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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s a foundation for preparing learning support measure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isabilities through research on the academic relationship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The degree and developmental 
relationship of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age from kindergarten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to 4th grade were examined. 
Methods: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LGMA) was conducted on the results of the eval-
uation of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academic performance from 2014 to 2018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Results: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developed 
with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other. It was confirmed that the basic ability to perform 
the Korean languag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e basic ability and the change in the 
academic ability in mathematics. It is a fact that Korean language ability is the basis of math-
ematical academic abi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mathematical sentence sys-
tem. In addition, although Korean language ability and mathematics influence each other, 
in the case of mathematics, the cognitive ability of individual children played a more signif-
icant role compared to the Korean language in the academic performance results. Conclu-
sion: Korean language ability and mathematics developed with a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other.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Latent Growth Model that Korean language abil-
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asic ability and the change of mathematic academic per-
formance.

Keywords: 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Korean, Mathematics, Academic perfor-
mance

유치원 과정에 속하는 만 3-5세 일반 아동들은 언어 발달에 있어 

문장표현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동들

은 수 인지 능력도 발달하는데 이때 수 인지에서 언어의 효과를 구

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수와 언어는 통합적

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수 세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 개념 발달은 일반적인 발달에 속한다. 

그리고 아동기에 수와 관련된 어휘 이해와 수 세기 능력은 이후 수

학 학습의 중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teffe, 1992).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 중 수학관련 어휘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이 때문에 수 인지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대상자들이 존재한다

(Arvedson, 2002; Fazio, 1996). 그리고 언어 구문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지만 수 인지능력에 있어서는 정상발달을 보이는 대상자들도 

있다(Bideaud, Meljac, & Fischer, 1992; Gelman, 1997; Gersten & 

Chard, 1999). 이렇듯 자연적 언어와 수 인지는 어떠한 면에서는 매

우 밀접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구

분되는 능력인 것으로 여겨진다. 

언어와 수 인지와의 발달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언어발달지체 아

동의 학습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국어와 수학의 

학업 관계 발달 연구를 통해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를 마련하고, 통합교육에서의 언어치료와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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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구성의 연구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9년 7월 24일에 2020년 유치원 누리과정

을 새로 고지하였으며, 2021년 11월 24일에는 초 · 중 · 고등학교 교

육과정 전체에 대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3-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다. 0-2세 어린

이집 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누리

과정은 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이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 학습은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며,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초기 문해 학습(주변 

상징과 글자에 관심 갖기,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하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자연탐구 

영역에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기, 물

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하기,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기, 일상에서 모은 자료

를 기준에 따라 분류,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부분에 수

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즉, 유아

들은 누리과정에서부터 국어와 수학 기초학습을 수행한다.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과목 선택권 확대, 지식과 과정 태도를 아우

르는 핵심 교과역량 강화,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생태교육, 민주

시민교육 인공지능으로 알아보는 우리 고장, 지역과 민주시민, 역사

체험 등), 그리고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과 같은 기초소양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정 교육과정

은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기초학력과 디

지털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초점이 맞춰졌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미래 인재역량을 위한 이와 같은 2022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개정안과는 달리 교과통합을 통한 생활중

심의 학습과 기본적인 언어와 수리에 대한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연계에 있어, 국어와 수학은 계속해서 

중요한 기초학력 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생활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에서의 국어는 듣기와 말

하기를 기반으로 하여 읽기와 쓰기 문해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

며, 수학은 문장제를 강화한 연산 도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

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즉, 수학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수학적 상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역

량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수학 문장제는 구문 언어와 수학관련 

낱말(더하기, 빼기, 나누기, 얼마나 더, ~보다 크다/작다, 앞/뒤/옆/위, 

크기, 비교, 넓이, 깊이, 도형, 다각형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 능력이 

있어야 풀이가 가능하다(Toll & Van Luit, 2014). 그러므로 현재 및 

미래 사회에서의 수학은 점점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

문으로 발달하고 있다. 

모든 학습의 기본은 언어이기 때문에, 학령전기와 학령기초기에

는 언어 발달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

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O’Halloran, 2005; Toll & Van Luit, 

2014). 하지만 수학은 언어 능력과 독립적인 학문으로 해석할 수 없

다. 국어와 수학은 그 상징의 종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언어와 수학은 모두 상징을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공통점

이 있기 때문이다(Whitin & Whitin, 2000). 수학은 기호학적 개념

으로 살펴보았을 때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 수학적 상징들로 구성되

어 있다(O’Halloran, 2005). 그리고 기초 수학 능력 습득은 말 발달

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Toll & Van Luit, 2014). 즉, 적합한 언어기술

은 초기 수학 학습을 위한 선행 조건이 된다. 그리고 언어 능력은 수

학 수행의 구성개념이기도 하면서 학령기 이후의 수학 수행 능력의 

예측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oll & Van Luit, 2014). 

또한 언어 능력이 또래보다 낮은 아동들은 초기 수학 학습에서도 

또래보다 늦은 발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Kleemans, Segers, 

& Verhoven, 2011).

근래 임상과 연구현장에서는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비언어적 역

량 또는 수리적 능력, 수학 학업 능력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즉,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수리 능력을 살펴본 연구들과 난독증 아

동의 수학 능력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Arvedson, 

2002; Cowan, Donlan, Newton, & Lloyd, 2008; Dowker, 2008; El-

lis, Miles, & Wheeler, 2008; Fazio, 1999; Koponen, Mononen, Räsä-

nen, & Ahonen, 2006; Windsor, Kohnert, Loxtercamp, & Kan, 

2008).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언어 발달의 문제가 언어만의 문제

가 아니라 다른 인지적 처리 능력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다. 특히 단순언어장애 대상자들은 언어 발달의 문제와 함께 수학 

능력도 발달지체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vedson, 2002; 

Cowan et al., 2008; Dowker, 2008). 또한 난독 아동의 경우는 초등

학교 4학년까지는 수학 풀이 정확성이 또래 아동들에 비하여 유의

미하게 낮으며 또한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Ellis 

et al.,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언어 발달의 문제가 수학 능

력 발달에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수학역량 발달 문제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Arvedson, 2002; Cowan et al., 2008; Dowker, 2008). 

초기 언어와 수학 능력은 서로 관련되어 발달하고 있다. 다른 인

지적 요소(주의, 기억, 정서 등)들이 그러하듯이 유치원 및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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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리과정 시기에 언어와 수학은 상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Toll & Van Luit, 2014). 일반적으로는 언어가 학습의 주요 발달을 

돕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언어와 수학 발달이 복잡한 

관계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수학 발달의 관계성과 상호

간 원인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일반 아동의 경우는 

만 3세 이후 어휘를 조합하여 문장으로 산출하고 상황과 맥락에 적

절하게 문장으로 표현하고, 또한 복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게 된다(Paul, Norbury, & Gosse, 2017). 그러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수학이 언어와 유사한 처리과정이 이루어지는 

상징언어의 일종이라면 수학적 기호 상징을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의사소통 속에 포함되어 강조되어야 한다(Toll & 

Van Luit, 2014). 그리고 유치원 시기에 언어와 수리 역량에 문제가 

있던 아동들은 이후 학령기에도 여전히 언어와 수학 학습에 지체

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Toll, Van der Ven, Kroesbergen, & Van 

Luit, 2011). 그러므로 학령 전 누리과정(만 3-5세 아동에게 주어지

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시기에 언어와 수학 능력에 

발달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초등학교 학령

기 준비를 위한 학습계획에 있어 중요한 학습 능력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Mazzocco, 2005). 

현재 국내에서는 국어와 수학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몇몇 연구들을 통해 국어와 수학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 (2019)의 연구에서는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6학년 68명을 대상으로 음악 능력(음고 지각력, 

박 지속력, 리듬 재현력)과 언어 능력(언어지능), 수학 능력(수학논

리지능)의 상관관계 연구결과, 음악과 언어, 수학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 3학년 

340명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해결 능력과 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수학 문제해결 능력

은 국어의 읽기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Song, 2010). 이들 연구들은 언어와 수학의 상관만을 본 연구들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 국어와 수학의 상호관계성과 발

달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국어와 수학과의 발달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7월생 아동패널이 20세가 되는 2027

년까지 종단으로 인간 발달을 연구하고 있다. 패널 대상자들은 연

령에 따라서 적합한 과제를 이용하여 부모 및 형제자매, 또래관계, 

인지, 언어, 학습과 사회정서 등을 매년 종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평가과제 중 6세 누리과정에서는 학업 능력, 초등학교 1학

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업수행 능력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과제 모

두 국어와 수학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한국

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패널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2019년과 6학년인 2020년에는 학업 능력 데이터에 대한 

결손이 많아서 이전 년도에 비하여 평가를 완료한 대상자가 50명 

이하의 수준이었다. 이에 종단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 연구의 효

과를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요 연구 대상자 연령

을 만 6세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만 제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즉,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시기에서부터 초등

학교 입학 후 4학년까지 동일한 대상자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국어

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발달정도와 발달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업수행 능력(학령전 언어 및 문해 능력, 학령전 수

리적 사고, 초등학교 국어, 수학 수행평가 결과) 변수

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 초등학생 시기부터(만 6세) 초등학교 4학년(10

세)까지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모델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4학년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을 예측

하는 관측 학업수행 능력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한국육아정책연구소(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는 아동의 성장 · 발달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2,000가구를 조사 모집단 표본으로 하여 이들이 성

인기에 접어드는 2027년까지 총 20년간 전반적인 아동 발달 특성과 

부모 특성, 가정 환경 특성, 교육(학교 및 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특

성, 정책 특성 자료를 수집하는 장기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연

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PSKC의 2014년(7차년도, 6세) 6월부터 12월까

지 약 6개월간 진행된 학업 능력(언어 및 문해 능력, 수리적 사고) 패

널연구에 참여하고, 이후 2015년(8차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2018년(11차년도, 초등학교 4학년) 학업수행 능력(국어, 수학) 평가

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만으로 하였다. PSKC의 원 데이터는 2020년

까지 현재 공개되어 있지만 2019년 대상자들의 데이터가 결측 처리

된 대상자가 많아 종단연구결과 제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

에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즉, 6세 유치원

시기 학업 능력 평가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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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수행 능력 평가 모두에 참여한 133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Table 1). 

대상자 133명 중 종단과제 모두에 참여한 아동의 성별 비율을 살

펴보면 남학생은 69명(51.88%)였으며 여학생은 64명(48.11%)로 성별

에 따른 참여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χ2(1, 133)= .19, p= .67). 

그리고 참여 대상들 모두는 2008년에 태어난 대상자들로 연령은 

모두 동일하였으며 이중 2008년 4월에 태어난 아동은 35명(26.32%), 

5월에 태어난 아동은 53명(39.85%), 6월에 태어난 아동은 34명(25.56%), 

그리고 7월에 태어난 아동은 11명(8.27%)이었다. 대상 아동은 대부

분 4-6월에 태어난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χ2(3, 133)=26.73, 

p< .001).

측정 도구

학업 능력(Academic skills)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아동패널의 학업 능력(Aca-

demic Skills) 평가 문항은 ‘언어 및 문해 능력(Language and Liter-

acy)’과 ‘수리적 사고(mathematical thinking)’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한국아동패널 학업 능력 평가 문항은 미국 ‘국립아동보건인적

개발원(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

ment, NICHD)’의 2단계 연구인 ‘아동 및 청소년 발달 연구(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에 적용된 

학업 능력 과제를 번안 수정한 것이다. 

NICHD SECCYD는 54개월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능력 검사(언어 및 문해 능력 15문항, 수리적 사고 

10문항)를 진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NICHD SECCYD

의 학업 능력 검사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국내 아동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언어 및 문해 능력은 영어 표현 

15개 문항 중 13개 문항을 선정한 후에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쓰기 

관련 1문항을 추가하여 총 14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리적 

사고 능력은 영어 표현 10문항에 한국적 표현에 적합한 수리적 사

고 5문항을 추가하여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Appen-

dix 1). 

학업 능력 검사 문항은 종단연구 대상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육

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web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는 ‘언어 및 발현 문해 능력’ 14개 문항과 ‘수리적 사고’ 15

개 문항, 총 학업 능력 29개 문항을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에 

대한 점수화는 ‘아직 하지 않음(1점), 하기 시작함(2점), 어느정도 해

냄(3점), 잘하는 편임(4점), 능숙함(5점)’과 같은 5점 리커트 척도

[5-point Likert-type scale; Not yet (1) - Beginning (2) - In Progress 

(3) - Intermediate (4) - Proficient (5)]를 사용하였다(Table 2). 이러

한 범주화 점수에 대한 종단평가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5점 척도 

개별 문항의 합계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

여 사용하였다. 

학업수행 능력(Academic performance)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학업수행 능력 평가는 아동

의 학년 수준에 맞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으로 모

든 교과를 측정하였다. 평가 방법은 과목별 하위 항목을 초등교과 

수준 목표에 따라 5점 Llikert 척도[‘하위 20% 이내(1점)’ - ‘상위 

20% 이내(5점)]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Table 3, Appendix 2). 이러

한 범주화 점수에 대한 종단평가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5점 척도 

개별 문항의 합계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

여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이번 연구에 사용된 학업 능력 검사는 유치원 시기인 7차년도

(2014년)에 대상자의 육아지원기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학업수행 능력은 패널 대상자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차년도

(2015년)부터 11차년도(2018년)까지 매년 진행된 검사로 학교 담임

교사를 대상 조사로 진행되었다. 학업 능력과 학업수행 능력은 웹

(web)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절차상에 있어 면접원이 우선 아

동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담임 교사에게 연락을 하고, 조사 참여를 승

낙하는 경우 6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아동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웹 조사를 통해 대상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결과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학령전 언어와 문해 능력이 초등학교 입학 

후에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의 잠재성장 정도를 살펴보고, 국어(수학) 능

력이 수학(국어)수행 능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

는 것이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 2014년(6세)부터 2018년(10세,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N= 133)

Characteristic No. (%)

Gender 
   Male 69 (51.88)
   Female 64 (48.11)
Birth month in 2008 yr
   4 35 (26.32)
   5 53 (39.85)
   6 34 (25.56)
   7 11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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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까지 진행한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종단연

구 데이터를 제공받아 척도를 동일하게 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학업수행 능력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학업(수행) 능력(언어 및 문해 능력, 수리적 사고, 초등학

Table 2. Items and scale of academic skills (language and literacy, mathematical thinking)

No. Language and literacy
Scale

NY B IP Int P

  1 Follows directions that include a series of actions 1 2 3 4 5
  2 Use rather complex sentence structures 1 2 3 4 5
  3 Understands and interpret a story or other text read to him/her 1 2 3 4 5
  4 Reads all the consonants and vowels of Hangul easily and quickly 1 2 3 4 5
  5 Makes rhyme word 1 2 3 4 5
  6 Frequently and eagerly chooses reading-related activities 1 2 3 4 5
  7 Can predict what story will follow by looking at clues or pictures in the plot. 1 2 3 4 5
  8 Reads first-grade books independently with comprehension 1 2 3 4 5
  9 Indicates the initial write behavior. 1 2 3 4 5
10 Write relatively simple words such as ‘mom’, ‘dad’, ‘you’, and ‘hello’. 1 2 3 4 5
11 Remember and write relatively complex words Such as ‘Korea’, ‘Like’, and ‘Smile’ 1 2 3 4 5
12 Demonstrates an understanding of some of the conventions of print 1 2 3 4 5
13 Frequently and eagerly chooses writing-related activities 1 2 3 4 5
14 Uses the computer for a variety of purposes 1 2 3 4 5

No. Mathematical thinking
Scale

NY B IP Int P

  1 Makes, copies, and extends patterns with actions, objects, and words. 1 2 3 4 5
  2 List, classify, and compare mathematical data based on various rules or characteristics. 1 2 3 4 5
  3 Assign an order to an object 1 2 3 4 5
  4 Understand the concept of quantity and utilize the concept of one-to-one correspondence (counting the number of items 

one by one).
1 2 3 4 5

  5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quantity. For example, you know that 10 small stones and 10 large blocks are the same 
numbers.

1 2 3 4 5

  6 Connect the written number with the real thing. e.g., connect 8 blocks with the number 8. 1 2 3 4 5
  7 Recognize the properties of the shape. e.g., know the number of sides of a triangle or rectangle, and the number of  

corners of a square.
1 2 3 4 5

  8 Demonstrates an understanding of place value, for example, by explaining that fourteen is ten plus four, or using two 
stacks of ten and five single cubes to represent the number 25.

1 2 3 4 5

  9 Frequently and eagerly chooses math-related activities, for example, by participating with interest in math games,  
regularly exploring addition and subtraction combinations, or counting money.

1 2 3 4 5

10 Distinguish the value of coins or bills. 1 2 3 4 5
11 Surveys collect and organize data into simple graphs 1 2 3 4 5
12 Understand the time. 1 2 3 4 5
13 Measures to the nearest whole number using common instruments, for example, rulers, or tape measures, thermome-

ters, or scales.
1 2 3 4 5

14 Frequently and eagerly chooses math-related activities, for example, by participating with interest in math games,  
regularly exploring addition and subtraction combinations, or counting money.

1 2 3 4 5

15 Various strategies are used to solve math problems. e.g., use manipulative objects, find repetitive patterns, or try the 
problem situation yourself

1 2 3 4 5

Source= 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ttps://kicce.re.kr/panel);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Phase II, 1995-1999 [United 
States] (ICPSR 21941) (http://www.icpsr.umich.edu/icpsrweb/ICPSR/studies/21941).
B= Beginning; IP= In Progress; Int= Intermediate; NY= Not Yet; P= Proficient.



https://doi.org/10.12963/csd.22903728    https://www.e-csd.org

Eun Ju Lee  •  LGM of the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Academic Performance

Table 3. Academic performance questions items (Korean, math)

Korean No. of items Math No. of items

E1 4 Counting the number 5
   Reading Calculation-addition
   Speaking Calculation-subtraction
   Writing Comparison
   Listening comprehension Classification
E2 4 Calculation-addition 3
   Reading Calculation-subtraction
   Speaking Shape
   Writing
   Listening comprehension
E3 3 3-digit addition and subtraction 4
   Understanding main sentences Multiplication and division
   Speaking Fraction & prime number
   Understanding and writing paragraphs Unit measurement: Time, length, weight
E4 3 Read and write 4-digit numbers 5
   Understanding main sentences 3-digit addition and subtraction 
   Speaking Multiplication and division
   Understanding and writing paragraphs Fraction & prime number

Unit measurement: Time, length, weight

No.= Number of items; E1=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and correlations among continuous study variables (N= 133)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M (SD)

Academic skills
   1. Lang. & literacy - 73.16 (14.05)
   2. Math. thinking .57** - 67.79 (16.74)
Academic performance - -
   3. Korean E1 .39** .28** - 85.71 (16.91)
   4. Mathematics E1 .26** .24** .81** - - 87.91 (14.74)
   5. Korean E2 .35** .24** .54** .37** - 85.83 (15.20)
   6. Mathematics E2 .26** .19* .39** .34** .84** - 87.57 (14.54)
   7. Korean E3 .18* - .35** .35** .40** .42** - 88.17 (16.59)
   8. Mathematics E3 - - .29** .31** .42** .44** .80** - 89.59 (15.36)
   9. Korean E4 .36** .27** .48** .42** .46** .33** .43** .33** - 86.12 (15.74)
   10. Mathematics E4 .32** .24** .46** .48** .45** .41** .36** .38** .74** - 86.86 (12.21)

E1=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Lang. & literacy= language and literacy; Math. thinking= mathematical thinking.
*p < .05, **p < .01.

교 1-4학년 때까지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을 탐색하기 위해 

일변량과 다변량 잠재성장모델링분석(Latent growth curve analy-

sis, LGCA)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델링은 개인내 모형(within subject model)과 개인 간 

모형(between subject model)으로 구성되며, 반복측정된 변인의 변

화추이를 초기상태 및 변화율의 함수로 모형화하고, 추정된 잠재

성장 모수치(초기상태 및 변화율) 간의 잠재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변화 양상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에

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의 학업(수행) 능력(언어 

및 국어 학업 능력, 수리적 사고 및 수학 학업 능력)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조건 선형 성

장모형과 비선형 성장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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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선형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영가설이 기각되기 쉽고 표본크기

에 민감한 χ2과 함께 적합도 지수(TLI, CFI, RMSEA)를 사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χ2 통계량이 유의수준 

.05 이상, TLI, CFI는 .90 이상, RMSEA는 .06 이하이면 모델의 적합

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제거하고(Listwise) 

다섯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수학(국어)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학년별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영

향 변수가 얼마만큼의 예측성을 가지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연구결과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관측 개별시점에서의 과제 수행 정도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

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각 개별 연령 시점에서의 학업 능력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총 10개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도 Ta-

ble 4에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이 

서로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학령전 유치원 시기의 언어 및 문

해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과는 유의미

한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학령전 유치원 시기의 수학적 사고 능력

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과는 유의미한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 

상관이 다른 연령의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기는 했지만, 유독 

같은 학년에서의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 점수와의 상관은 .57이상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4).

연구결과2: 잠재성장모델 분석

모형 적합도

언어 및 국어 학업능력(학령전 언어 및 문해 학업 능력,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과 수학 학업 능력(학령전 수리

적 사고,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잠재성장 

변화 모델을 구분하여(Un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시간 변화에 따라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 잠재성장모형은 조건 

선형 변화모형과 조건 비선형 변화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

건 비선형 변화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조건 비선

형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TLI, CFI가 .88과 .72로 .9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TLI, CFI 지수가 모형 적합도 기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을 만족할 만한 수준

으로 판단하였다(Table 5).

그리고 언어 및 국어 학업 능력(학령전 언어 및 문해 학업 능력,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과 수학 학업 능력(학

령전 수리적 사고,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관계에 대한 잠재성장 변화 모델 분석을 통해 시간 변화에 따라 언

어와 수학 학업 능력의 발달 양상의 관계(Multivariate Latent Grow-

th Curve Model)를 살펴보았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조건 비선형 

관계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카이점정의 유의확률 p값

이 .05이하였는데, 이것은 모델에 포함된 대상자의 수가 133명으로 

적은 인원수라는 한계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 진다. 이외 TLI, CFI이 

.56과 .64로 .9에 미치지 못하여 모형 적합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Table 5). 이에 먼저 일변량 잠재성장모형을 Figures 2, 3에 제시하

고 이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성장모형 분석

언어 및 국어 수행 능력의 상수항(ICEPT)은 74.27이고, 기울기

(SLOPE)는 10.55, 2차식의 기울기(QUAD)는 -6.82이다(Figure 2). 

상수와 기울기 모두 유의확률(p)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상수항과 

Table 5. Fit indices for univariate an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s

χ2 df p TLI CFI RMSEA

Univariate growth
   Korean 28.08 10 .002 .88 .88 .11
   Mathematics 39.88 10 .000 .72 .72 .15
Multivariate growth
   Korean and mathematics 311.97 37 .000 .56 .64 .24

Figure 1. Implied mean growth trajectories in language and math academic 
ability.
E1=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 the fourth grade of ele-
mentary school; La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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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univariate latent growth model of the Korean academic performance.
K= Kinder; E1=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 < .001,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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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식과 2차식 기울기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지만 모델 

적합도에서 1차식 모형의 적합도가 모형 적합도 수치에 만족할 수

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언어 및 국어수행 능력 성장모형은 2차식 기

술기를 적용한 비선형의 약간 곡선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

다. 5개의 언어 및 국어수행 능력 성장모형의 함수식을 적용하여, 

예측평균 값(Implied mean)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Figure 1과 

같다.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점수의 상

승 정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정도는 -6.82점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수학 학업수행 능력도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점

수가 하락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그 정도는 -10.26점으로 나타났다

(Figure 1).

국어 학업수행 능력 성장모형은 2차식 기술기를 적용한 비선형

의 약간 곡선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성장모형의 함수식을 적용하여, 예측평균 값(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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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ed mean)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Figure 1과 같다. 상수항과 

기울기 모두 유의확률(p)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상수항과 1차식

과 2차식 기울기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지만 모델 적합

도에서 1차식 모형의 적합도가 모형적합도 수치에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2차식 모형은 모형 적합도가 만족할 수준이었다

(Table 5). 

일변량 잠재성장모델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의 발달을 각각 살펴보기 위하여 국어와 

수학 변수 각각에 대한 일변량 잠재성장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잠재성장모델은 시간변화에 따른 자료의 변화의 크기를 종

단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즉, 개별 아동의 성장곡선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실측 데이터인 관측변수는 사각형으로 

제시하여 대상자 아동 집단 내의 성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원형

으로 표시되는 상수(intercept)는 개별 대상자들 본연의 일반적 능

력 또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기울기(slope)는 시간 변화에 

따른 평균 변화 값을 의미한다. 즉, 상수와 기울기는 잠재변수로 작

용하고 있으며 원형으로 표현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치원 만 6세 

첫 번째 시점부터 초등학교 4학년 다섯 번째 시점까지의 자료의 기

울기를 추정하였다. 

먼저 국어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 변화를 살펴보면 상수와 기

울기 값의 유의미한 공분산(covariance)은 없었다. 즉, 개별 아동의 

일반적 능력 또는 인지적 능력이 학업 능력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어 상수(intercept)의 평균

(M=74.27, SE=1.25, p< .001)과 변량(M=72.9, SE=27.67, p< .01) 

모두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값은 대상자 아동의 국어 학업수행 

개별 능력이 0점이 아닌 평균 수준이며, 개별 아동의 평균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학업수행 능력 변화의 

기울기(slope) 평균(M=10.55, SE=1.22, p< .001)은 유의미하였으

나, 변량(M=12.20, SE=29.09, p= .67)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변

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변화가 개별 아동별로 차이가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어 학업수행 능력 변화의 

비선형모형(QUAD) 기울기 잠재변수의 평균(M= -1.93, SE= .28, 

p< .001)은 유의미하였지만, 변량 (M= -.05, SE=1.59, p= .97)은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

에 따라 유의미한 2차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2차식의 변

화는 개별 아동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2).

두 번째로 수학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 변화를 살펴보면 상수

와 기울기 값(SLOPE, QUAD)의 유의미한 공분산(covariance)이 

나타났다. 즉, 개별 아동의 일반적 능력 또는 인지적 능력이 학업 능

력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학 상수

(intercept)의 평균(M=69.79, SE=1.41, p< .001)과 변량(M=123.74, 

SE=34.20, p< .001) 모두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값은 대상자 아

동의 수학 학업수행 개별 능력이 0점이 아닌 평균 수준이며, 개별 

아동의 평균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 학

업수행 능력 변화의 기울기(slope) 평균(M=16.36, SE=1.42, p< .001)

과 변량(M=75.57, SE=36.92, p= .05) 모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수학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

Figure 4. The multivariate growth model of the Korean and mathematic academic performance.
K= Kinder; E1=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 < .05,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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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ed mean)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Figure 1과 같다. 상수항과 

기울기 모두 유의확률(p)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상수항과 1차식

과 2차식 기울기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지만 모델 적합

도에서 1차식 모형의 적합도가 모형적합도 수치에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2차식 모형은 모형 적합도가 만족할 수준이었다

(Table 5). 

일변량 잠재성장모델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의 발달을 각각 살펴보기 위하여 국어와 

수학 변수 각각에 대한 일변량 잠재성장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잠재성장모델은 시간변화에 따른 자료의 변화의 크기를 종

단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즉, 개별 아동의 성장곡선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실측 데이터인 관측변수는 사각형으로 

제시하여 대상자 아동 집단 내의 성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원형

으로 표시되는 상수(intercept)는 개별 대상자들 본연의 일반적 능

력 또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기울기(slope)는 시간 변화에 

따른 평균 변화 값을 의미한다. 즉, 상수와 기울기는 잠재변수로 작

용하고 있으며 원형으로 표현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치원 만 6세 

첫 번째 시점부터 초등학교 4학년 다섯 번째 시점까지의 자료의 기

울기를 추정하였다. 

먼저 국어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 변화를 살펴보면 상수와 기

울기 값의 유의미한 공분산(covariance)은 없었다. 즉, 개별 아동의 

일반적 능력 또는 인지적 능력이 학업 능력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어 상수(intercept)의 평균

(M=74.27, SE=1.25, p< .001)과 변량(M=72.9, SE=27.67, p< .01) 

모두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값은 대상자 아동의 국어 학업수행 

개별 능력이 0점이 아닌 평균 수준이며, 개별 아동의 평균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학업수행 능력 변화의 

기울기(slope) 평균(M=10.55, SE=1.22, p< .001)은 유의미하였으

나, 변량(M=12.20, SE=29.09, p= .67)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변

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변화가 개별 아동별로 차이가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어 학업수행 능력 변화의 

비선형모형(QUAD) 기울기 잠재변수의 평균(M= -1.93, SE= .28, 

p< .001)은 유의미하였지만, 변량 (M= -.05, SE=1.59, p= .97)은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

에 따라 유의미한 2차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2차식의 변

화는 개별 아동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2).

두 번째로 수학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 변화를 살펴보면 상수

와 기울기 값(SLOPE, QUAD)의 유의미한 공분산(covariance)이 

나타났다. 즉, 개별 아동의 일반적 능력 또는 인지적 능력이 학업 능

력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학 상수

(intercept)의 평균(M=69.79, SE=1.41, p< .001)과 변량(M=123.74, 

SE=34.20, p< .001) 모두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값은 대상자 아

동의 수학 학업수행 개별 능력이 0점이 아닌 평균 수준이며, 개별 

아동의 평균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 학

업수행 능력 변화의 기울기(slope) 평균(M=16.36, SE=1.42, p< .001)

과 변량(M=75.57, SE=36.92, p= .05) 모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수학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

Figure 4. The multivariate growth model of the Korean and mathematic academic performance.
K= Kinder; E1=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 < .05, ***p < .0000.

Figure 3. The univariate latent growth model of the mathematic academic performance.

K=Kinder; E1=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05, **p<.001, ***p<.0000.

 

 

 

Figure 4. The multivariate growth model of the Korean and mathematic academic performance.

K=Kinder; E1=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05, ***p<.0000.

ICEPT 
Korean 

Language & 
Literacy 

Korean E1 

Korean E2 

Korean E3 

Korean E4 

SLOPE 
Korean 

QUAD 
Korean 

ICEPT 
Math 

SLOPE 
Math 

QUAD 
Math 

Mathematical 
thinking 

Math E1 

Math E2 

Math E3 

Math E4 

1 

1 

1 
1 

1 

1 

1 

1 
1 

1 

0 

1 

2 

3 

4 

0 1 

9
 

0 
1 

2 

3 

4 

0 
1 

4 

9 

16 

140.73*** 

-31.25*** 

-75.99*** 

-30.75*** 

7.22*** 

129.79*** 

14.23*** 

16 

4 



https://doi.org/10.12963/csd.22903732    https://www.e-csd.org

Eun Ju Lee  •  LGM of the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Academic Performance

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가 개별 아동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학 학업수행 능력 변화의 비선형모

형(QUAD) 기울기 잠재변수의 평균(M= -3.09, SE= .30, p< .001)은 

유의미하였지만, 변량(M= .99, SE=1.76, p= .57)은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유의

미한 2차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2차식의 변화는 개별 아

동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3).

다변량 잠재성장모델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 발달모델 간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위의 국어와 수학 일변량 잠재성장모델 변량의 상수항과 기울

기의 관계변화를 측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델을 실시하였다

(Figure 4). 상수-기울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학 학업수행 

능력 기본값(intercept)은 국어 학업수행 능력 기울기(slope) 변화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p< .01), 다른 잠재변수들

과의 관계보다는 그 유의미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

고 국어 학업수행 능력 기본값(intercept)은 수학 학업수행 능력 상

수와 기울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

리고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기울기는 서로에게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국어 학업수행 능력의 진전은 수학 학업수

행 능력에도 진전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Figure 4). 

연구결과3: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 국어 학업수행 능력 예측 

변수

초등학교 4학년 국어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초등학교 4학년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분산분석표는 Table 6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 4학년의 국어 

수행평가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에서도 아홉 개의 독립 변수(유

치원 시기의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로 초등학교 4학년의 국어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모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The Korean performance in E4 The mathematic performance in E4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Regression 20,834.42     9 2,314.94 23.97*** .000 12,184.84     9 1,353.87 22.26*** .000
Residual 11,880.70 123 96.59 7,481.45 123      60.83
Total 32,715.12 132 19,666.29 132

R= .79, R2(adj. R2)= .64 (.61) R= .78, R2(adj. R2)= .62 (.59)

E4=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 < .0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scales of E4 (N= 133)

The Korean performance of E4 The mathematic performance of E4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 Std. Error

(Constant) -4.30 7.78 -.55 .581 18.34 5.96 3.08** .003
X1 Lang. & Literacy .06 .08 .05 .74 .458 .032 .06 .036 .50 .619
X2 Math. Thinking .04 .06 .04 .57 .569 -.001 .05 -.002 -.02 .983
X3 Korean E1 .08 .10 .09 .79 .433 -.05 .08 -.067 -.59 .555
X4 Mathematics E1 -.04 .11 -.04 -.38 .706 .17 .08 .209 2.07* .041
X5 Korean E2 .30 .12 .29 2.51* .013 -.07 .09 -.086 -.71 .482
X6 Mathematics E2 -.28 .11 -.26 -2.48* .014 .17 .09 .199 1.82 .071
X7 Korean E3 .29 .09 .30 3.29** .001 -.14 .07 -.191 -1.98 .050
X8 Mathematics E3 -.18 .09 -.18 -1.91 .059 .17 .07 .211 2.23* .028
X9 Korean (Math) E4 3.23 .35 .63 9.27*** .000 .51 .05 .656 9.27*** .000

E1=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E2=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3=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E4=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Lang. & literacy= language and literacy; Math. thinking= mathematical thinking.
*p < .05,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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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7개 변수(상수, 

유치원 시기의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수학 학업수

행 능력)는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그 외 초등학교 때의 4개 변

수(초등학교 2학년 때의 국어와 수학,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국어 학

업수행 능력,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는 모형

에 포함되었다(Table 7).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23.97, 유의확률

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초등학

교 4학년 국어 학업수행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만족도 

총량변화의 64%(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61%)가 모형에 포함된 독

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Table 6).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초등학교 4학년 국어 학업수행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는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t= 9.27, p= .000),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t=3.29, p= .001), 초등학

교 2학년 때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t=2.51, p= .013), 초등학교 2학

년 때의 수학 학업수행 눙력(t= -2.48, p= .014)이다. 그리고 독립변

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초등학교 4

학년 때의 수학, 3학년 때의 국어, 2학년 때의 국어,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순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Table 7). 

초등학교 4학년 수학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수학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아홉 개의 독립

변수(유치원 시기의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 초등학교 1

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초등학교 4학년

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로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 학업 능력을 측

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9

개 독립변수 중 6개 변수(유치원 시기의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

적 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국어와 수

학,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는 유의하지 않아 제

외되었다. 그 외 초등학교 때의 4개 변수(상수, 1학년 때의 수학, 초

등학교 3학년 때의 수학,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모형에 포함되었다(Table 7).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22.26,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학업수행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만족도 총량변화의 62%(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59%)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Table 6). 개별 독립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학업수행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초등학교 4학년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

(t = 9.27, p= .000),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t =  

2.23, p= .028),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t =2.07, 

p= .041)이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

화 계수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국어, 3학년 때의 수학, 1학

년 때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순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Table 7).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6세 유아 시기부터 10세 초등

학교 4학년 때까지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관련성과 연령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을 예측하는 전 학년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주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별 연령 시점에서의 학업 능력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 변수들

은 서로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6세 유치원 시기의 언어 

및 문해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과는 유

의미한 상관이 없었고, 유치원 시기의 수학적 사고 능력은 초등학

교 3학년 시기의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업 능력은 대

상자들의 유아기의 기본적 학업 능력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과제에서 초등학교 3학년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평가 

문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국어 학업수행 능력 평가 문항에는 1-2학년 시기 때 국어 평가가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 정도를 본 것과는 달리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과 말하기 능력, 그리고 문단들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이 완성되어 있어야 높은 수행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요

소들은 유아기의 언어 및 문해 능력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은 연산(arith-

metic)의 자리수가 3자리 수 이상으로 증가하며 곱셈과 나눗셈 연

산, 분수와 소수의 이해, 시간과 길이, 들이와 무게의 단위를 이해하

고 측정하는 계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덧셈과 뺄셈, 도형의 이해 능력을 측정했던 문제들과는 다

른 추상적 상징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유아

기의 수리적 사고 능력 이외의 학습을 통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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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부분이 유아기의 학업 능력과 초등학교 3학년 학업 능력

과의 상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령별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 상관이 다른 연령의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기는 했지만, 유독 같은 학년에서의 국어와 수

학 학업 능력 점수와의 상관은 .57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국어와 수학의 상관관계는 같은 연령의 수행 능력 간에 높은 상관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수학 문장제

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Dowker, 2008). 즉, 계산에 현저한 장

애를 갖는 계산장애(dyscalculia, arithmetical difficulty)가 있는 대

상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수학 언어(더하다, 빼다, 주다, 남다, 주

다, 삼각형, 사각형, 원, 깊이, 넓이 등)와 국어 문장의 의미와 문법적 

이해 능력이 있어야 수학문제 풀이가 가능하다(Toll & Van Luit,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일 연령대의 국어와 수학 학업

수행 능력 간의 상관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해 가능하다. 

셋째, 국어에 대한 일변량 잠재성장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

어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 변화는 상수와 기울기 값의 유의미한 

공분산(covariance)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별 일반 아동

의 일반적 능력 또는 인지적 능력은 국어 학업수행 능력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값은 대상자 

아동의 국어 학업수행 개별 능력이 0점이 아닌 평균 수준이며, 개

별 아동의 평균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일반 아동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아동 개인의 기본 능력이 국

어 학업수행 능력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학년별 

과제와 학습요소에 어느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학습하는지에 따라, 

개별 대상자의 국어 학업수행 능력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변량 잠재성장모델 분석에서 국어 학업수행 능력 변화 

기울기(slope) 평균(M=10.55, SE=1.22, p< .001)은 유의미하였으

나, 변량(M=12.20, SE=29.09, p= .67)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국어 학업수행 능력 변화의 비선형모형(QUAD) 기

울기 잠재변수의 평균(M= -1.93, SE= .28, p< .001)은 유의미하였

지만, 변량 (M= -.05, SE=1.59, p= .97)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2차식

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2차식의 변화는 개별 아동별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어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평균 학업

수행 능력은 유의미한 변화가 곡선형 변화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개별 아동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어 학업수행 능력 평균 변화에서 개별 

아동의 수행능력이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

아기의 언어와 문해 능력이 높았던 아동은 이후 초등학교 입학 이

후에도 국어 학업수행 능력이 높았으며 그 역도 가능하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수학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 변화를 살펴보면 상수와 

기울기 값(SLOPE, QUAD)의 유의미한 공분산(covariance)이 나

타났다. 즉, 개별 아동의 일반적 능력 또는 인지적 능력이 학업 능력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어 학업수행 능

력과는 다른 결과이다. 국어의 경우에는 상수와 기울기는 유의미

한 공분산이 없었다. 즉, 국어는 개별 대상자의 기본 능력이 국어 학

업수행 능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학의 경우는 국어

와 달리 개별 대상자의 기본 능력이 수학 학업수행 능력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학은 기본적 개별 대상자의 역

량이 수행 능력 변화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국어보다는 수학 학업 능력은 타고난 기본적 인지 능

력이 요구되는 과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지 능력에 제

한이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는 수학 학업 능력에 제한이 있을 가능

성이 높다.

여섯째,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 변화에서 수학 상수의 평균(M=  

69.79, SE=1.41, p< .001)과 변량(M=123.74, SE=34.20, p< .001) 

모두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값은 대상자 아동의 수학 학업수행 

개별 능력이 0점이 아닌 평균 수준이며, 개별 아동의 평균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학 학업수행 능력 

변화의 기울기 평균(M=16.36, SE=1.42, p< .001)과 변량(M=75.57, 

SE=36.92, p= .05) 모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수학 학

업수행 능력 변화의 비선형모형(QUAD) 기울기 잠재변수의 평균

(M= -3.09, SE= .30, p< .001)은 유의미하였지만, 변량(M= .99, SE=  

1.76, p= .57)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2차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

러한 2차식의 변화는 개별 아동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고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3). 그리고 수

학 학업수행 능력은 시간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

며, 이러한 변화가 개별 아동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수학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모델 분석 결과는 국

어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모델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

다. 국어와는 달리 수학 학업수행 능력은 개별 대상자의 기본 인지 

능력이 수행 변화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며, 개별 아

동의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평균 차이가 국어보다는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에 비하여 수학의 학업수행 

능력이 개별 아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아기

에 수리적 사고 학업 능력이 낮았던 아동도 초등학교 시기에 수학 

학업수행 능력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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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종합하여 해석하면 수학은 기본적인 인지 능력과 개인

의 학업 역량 모두가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일곱째,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 발달모델 간 상호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위의 국어와 수학 일변량 잠재성장모델 변량의 상수항

과 기울기의 관계변화를 측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델을 실시하

였다(Figure 4). 상수-기울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학 학업

수행 능력 기본값(intercept)은 국어 학업수행 능력 기울기(slope)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p< .01), 다른 잠재변

수들과의 관계보다는 그 유의미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국어 학업수행 능력 기본값(intercept)은 수학 학업수행 능

력 상수와 기울기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

였다. 하지만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기본값(intercept)은 국어 학업

수행 능력의 기본값과 유의미한 상호관계가 있을 뿐 국어 학업수

행 능력 기울기와는 유의미한 상호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기울기는 서로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국어 학업수행 능력의 

기본적 능력이 수학 학업 능력의 기본 능력과 발달 모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학 학업수행 능력은 국어 기

본적 학업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국어 학업수행 능력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국어 기본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평가 영역이 

이전 학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

에 읽기와 쓰기 기본 문해 능력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며 수학 학업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산(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

누기) 개념이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수학

은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학 학업수행 능력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본 연산학습을 이해

시킬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개발과 교수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그

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언어를 이해하고 문법적 담론을 해석해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

동 중 언어 발달에 지체를 보이거나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조금 더 수학적 언어와 수학적 담론의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

에 대한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이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oll & Van Luit, 

2014).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모든 과목이 통합적 요소로 학습이 되

기는 하지만 특히 국어와 수학 학습에 통합적 요인이 필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어와 수학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수학의 경우는 학업수행 능력 결과에 개별 아동의 인지 능력이 국

어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수학 학업수행 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인지적 역량을 확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유아기 시기부터 잘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Toll & Van Luit, 2012). 이에 학령전 아동 중 언어발달지체와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학령기를 대비한 인지적 역량 지

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어와 수학

은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발달하고 있었다. 특히 국어 학업

수행 기본 능력은 수학 학업의 기본 능력과 학업 능력 변화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문장제의 언급을 통해 국어 능력이 수학 학업 능력의 기초라는 것

은 많이 언급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을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데이터 분석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

다. 다섯째, 국어는 기초 학문으로서 수학 학습 발달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번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실제적으로 확인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국어 학습 지체 또는 언어발달

에 문제를 보이는 대상자들에게는 기초학습을 위한 언어학습 지원

이 학교내에서 더욱 요구된다. 언어와 수학은 학교 밖 생활활동에

서 가장 요구되는 기초 학문이다. 그러므로 기초학력 지원이 학교 

안에서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이후 경제인력양성을 위한 

추가 지원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밝히며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의 기본 데

이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데이터가 존

재한다. 하지만 대상자 아동이 7년간의 연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

는 초기 대상자 수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이에 종단연구의 이점을 

살리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데이

터만을 분석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가 아닌 대상자 연령별로 학업수행 능력을 횡단으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의 학업 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의 연

구결과를 이번 연구의 종단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단연구의 경우는 모든 대상자가 참여할 수

는 없으며 일부 데이터나 대상자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특

정 해에 대상자들의 참여가 매우 낮은 이유 또는 참여를 계속 진행

한 대상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아함을 가져보았

다. 그러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연구에 계속적인 참여를 한 대상자

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번 연구

는 한국아동패널의 종단연구를 분석한 것으로 국어와 수학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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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문항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국어와 

수학도 그 영역별로 구분하면 다양하다. 그러므로 국어와 수학을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그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었

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에 추가 연구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평가 항목을 다양화해서 항목별 발달 관계를 살펴

보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발달장애 대상자들의 언어와 수

학 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몇몇 국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의 문제

가 있는 학령기 대상자들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수학 학습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Arvedson, 2002; Cowan et al., 

2008; Fazio, 1999). 이에 국내에서도 국어와 수학 학업 능력이 낮은 

기초학력 미달 대상자만으로 학업수행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추가되었음 한다. 본 연구 대상자 중에는 기초학력 미달 대상자가 

매우 극소수였다. 그리고 이들 대상자들이 종단연구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으므로 분석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

들 대상자만을 모집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학습 능력의 변화를 분석

하여 보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언어와 수학 학습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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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cademic skills: Language and literacy & mathematical thinking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학생이 동의하는 정도에 동그라미(○)하여 주십시오.
아직  
하지  
않음

하기 
시작함

어느  
정도  
해냄

잘하는 
편임

능숙함

언어 및 문해 능력(Language and literacy)

  1. 몇 가지 행동의 연결된 지시를 따를 수 있다. 

예)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세요. 그리고 크레파스는 노란색 통에 정리하고, 그린  

그림은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2. 다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 

예)  ‘○○가 우산을 가져왔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텐데’, ‘우리 1학년 올라가자마자 현장 학습 갈 수 있겠지?’

와 같은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읽어준 글이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예)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말하거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끝났는지 설명하거나, 이야기의 일부를 자신의 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쉽고 빠르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음조가 비슷한 단어(운율 맞추기)를 만들 수 있다. 

예) ‘리’자로 끝나는 말(개나리, 오리, 유리, 항아리)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읽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친숙한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교실에서의 책 읽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줄거리의 단서나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간단한 책을 스스로 읽는다. 

예) 언어의 패턴이 반복되는 책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초기 쓰기 행동을 나타낸다. 

예)  단어를 적기 위해 서두의 자음을 사용하거나(과자 → ㄱ),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철자를 그대로 적거나 

(미음 → ㅁ), 말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닭 → 닥, 갔 다 → 가따).

① ② ③ ④ ⑤

10. ‘엄마’, ‘아빠’, ‘너’, ‘안녕’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① ② ③ ④ ⑤

11. ‘대한민국’, ‘좋아한다’, ‘웃는다’와 같은 비교적 복잡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① ② ③ ④ ⑤

12. 쓰기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단어 간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쓰기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쓰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활동 및 놀이를 위해 기호를 표시하거나 메모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예)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세거나, 숫자, 글자, 단어를 타이핑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리적 사고(Mathematical thinking)

15. 동작, 사물, 단어의 패턴을 만들거나 모방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예) 구슬, 블록, 몸동작의 패턴을 만들거나(예: ○○☆○○☆) ‘40, 50, 60, 70...’과 같이 배수의 패턴을 확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양한 규칙이나 특징에 근거하여 수학적 자료를 나열하고, 분류하고, 비교한다.

예)  열쇠를 분류할 때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숫자가 있는 열쇠’ 와 ‘숫자가 없는 열쇠’로 분류하거나, ‘커다란 

플라스틱 모양’과 ‘작은 나무 모양’과 같이 다양한 특징에 따라모양을 분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떠한 대상에 순서를 부여한다.

예)  길이에 따라 막대를 순서 짓거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물감을 배열하거나, 부드러운 소리부터 강한 소

리까지의 악기를 배열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사물을 셀 때 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일대일 대응의 개념을 활용한다(물건의 수를 하나씩 센다).

예)  10개 이상의 나무 블록을 셀 때 각각의 블록을 한 번씩만 집어가며 수를 센다(어떠한 블록도 두 번 세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수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10개의 작은 돌멩이와 10개의 큰 블록의 갯수가 같음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20. 쓰여 있는 숫자와 실제 사물을 연결한다.

예) 8개의 블록과 숫자 8을 연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형태(모양)의 속성을 인식한다.

예)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변의 수, 정사각형 모서리 수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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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학생이 동의하는 정도에 동그라미(○)하여 주십시오.
아직  
하지  
않음

하기 
시작함

어느  
정도  
해냄

잘하는 
편임

능숙함

22. 실제 물건(막대기, 구슬 등)을 사용하여 수가 포함된 문제를 푼다.

예)  ‘순이는 6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고 철수는 3개를 가지고 있어. 둘이 합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니?’, 또는  

‘철수가 순이와 같은 양의 연필을 가지려면 내가 철수에게 몇 개를 주어야 하니?’와 같은 문제를 푼다.

① ② ③ ④ ⑤

23. 수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한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수리 영역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작업 및 놀이를 할 때 숫자 세기, 셈하기, 패턴책  

보기 등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동전이나 지폐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다.

예) 100원 동전, 500원 동전, 그리고 1000원 지폐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25. 그래프 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학교 가는 방법’이라는 그래프에서 ‘버스 이용’은 노란색, ‘자가용 이용’은 하얀색, ‘도보’는 파란색 사각형으

로 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시간을 이해하는 것 같다.

예)  달력에서 어제, 오늘, 내일의 개념을 표시하거나, 계절의 순서를 말하거나, 개구리의 변화(일생)를 그림으로 

그린다.

① ② ③ ④ ⑤

27.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다.

예)  두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하거나, 요리 활동 시간에 티스푼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물

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 줄자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일상 생활 속의 수학 문제를 푼다.

예) 4개의 식탁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24개의 컵케이크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예) 조작 가능한 사물을 활용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거나, 문제 상황을 직접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Source: 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ttps://kicce.re.kr/panel).

Appendix 1. Continued



https://doi.org/10.12963/csd.22903740    https://www.e-csd.org

Eun Ju Lee  •  LGM of the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Academic Performance

Appendix 2. Academic performance evaluation questions (Korean, math)

학년 국어 수행평가 문항 수학 수행평가 문항

초등1 1) 이 아동의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이 아동의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이 아동의 쓰기 능력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4) 이 아동은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1) [수 세기] 이 아동의 수 세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연산-덧셈] 이 아동의 덧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연산-뺄셈] 이 아동의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 [비교] 이 아동의 비교 능력(길이, 무게 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5) [분류] 이 아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2 1) ◯◯(이)의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이)의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이)의 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 ◯◯(이)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1) [연산-덧셈] ◯◯(이)의 덧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연산-뺄셈] ◯◯(이)의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도형] ◯◯(이)의 도형 이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3 1) ◯◯(이)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이)의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이)의 문단을 이해하고 글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

니까?

1) [연산-곱셈과 ◯◯(이)의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연산-곱셈과 나눗셈] ◯◯(이)의 곱셈과 나눗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분수와 소수] ◯◯(이)의 분수와 소수를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 [단위와 측정] ◯◯(이)의 시간과 길이, 들이와 무게의 단위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4 1) ◯◯(이)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2) ◯◯(이)의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이)의 문단을 이해하고 글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

니까?

1) [수 읽기와 쓰기] ◯◯(이)의 네 자리 이하 수를 이해하고 읽고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연산-세 자리 수] ◯◯(이)의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연산-곱셈과 나눗셈] ◯◯(이)의 곱셈과 나눗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 [분수와 소수] ◯◯(이)의 분수와 소수를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5) [단위 이해와 측정] ◯◯(이)의 시간과 길이, 들이와 무게의 단위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5 1) ◯◯(이)의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이)의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이)의 문단을 이해하고 글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

니까?

1) [수 읽기와 쓰기] ◯◯(이)의 네 자리 이하 수를 이해하고 읽고 쓰는 능력 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연산-세 자리 수] ◯◯(이)의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연산-곱셈과 나눗셈] ◯◯(이)의 곱셈과 나눗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4) [분수와 소수] ◯◯(이)의 분수와 소수를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5) [단위 이해와 측정] ◯◯(이)의 시간과 길이, 들이와 무게의 단위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6 1) [읽기] ◯◯(이)의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 의도, 주제

를 파악하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듣기/말하기] ◯◯(이)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듣고 말하

는)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쓰기] ◯◯(이)의 목적, 주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글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수와 연산] ◯◯(이)의 분수와 소수의 연산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2) [도형] ◯◯(이)의 도형의 합동과 대칭,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와 성질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측정] ◯◯(이)의 평면도형의 넓이,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

니까?

4) [규칙성] ◯◯(이)의 비와 비율, 비례식, 비례배분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5) [자료와 가능성] ◯◯(이)의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6) [자료와 가능성] ◯◯(이)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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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6-12세 아동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잠재성장모델 분석

이은주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배경 및 목적: 이번 연구는 국어와 수학의 학업 관계 발달 연구를 통해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를 마련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시기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후 4학년까지 동일한 대상자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국

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의 발달정도와 발달관계를 살펴보았다. 방법: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연

구 대상자 중 2014년(7차년도, 6세)부터 2018년(11차년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해 잠재성

장모델링 분석(Latent Growth Curve Analysis, LGCA)을 실시하였다. 결과: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 능력이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수학의 경우는 학업수행 능력 결과에 개별 아동의 인지 능력이 국어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논의 및 결론: 국어와 수학은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발달하고 있었다. 특히 국어 학업수행 기본 

능력은 수학 학업의 기본 능력과 학업 능력 변화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잠재성장모델을 통해 확인하였다.

핵심어: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국어, 수학, 잠재성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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