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권리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2, No.2, 2018. pp.301-317
DOI: http://doi.org/10.21459/kccr.2018.22.2.301
ISSN 122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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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s of children’s age and executive function on
analogical reasoning and evidenti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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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연령과 실행기능이 유아의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수도권 어린이집의 3 ~ 5세반 유아 127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으로 이루어진 실행기능 검사를 하였고,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과제를 제시하고 유아의 추론 능력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추론 능력에 관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간명한 구조모형을 구성하고, 분석단계에서 유아의 월령, 실행기능,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의 변인 간 직, 간접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변인의 간접효과에 대해
붓스트래핑 방식으로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결과: 유아의 연령은 유추 추론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증거성 추론 능력에는
실행기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유추 추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성 추론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이 필요한 것으로 입증되
었다.
주제어: 실행기능, 유추 추론, 증거성 추론 능력, 발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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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판단)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
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는 성인이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오류를
극복해가는 적극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을 건강하게 발달시켜 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유아가 간접적으로 습득한 여러 가지 차원의 정보를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판단하고 추론함으로써 지식구조를 형성해가는 것은, 판단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형성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인지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추론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명제를 토대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판단이나 결론을 이
끌어 내는 사고 과정으로, 영유아의 놀이나 학습과정에서 정보를 다루는데 필요한 중요한
인지 기반이 된다(Chiappe & MacDonald, 2005). 추론 기제가 없다면 영유아는 직접 경험한
정보나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적용한 것만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하지만 세상
은 직접 경험으로만 파악하기에는 너무 넓으며, 이것만으로는 인류역사가 누적시켜 온 지
식 체계를 수용하기도 어렵다.
미리 제시된 하나의 판단에서 직접 하나의 새로운 판단을 추출해내는 추리를 직접추리
라 하며, 미리 제시된 두 개 이상의 판단에서 간접으로 하나의 새로운 판단을 이끄는 추리
를 간접추리라고 한다. 간접추리에는 연역, 귀납, 유추 등이 있는데, 영유아는 비교적 이른
연령부터 ‘유추 추론(analogical reasoning)’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유추 추론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목표가 되는 다른 체계로 구조적인 정보를 전이시키는 사고 과정
(Gentner, 1989)으로, 두 체계 간의 관계적 대응이나 유사성의 발견을 위한 ‘결합(matching)’
이나 ‘지도화(mapping)’ 과정을 거쳐 지식의 전이를 이룬다. 유아의 유추 추론 능력 발달을
알아보는 전형적인 과제는 A:B=C:D의 관계구조에서 대응하는 D를 찾아내는 것이다.
한편, 유추 추론 능력은 유아가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을 추론하는 것을
보여줄 뿐, 유아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보거나 들은 여러 가지 정보
를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추론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근래
유아의 생활을 보면, 직접적인 경험 외에 책이나 매체, 타인으로부터의 전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취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이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욱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유아가 여러 가지 차원의 정보 중 무
엇을 더 신뢰하고 어떻게 판단에 사용하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타인에게 들은 정보의 전달방식에 따라 어떤 정보는 더 신뢰하기도 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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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덜 신뢰하기도 한다. 가령, “여우는 덤불 안에 숨었어”라고 전하는 정보는 “여우는
덤불 안에 숨었대”라고 전해진 정보보다 직접 목격성이 더 높은 보고이므로, 유아는 전자
의 전달방식으로 전해진 정보를 더 신뢰하여 추론과정에 사용하게 된다. 송재목(2009)은
언어를 통해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추론하는 능력을 ‘증거성 추론(evidential reasoning)’ 이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최영
은이 동료들과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증거성 추론 능력이 빨라야 6세부터 안정적
으로 발달된다(최영은, 이화인, 2012; 최영은, 장나영, 이화인, 2011)고 보았으며, 유아 자
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론된 정보를 대조하는 것보다 이를 타인으로부터 보고받는
정보와 비교하는 능력이 더디 발달한다(최영은, 2016)고 밝히고 있다.
유아의 추론 능력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은 연령이라 알려져 있다. 국내외 선행
연구 경향을 종합하면, 유아들은 3 ~ 4세에 유추 추론 능력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김
은정, 유윤영, 오진희, 2012). 유추 추론 과제를 단순화시킬 경우 10 ~ 12개월 된 영아도
일련의 관계를 다른 문제로 전이시켜 적용할 수 있으나(Chen, Sanchez, & Campbell, 1997),
일반적으로는 유아기에 뚜렷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가령, Dias와 Harris(1988)는 4
~ 6세 취학 전 유아의 연역 추론 수행능력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발달적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3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김소향과 강의정(2005)
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추 추론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유추 추론 과제의 해결과정을 보았을 때 11세 아동은 성인과 유사한 해결 패턴을
구사하였으며, 취학 전 유아의 경우 두 개의 구체적 문제 간 ‘지도화(mapping)’에서 기능적,
지각적 유사성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olyoak, Billman, & Junn,
1984). 유추 추론 능력은 유아로 하여금 주변 세계에서 추상적인 관계를 더 많이 탐지하도
록 하여 보다 새로운 추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유추 추론 능력은
그 자체로 정교화 될 뿐만 아니라, 지식, 용량 혹은 상위 인지적 지식의 발달로 인해 적용
능력도 변화(Flavell, Miller, & Miller, 2002)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아의 유추 추론
능력과 인지 기능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아의 문제해결이나 목표 지향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인지과정은 대개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으로 연구되어 왔다. 실행기능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의식
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으로(Carlson, 2005),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 등의 서로 연관
성 있는 독립된 하위 기술들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억제는 산만한 자극에 방해
받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으로써,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덜 우세한 반
응을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측정한다. 이와 비교하여, 인지적 유연성은 일종의 주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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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과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주의를 순조롭게 전환하여 목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기억은 일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기억 용량이 충분한지로 평가한다. 성지현의 연구(2017)에서 인지적 실행기능은
유아의 과제지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실행기능은 유아가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처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요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유추 추론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아의 증거성 추론 능력도 마음이론 능력(장나영, 이화인, 최영은, 2011),
작업 기억(최영은 등, 2011)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유아의 실행기능과
증거성 추론 능력 간 관계를 측정하여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유아기관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직,
간접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을 내리게 되며 유아의 실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유아는 자신이 접한 두 가지 이상의 정보에서 관계적 대응이나 유사성의 발
견을 통해 지식의 전이를 이루거나, 타인으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차원의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누락시키기 위해, 판단과정에서 기억용량과 억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정보의 해석, 타인으로부터의 보고 수용, 취득 정보 추측의
과정에서 상당한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 원천의 탐지 능력은
유아 자신이 접한 정보나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습득된 것인지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유아가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의 확실성, 신뢰도를 파악하는데 근간이
된다(최영은 등,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인지적 실행기능이 유아의 추
론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실증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3 ~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연령과 실행기능이
유추 추론과 증거성 추론 능력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동시적으로 검증하고
자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측정오차를 포함하여 분석하
는 장점이 있고, 선행이론을 토대로 설정된 모형이 간명할수록 추정해야 할 모수가 작기
때문에 잔여오차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의 잔여오차를 줄이기 위
해 측정도구와 측정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모든 변수를 유아에게 일대일 면
접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과 실행기능은 유아의 유추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연령과 실행기능은 유아의 증거성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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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편의 표집 된 3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4세, 5세반 유아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 유아는 3세반 42명, 4세반 43명, 5세반 42명이었으며,
유아의 평균 월령은 3세반 평균 49.20개월, 4세반 평균 59.63개월, 5세반 평균 73.20개월이
었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각각 절반 정도로 비슷하였다.

2. 연구도구
1) 실행기능
실행기능은 첫째, 억제, 둘째, 인지적 유연성, 셋째, 작업 기억으로 측정되었다. 첫째, 억
제는 인지억제와 행동억제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둘을 합산한 점수로 사용하였다. 억제의
총점은 0점에서 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억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남을 의미
한다. 인지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Gerstadt, Hong 그리고 Diamond(1994)의 ‘낮-밤 과제(day-night
test)’를 김정민(2013)이 수정⋅보완한 ‘해-달 과제’를 사용하였다. 유아에게 해 카드를 제시
하면 달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며, 달 카드를 제시하면 해라고 말해야 한다고 게임 방법을
알려주고, 본 시행은 ‘달-해-해-달-해-달-달-해-해-달-해-달-달-해-달-해’ 의 정해진 순서로 총
16번 연속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행동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이영자, 이종숙 그리고 신은수(2005)의 깃발 들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깃발 들기 과제는 색과 행동에 대하여 연구자가 명령한대로 따라하거
나 혹은 지시에 대한 순연 반응을 억제하고 명령과 반대로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를 알아보는 것이다. 가령, 정반응 과제는 “노란 깃발 올려”라는 연구자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해야 하고, 역반응 과제는 “노란 깃발 올려”라는 연구자의 명령에 그대로 반응하고
싶은 우세한 행동 반응을 억제하고 반대로 빨간 깃발을 내려야 한다. 유아에게 게임 방법
을 알려주고, 무작위로 정반응 과제 6번, 역반응 과제 6번 연속 시행하였다. 본 시행 12회
에서 유아가 지시대로 맞게 반응한 횟수를 기록하여 점수로 채점하였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Zelazo(2006)의 차원변경 카드분류과제(Dimensional
Change Card Sort Task; DCCS)를 사용하였다. 차원변경 카드분류과제는 자신에게 주어지
는 카드를 변경되는 규칙(색, 모양, 테두리)에 따라 분류하는 사고 전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검사를 위해 분류상자와 모양과 색의 구별이 명확한 자동차 및 별이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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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카드를 사용하였다. 유아에게 기본 과제(색깔 과제, 모양 과제)와 테두리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게임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각 게임을 색깔게임, 모양게임, 테두리게임이라
명명한 후, 순서대로 과제 내용을 시행하였다. 총점 범위는 0점에서 24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남을 의미한다.
셋째, 작업 기억은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WISC-Ⅲ)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소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청각적 자극을 단기기
억에서 유지 재생, 최신화 재생 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으로, 2 - 7개의 연속적인 숫자를
듣고 정확하게 따라 말하거나 거꾸로 말하면 되는 과제이다. 2개 숫자부터 시작하여 7개
숫자까지 각 세트마다 2문항이 있으며 유지 재생을 측정하는 숫자 바로 따라하기 12문항
과 최신화를 측정하는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12문항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유아의 작업 기억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남을 의미한다.

2) 유추 추론 능력
유추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ternberg(1977)의 세 가지 유추 추론과제 중의 하나인
‘사람 그림 과제’를 수정 변형한 조선희(2010)의 ‘얼굴 그림 과제’를 사용하였다. 얼굴 그
림 과제는 A:B = C:D(?)로 구성된 과제에서 일대일 대응 관계를 찾아내고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지식을 전이해 가는 논리적 사고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정(웃다/울
다), 얼굴 모양(둥글다/길쭉하다), 성별(남/여), 머리 색깔(검정/빨강)이 서로 다른 16개의
얼굴 그림을 보고 D(?)에 들어갈 그림을 하단에 제시되어 있는 4개의 그림 가운데서 선택
해야 한다. 과제 복잡성에 따라 단순 과제는 파악해야할 특성이 1개이고, 복합 과제는 2개
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얼굴 그림 과제에서는 A4 크기의 종이에 문제내용이 한 문제씩 담기도록 구성한 그림
을 사용하였다. 먼저 유아에게 16개의 얼굴 그림을 보여주고 표정, 얼굴 모양, 성별, 머리
색깔을 구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단순 과제 2문항, 복합 과제 2문항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총점 범위는 0 - 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유추 추론 능력이 상대
적으로 뛰어남을 의미한다.

3) 증거성 추론 능력
증거성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최영은 등(2011)이 사용한 ‘물건 찾기 과제’를 시행
하였다. 이는 사라진 물건들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두 동물의 증언을 듣고 물건을
되찾는 과제이다. 한 동물은 직접 경험 증거성표지 ‘-어’가 들어간 증언을 하고, 다른 동물
은 간접보고나 간접추론 증거성표지 ‘-대’, ‘-나봐’가 들어간 증언을 한다. 유아는 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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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보다 확실한 직접 경험 증거성표지 ‘-어’가 들어간 증언을 채택하여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물건 찾기 과제에서는 A4 크기의 종이에 문제내용이 한 장면씩 담기도록 구성한 그림
을 사용하였다. 1문항은 총 4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책으로 묶어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직접 경험 증거성 표지를 선택하는 경우 1점, 그렇
지 않으면 0점으로 평정하였다. 총점 범위는 0 -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증거성
추론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남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를 통해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의 적절성 및 문제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알아보았다. 예비 조사는 수도권 소재 어린
이집에 다니는 유아 9명을 대상으로 독립된 조용한 보육실에서 개별 실시하였다. 대상 유
아는 3세반 3명, 4세반 3명, 5세반 3명이었다. 먼저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해달(인지억제), 깃발 들기(행동억제), 차원변경 카드분류 기본 과제와 테두리 과제(인지적
유연성), 숫자 바로-거꾸로 따라 하기(작업 기억) 과제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
비 조사 과정에서 과제의 난이도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연습횟
수를 조정하였다.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유추 추론과 증거성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얼굴 그림 과제(유추 추
론), 물건 찾기 과제(증거성 추론)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과제 모두 3 - 5세반
유아 모두에게 적당한 난이도로 판단되었다. 얼굴 그림 과제에서 유아의 유추 추론 능력
을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분 30초 - 4분 이였고, 물건 찾기 과제에서 유아의 증거
성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분 30초 - 5분 이었다.
본 조사는 연구자 1인이 각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검사 절차를 매뉴얼로 제작하였다. 검사 절차 매뉴얼에는 검사 방법 및 연구자의 행동과
언어, 연습 시행 횟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답 기준
을 명시하여, 유아의 응답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의 집중시간
이 짧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기관마다 2회씩 방문하였다. 첫 방문에서는 실행기능을,
하루나 이틀 뒤 재방문에서는 추론과제를 실행하였다. 모든 검사는 기관의 조용한 공간에
서 유아와 일대일 개별 면접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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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과 이상
치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를 Pearson 계수로 살펴보았다. 셋째,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적합도를 밝히고, 변수 간 영향관계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유아의 월령, 실행기능,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의 변인 간 관계에서
전체, 직접, 간접효과를 분해해 보았으며, 이 때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은 붓스트래핑으
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유아의 실행기능,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능력에 대한 측정변
인의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측정변인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로 살펴보았다. <표 1>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실행기능의 세 요인인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의 경우 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가 낮아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최소값과 최대값 역시 나올 수 있는 점수범
위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보여 측정변인의 변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은 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가 다소 높아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
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는 충분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1보다 큰 변수가 없고, 첨도는
절대값 7보다 큰 변수는 없어 측정변인 모두 정규분포 가정에서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억제

20.693

5.006

6.0

28.0

-.538

-.307

인지적 유연성

17.685

2.777

9.0

24.0

-.757

1.530

작업 기억

8.386

3.084

.0

16.0

.386

-.130

유추 추론

1.874

1.155

.0

4.0

.156

-.764

증거성 추론

2.848

.951

1.0

4.0

-.204

-1.061

참고) 최소값이 0인 부분은 개별검사에서 전체 문항을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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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상관관계는 연령과
실행기능의 세 요인인 억제(r = .555, p<.001), 인지적 유연성(r = .350, p<.001), 작업 기억(r
= .605, p<.001)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연령과 유추 추론(r = .379, p<.001), 연령
과 증거성 추론(r = .264, p<.01)간 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실행기능의 세
요인,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능력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유
추 추론과 증거성 추론 능력은 실행기능 중 억제(r = .243, p<.01, r = .256, p<.01) 및 작업
기억(r = .237, p<.01, r = .360,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능력과 인지적 유연성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
연령

성별

억제

연령

1

성별

.019

***

억제

.555

***

.154

1

인지적 유연성

.350

***

-.067

.292**

.605

***

.094

.594

***

.379

***

.243

***

.264

***

.256

***

작업 기억
유추 추론
증거성 추론
**

p < .01,

***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

유추 추론 증거성 추론

1

.103
.025

1
.272

**

1

.087

**

.237***

.072

**

***

.360

1
.101

1

p < .001

3.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령과 실행기능, 유추 추론과 증거성 추론 능력에 관한 구조모형이
실증적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를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우
선, 본 연구의 분석대상 규모는 127명으로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적합한 표본의
크기라 알려진 150명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연구에 사용된 모형이 간명한 모형일 경우 추
정되는 모수의 수가 많지 않아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이기종, 1996),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분석대상의 크기
및 관측변수의 수에 따라 모형적합도의 추천지수와 수용지수를 제시한 Hair, Black, Babin,
Anderson 그리고 Tatham(2006)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Hair 등(2006)은, 본 연구와 같이 사례
수가 250보다 작고 관측변수의 수가 12개 미만인 연구에서 구조모형이 적합하려면 χ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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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하지 않아야 하고, 비교적합지수(CFI)와 터커-루이스지수(TLI)는 .97이상이어야 하
며,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는 .08보다 작은 것이 좋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구조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2

절대적합지수인 χ 값은 4.591(p=.710)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CFI는 1.00, TLI는 1.05로
각각 Hair 등(2006)이 제시한 .97 이상의 수준을 보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는
.00으로 역시 Hair 등(2006)의 기준이 .08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외에 상대적합지수(RFI)는
.93으로 .9 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표준적합지수(NFI)도 .98로 나타나 .9 이상의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구조모형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2

χ (n = 127)
값

df

p

4.591

7

.710

CFI

TLI

RMSEA

RFI

NFI

1.00

1.05

.00

.93

.98

<그림 1> 구조모형의 경로

4. 구조모형의 변인 간 관계 분석
유아의 연령과 실행기능,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의 관계 및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경로계수(β)와 t값을 산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행기능에 대한 연령의 경로계수는 .765(t = 8.87)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추 추론 능력에 대한 연령의 경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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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355(t = 2.33)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실행기능의 경로계수는 .032(t = .19)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여, 증거성 추론 능력에 대한 연령의 경로계수는
-.095(t = -.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데 비해, 실행기능의 경로계수는 .476(t = 2.52)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 구조모형에 의한 연구문제 검증과 경로계수
β

S.E.

t

p

연령 → 실행기능

.765

.262

8.87

.000

연령 → 유추 추론

.355

.215

2.33

.020

-.095

.193

-.58

.564

연령 → 증거성 추론
실행기능 → 유추 추론

.032

.078

.19

.849

실행기능 → 증거성 추론

.476

.072

2.52

.012

유아의 유추 추론과 증거성 추론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전체, 직접, 간접효과를 분
석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붓스트래핑으로 살펴보았다. 연
령은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추 추론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증거성 추론 능력에는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은 실행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의
증거성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행기능은 유아의 증거성 추론 능
력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유추 추론 능력에 대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구조모형의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변인

전체효과

연령

*

p < .05,

***

간접효과
-

효과의 경로
연령 → 실행기능

.765

.379

.355***

.024*

.269

***

.364

*

.032

***

-

실행기능 → 유추 추론

.476

***

-

실행기능 → 증거성 추론

.476
p < .001

***

.765

.032

실행기능

직접효과

-.095

연령 → 유추 추론
연령 → 증거성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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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추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기왕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새로운 대상이나 맥락에 논리적으
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영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
해 발달시켜가야 할 필수적인 사고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고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되는 추론 능력의
이론적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유아의 연령과 실행기능이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능력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어린이집 3 ~ 5세 유
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실행기능,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능력을 개별검사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추 추론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추 추론
능력이 연령에 따라 뚜렷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김소향, 강의정, 2005; Dias &
Harris, 1988)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유추 추론은 두 체계 간 관계적 대응이나 지도화를
통한 유사성의 발견을 거쳐 지식의 전이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된 두 가지 이상의 판단에
서 간접으로 하나의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김은정 등의 연구(2012)에서도 유
아들은 3 ~ 4세에 유추 추론 능력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은 증거성 추론 능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신, 실행
기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증거성
추론 능력이 6세 이후가 되어야 안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결론지은 최영은 등의
연구(2011)나 최영은과 이화인의 연구 결과(2012)와 일관된 것으로, 증거성 추론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연령 외에 추가의 개인내적 능력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증거성 추론은 여러 가지 차원의 간접 정보 중 보다 신뢰할만한 정보를 고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론을 하는 것으로, 유아가 할 수 있는 유추 추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한 구조모형 분석에서 실행기능은 유추 추론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증거성 추론 능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기능
은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으로 구성되어 측정하는 개념으로 유아가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인지과정 요소이다. 실행기능
이 증거성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작업 기억이 증거
성 추론 능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 최영은 등의 연구(2011)를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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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의 추론 능력 중 유추 추론 능력은 비교적 일찍 발달하며,
이에 비해 정보의 처리과정이 더 많이 요구되는 증거성 추론 능력은 연령의 직접효과보다
는 실행기능의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요소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증거성 추론 능력은 여러 가지 차원의 간접 정보가 주어졌을 때 방
해가 되는 정보를 선택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구사하여 여러 정보 간
경중을 가린 후 선택한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책을 추론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기억 용량인 작업 기억 능력이
증거성 추론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알려져 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작업 기억이나 출
처 탐지 능력 등이 유아의 증거성 추론 능력에 관여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최영은, 2016)의
해석을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 유아는 어린이집 3 ~ 5세 반에 있는 유아들이었다. 유아가 집을 떠나 유
아기관에 다니게 되면, 교사나 또래 혹은 매체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유아는 직접
경험 외에 또래나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 했어’ 라든지, ‘-했대’라는 형태의
간접 정보를 접하게 되며, 여러 가지 차원의 간접 정보 중 신뢰할만한 내용을 취사선택하
여 자신의 추론 과정에 근거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증거성 추론과정은 3 ~ 5세 유아가 여
러 가지 차원의 간접 정보 중에서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 추론함으로써 지식
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유
아의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실행기능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명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분석해 보았다. 구조모형 분석
은 오차를 포함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해주므로 유아의 추론 능력에 관한 이론적
경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유아의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실행기능
의 직접,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유추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효과, 증거
성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기억, 억제 등의 인지적 실행기능 효과를 입증해 보았
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유아가 연령에 따른 성숙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추론 능력
을 자연스럽게 발달시켜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모와 교사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필요 시 유아기관에서 유아가 다양한 간접 정보에 대한 증거성 추론
능력을 순조롭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언어를 통한 여러 가지 차원의 정보수집 경험(유성재, 최영은, 주나래, 천혜
진, 2015), 유아에게 여러 가지 정보의 확실성을 제시하는 중재프로그램(주나래, 최영은,
정은주, 유성재, 2014) 등을 통해 유아로 하여금 여러 가지 차원의 직, 간접 정보를 비교하
고 취사선택하여 판단에 사용하는 능력을 적절하게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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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유아의 인지적 사고 과정을 발달적으로 적합하게 지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발달
하기 위한 유아의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해주는 의의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가 교육받을 권리, 건강
하게 발달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가져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가정과 유아기관, 지역사회 등
주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며,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스스로 판단해보고
이 과정에서의 오류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갖추어 나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연령 및 실행기능의 직, 간접 효과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입증해냄으로써 건강하게 성
장, 발달하고자 하는 유아의 발달권 증진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유아를 개별 검사한 검사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점수 판정에서 연구자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둘째, 추후 연구를 통하여
유아의 유추 추론 및 증거성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 변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 뿐 아니라 영아나 걸음마기 유아의
기초적인 추론 능력이 발달하는 기제에 대해서도 학문적 관심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추
론 능력은 영유아의 놀이나 학습과정에서 영유아가 새로 취득한 직, 간접 정보를 적용하
여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중요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 기억
과 같은 실행기능이 유아의 추론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
내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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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young children’s age and

executive function on children’s analogical reasoning and evidential reasoning.
Methods: Young children aged 3 to 5 participated in an interview that tested executive function,

analogical reasoning, and evidential reasoning. Through literature review,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dapted and tested to show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study variable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a direct effect of children’s age on analogical reasoning and

an indirect effect on evidential reasoning with the mediation of executive fun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regarding how adults such as parents

or teachers of an institution supported children’s reasoning ability growth.
key words: executive function, analogical reasoning, evidential reasoning, developmen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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