실행하

도록 함.

□ 교사의 관찰 능력 및 교수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사 교육 제공

◦유아에 대한 객관적 관찰 능력은 유아의 누리과정 성취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교육 과정에서부터 보수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유아에 대한 객

관적인 관찰능력이 학습되어야 하며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유아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유아교육･보육 질제고

◦유아 평가를 위한 방향을 정립해야 함.

- 과도한 평가로 유아 간 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투입효과 평가가 가

능해야 함.

- 교사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통한 유아 관찰이 필요함. 

- 공급자 중심이 아닌 누리과정 대상 유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함.

◦국가적 수준의 유아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3~5세 누리과정 유아관

찰척도’ 활용을 제안함.

◦유아 평가 자료의 체계적 수집,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유아 평가 체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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