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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제특성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억제 및 주의전환의 영향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인지과정을 밝혀보고

자 심성모형이론과 이중처리이론을 근거로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살펴보았

다. 첫째, 유형과 내용별로 구성된 과제특성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

추론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연령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지를 살펴

보았다. 둘째,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과제특성별로 수행할 때 관련

되는 정보처리 기제를 밝혀보고자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각 연령별

로 억제 및 주의전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중류층 거주 지역의 14곳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

원하는 유아  3세 111명, 4세 120명, 5세 120명, 총 351명을 대상으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억제 및 주의전환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부

호화한 후 SPSS에서 단일표본 t검증, 반복측정변량분석, 독립표본 t검증,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는 과제특성이 1유형-특정적 또는 

2유형-특정적인 경우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1유형-일반적인 경우 약간 

높았으며, 2유형-일반적인 경우 가장 높았다. 과제특성이 1유형-특정적인 

경우와 2유형-특정적인 경우에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차이가 없었

다. 

 둘째, 4세 및 5세 유아의 경우 모든 과제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우연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4세 및 5세 유아가 모든 과제유형에서 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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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역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유아는 2유형-일반적인 경우

에만 우연수준 이상이었고, 1유형-특정적 또는 2유형-특정적인 경우 우연

수준 이하였으며 1유형-일반적인 경우 우연수준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3세 유아는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

역추론은 3세 유아와 4세 유아의 수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4세 유

아와 5세 유아의 수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억제와 주의전환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3세 유아의 경우 2유형-일반적인 경우 주의전환 및 억제가 유

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쳤다. 4세 유아의 경우 1유형-특정적 

또는 1유형-일반적인 경우 억제가, 2유형-일반적인 경우 주의전환이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5세 유아의 경우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

특정적인 경우 주의전환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이 연구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4세를 전후로 발달하며 유아의 

추론 수행이 과제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유아의 반사실

적 연역추론이 과제특성별로 억제 및 주의전환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즉,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발견적 처리와 분석적 처리에 

의한 인지과정임을 입증했다. 

주요어: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특성, 억제, 주의전환, 이중처리이론

학번: 2004-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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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일상 대화에서 유아는 성인의 발화를 참조하여 추론을 점차 이해하려고 시도

한다(Scholnick & Wing, 1991). 조건추론, 관계추론, 직선적 추론, 삼단논법

과 같은 연역추론 형식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유아가 언제 연역추론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하나는  Piaget 이론에 따라서 전조작기 

유아의 추론은 불완전하며, 의미 맥락을 초월한 형식적 추론은 11-12세가 되

어야 발달한다(Inhelder & Piaget, 1958)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유아 반사실

적 연역추론 연구에 의하면 4-5세의 전조작기 유아도 적절한 과제조건이 주

어지면 반사실적 전제를 증거로 채택하여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기초능력을 나타낸다(Dias & Harris, 1988, 1990;  Dias, Roazzi, 

O'Brien, & Harris, 2005; Harris & Leevers, 2000; Hawkins, Pea, Glick, 

& Scribner, 1984; Leevers & Harris, 1999, 2000)는 주장이 있다. 3세 유

아도 4-5세 유아만큼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가능하고(김소향·강의정, 

2005), 심지어 2세 유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된다(Richards & Sanderson, 

1999). 

 이처럼 유아기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가능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선행

연구에서 어린 유아에게 제시한 과제특성은 주로 전제 내용이 의인화된 인물

의 행동을 나타내는 환상적인 내용이었다(김소향·강의정, 2005; Beck, Riggs, 

& Gorniak, 2009; Richards & Sanderson, 1999). 사실과 불일치하는 내용

보다 환상적인 인물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제시받았을 때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

추론 수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Hawkins et al., 1984)는 사실에서 과제특성

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과제특성에 초점을 두고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살펴보면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

추론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떠한 인지과정을 거쳐서 추론하는지를 밝힐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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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에서 나타난 ‘유아의 형식적 추론의 기초 능

력’은 Piaget가 말한 ‘형식적 추론 능력’의 어떠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일까? 

Piaget는 형식적 추론은 두 개의 명제간의 관계를 통해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

해낼 수 있는 명제논리(propositional logic)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였

는데(Inhelder & Piaget, 1958), 과연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로 논리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하였을지 의문이다. 유아도 연역추론 

시 두 전제 간의 ‘논리적 연계’의 필연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English, 

1993). 그러나 성인의 연역추론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이론인 심성모형이

론에 의하면 연역추론은 두 전제를 연결해주는 중간개념을 찾아내고 이를 논

리적인 흐름에 놓아야 가능해진다(조명한, 1989). 즉, 유아가 단순히 반사실적 

전제를 상상하거나 반사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아의 경우에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논리의 활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연역추론 과제 유형을 살펴보면, ‘A는 B이다. B는 C이다(1유형).’의 경우 중

간개념이 이미 문장의 흐름상에 잇대어져 있으므로, 주어진 전제 순서대로 잇

게 되면 ‘A는 C이다.’라고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반면 ‘B는 A이다. C

는 B이다(2유형).’의 경우 두 전제간의 순서를 바꾸어야 중간개념(B)을 잇대

어 놓을 수 있게 된다. 성인의 경우 연역추론 시에 두 전제를 심성에서 조작

하는 처리를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정순서 추론(forward reasoning)을 하기 

때문에 2유형인 경우 추론 수행이 저조해지는 형상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심성모형이론의 입장이다(Johnson-Laird & Bara, 1984). 그렇다면, 유아도 

연역추론의 논리적 구조가 단순한 AB-BC 형상과 복잡한 BA-CB 형상을 제

시하였을 때 과연 연역추론 수행이 달라질지 의문이다. 만약 유아가 단순한 

논리적 구조와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다르게 인지한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후자의 경우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낮을 것이다. 이는 유아가 연역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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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논리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English, 1993), 실제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논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유아에게 제시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는 대부분 전제가 추상적인 기호가 

아닌 실제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다.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논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의 내용이 나타내는 실제 세계에 관한 지식이 논

리적 수행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Markovits, 1995). 예를 들어, ‘모

든 양은 보라색이다. 제니는 양이다.’의 두 전제가 주어지고 ‘제니는 무슨 색

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양은 하얀색’이라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무시할 

수 있어야 ‘제니는 보라색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추론과제를 제시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회상하는 인지적 속성이 있으므로(Markovits & Thomson, 2008), 유아도 반

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연상될 것이다. 

그렇다면 반사실적 전제의 내용이 유아의 배경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유아가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유아에게 제시한 연역추론의 반사실적 전제는 ‘모든 

양은 보라색이다.’와 같은 환상적인 내용(김소향·강의정, 2005; Beck et al., 

2009; Hawkins et al., 1984) 또는 ‘모든 고양이는 짖는다.’와 같이 특정한 

동물에 관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원윤선·최경숙, 2001; 유연옥·윤혜진, 

2011; Amsel, Trionfi, & Campbell, 2005; Dias et al., 2005; Leevers & 

Harris, 2000)으로 제시하거나, 어떤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전제 내용을 혼합

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Beck, Caroll, & Brundson, 2011; Richards & 

Sanderson, 1999). 그러나 환상적인 내용은 유아의 실제 세계 지식과 상충되

는 내용이 ‘양은 하얀색이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 있지만, 반면에 특정한 동

물에 관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은 ‘고양이는 야옹거린다.’와 ‘개가 짖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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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하기 위해서 무시해야 하는 정보가 더 많다.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의 차이는 

유아의 추론 수행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과제 내용을 

유아에게 다르게 제시하여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인지과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중처리이론(Evans, 2008)에 의하면, 인간의 연역추론과정에 순차적이며 

의식적 처리와 다른, 자동적이며 무의식적 처리인 발견적 처리에 의해서 사람

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추론하는 믿음편견(belief bias)이 나타난다. 

그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논리가 갈등하는 문제(예, 타당하

지 않은 결론이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주어지면 논리

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지각적으로 현저하거나, 기억과의 연합강도가 높은 

결론을 선택하게 되어 추론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Evans, Barston, & 

Pollard, 1983). 즉 형식적 추론 시기를 훨씬 지난 성인의 경우에도 논리보다

는 자기의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연역추론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인지에 발견적 처리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발견적 처리는 시

간이 부족한 경우(Evans & Curtis-Holmes, 2005), 작업기억 부담이 클수록

(De Neys, 2006) 더 강하게 작용하여 믿음편견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유아

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제시받고 자신의 배경지식과 반사실적 전제의 

내용을 인지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배경지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오답을 하

는 이유가 발견적 처리라는 어떤 체계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만약 성

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아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특별히 연관성이 큰, 반

대사실의 내용의 과제를 제시했을 때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낮아

진다면 성인의 경우와 같이 믿음편견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학령기 아동 대상으로 한 조건추론 연구에서 ‘뜨겁다’와 같이 이분법적인 

대개념이 분석적 처리를 방해하여 추론  수행이 저조했고(Gauffr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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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uillet, 2009) 유아의 경우에도 반사실적 전제로 구성된 연역추론 과제 

수행 시 오히려 용어가 친숙하면 논리적 응답이 적게 나타났다(Hawkins et 

al., 1984; Leevers & Harris, 2000)는 것을 참고해보면 이러한 예측이 개연

성이 있다.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성공적 수행은 전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무시하고 이를 

심성에 표상한 후 논리적인 관계에만 집중하였을 때 가능한데, 이중처리이론

에서 분석적 처리는 발견적 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무효화하는 기능을 

한다(Evans, 2008; Stanovich, Toplak, & West, 2008). 믿음편견을 유발하

는 추론 과제를 제시받았더라도 배경지식을 억제한다면 분석적 처리가 순차적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유아 연구에서도 억제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선

행요인이 됨을 확인하였다(Beck et al., 2009, 2011). 그런데 억제 외에 다른 

정보처리 요인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문이다.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논

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지식이나 믿음을 근거로 하는 지배적인 경험

적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인 반사실적 전제로 주의를 

전환하여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중처리이론에 

의하면 반사실적 내용의 과제를 논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맥락에

서 탈피하는 탈맥락화 또는 인지적 분리가 필수라고 하였다(Jacobs & 

Klaczynski, 2002; Macpherson & Stanovich, 2007; Stanovich et al., 

2008). 유아도 마찬가지로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경지

식을 억누르는 능력 뿐 아니라 반사실적 전제로 자신의 관심과 주의를 돌려서 

그것을 심성에서 조작하여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보고자 억제 뿐 아니라 주의전환이 유아의 반사

실적 연역추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각각이 유아의 추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인지과정은 반사실적 전제 내용에 의해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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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상되는 배경지식을 억제하고 반사실적 전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제간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지과정은 과제특성에 따라 발견적 처리의 작동으

로 유아의 수행의 변화가 생기지만, 분석적 처리의 기능적 특성인 억제 및 주

의전환이 발견적 처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유아들은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과제특성 및 연령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이 심성모형이론에서 성인의 연역추

론 과정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

론이 이중처리이론에서 말하는 발견적 처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억제 및 주의전환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분석적 처리의 영향을 밝히고 유아의 인지가 이중처리로 이루어

지는지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가 연역추론 과제를 실

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지과정이 개입되는지 살펴보고, 특히 억제 및 

주의전환과 연역추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연역추론 수행과 관

련된 인지적 기제를 명확히 밝혀 향후 유아를 위한 연역추론 과제를 구성할 

때 또는 현장에서 유아의 연역추론을 지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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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개념

 연역추론은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라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Deduction, 2010). 명제란 두 개 이상의 개념간의 관계를 

참, 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표상이며 그 값은 경험적으로 결정된다.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논거나 이유가 되는 명제를 전제라고 하며, 전제와 결

론이 필연적 관계인 경우 추론이 타당하다고 한다(김소향·강의정, 2005). 연역

추론에서 핵심은 필연에 의한 결과(resulting of necessity)이므로(Aristotle's 

logic, 2011) 전제의 내용이 경험적으로 사실인지 여부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중요하지 않다(DeLoache, Miller, & Pierroutsakos, 

1998). 전제의 내용이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인 반사실적 전제로부터 논리적으

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반사실적 연역추론이라고 한다. 

 연역추론의 종류로 삼단논법(syllogism), 조건문(conditional statement), 관

계추론(relational reasoning), 직선적 추론(linear reasoning) 등이 있다

(Evans, 2002). 이 가운데 삼단논법은 두 개의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도

출하는 연역추론 형식으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고안되었다

(Syllogism, 2010). 예를 들면, “모든 과학자(B)는 합리주의자(A)이다. 심리학

자(C)는 과학자(B)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자(C)는 합리주의자(A)이다”와 같은 

두 전제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을 좁은 의미로 삼단논법이라고도 

하고 넓은 의미로 연역추론이라고 한다. 

 삼단논법에서 각각의 전제는 두 개념(논항들; terms)의 관계에 관한 진술로 

되어있다. 앞의 예시에서 첫 번째 전제는 B와 A의 관계를, 두 번째 전제에서

는 C와 B의 관계를 범주적으로 나타낸다. 올바른 연역추론은 두 전제가 진술



- 8 -

하는 모든 개념(예, 과학자(B), 합리주의자(A), 심리학자(C))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조명한, 1989; Johnson-Laird & Bara, 1984). 앞의 예시에서와 

같은 범주적 삼단논법에서는 두 전제에 표현된 관계적 사실이 대칭적, 반영적

(reflexive)인 관계이기 때문에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공통참조

(coreference) 항목인 중간항목 '과학자‘(B)를 연결하면, 전제의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예, 그러므로 심리학자(C)는 합리주의자이

다(A))을 얻을 수 있다. 이 중간항목을 중개념(middle term)이라고 부르고(조

명한, 1989), 그 외에 결론의 주어 부분을 소개념, 술어 부분을 대개념이라고 

한다. 범주적 삼단논법의 경우 중개념이 전제에서 주어 또는 술어 중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 다른 형상(figure)으로 구성될 수 있다(Syllogism, 

2010). 즉, 네 가지 형상은 ‘AB-BC’, ‘BA-CB’, ‘AB-CB’, ‘BA-BC’가 있다1). 

 연역추론은 전제들의 필연적인 관계로 인해 논리적으로 타당한 새로운 결론

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 대상 연역추론 연구자들은 연역추론의 

한 종류인 삼단논법으로 유아의 추론과정을 측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반사실

적 연역추론 과제는 유아가 자신의 배경지식과 다른 내용이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과제로서 유아의 추론 양상을 밝

힐 수 있는 과제이다. 

1) Bara, Bucciarelli와 Johnson-Laird (199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삼단논법 형상에 따라 중간개념(B)

를 연결시키 위한 정신적 조작의 난이도가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반사

실적 연역추론 연구에서 사용했던 AB-BC, BA-CB 형상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각각을 편의상 1유형, 

2유형이라고 명명한다.

 AB-BC 형상: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 

 BA-CB 형상: 두 모델 간 순서를 뒤바꿔야 한다. 

 AB-CB 형상: 두 번째 모델의 논항 순서를 바꿔야 한다. (또는 모델 순서를 바꾼 후, A-B 모델의 논항 

순서를 바꾼다.)

 BA-BC 형상: 첫 번째 모델의 논항 순서를 바꿔야 한다. (또는 모델 순서를 바꾼 후, B-C 모델의 논항 

순서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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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사실적 연역추론 관련 이론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관련된 이론으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 정보

처리이론이 있다(Brainerd & Reyna, 1990).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

면 정신적 표상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유아는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수 없다. 유아는 11세 이후 청소년기가 되어야 추상적인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Inhelder & Piaget, 1958). 정보처리이론은 인

간의 인지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입력된 정보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 반응이 산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이론이다. 정보처리이론

과 관련된 이론으로 심성모형이론과 이중처리이론이 있다. 심성모형이론

(mental model theory)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역추론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발생한 이론이다(Jonhson-Laird, 1975). 이중처리이론

은 연역추론, 조건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대인지각, 고정관념형성, 태도변화 

등 인지 및 사회인지 분야를 포괄하는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연역

추론 시 믿음편견효과를 설명하는 주 이론이다(Evans, 2008). 

1) Piaget의 인지발달이론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2세에서 7세 사이의 전조작기 유아는 언어

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물을 이용하지 않고 

상징만을 사용하여 머릿속에서 조작하여 사고하지 못한다. 즉 유아는 11세 이

후가 되어야 논리적 조작, 특히 명제논리(propositional logic)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다(Inhelder & Piaget, 1958). 명제논리란 두 

개 이상의 상징을 사용하여(일반적으로, P 또는 Q) 나타낸 명제 간의 관계를 

통해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P는 Q이다. 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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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Q이다.’와 같이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아동의 특징이다.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학령기 아

동은 자신의 경험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가설적 사건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Cognitive development, 2010). 반면에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

면 3세에서 5세 사이의 전조작기의 유아는 두 개의 전제를 통합하여 논리적

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논리적 조작이 필요한 연역추론을 할 수 없

다. 더욱이 이 시기의 유아는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실제 세계에 대한 지식과 다른 증거를 채택하여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아 반사실적 연역추론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조작기의 어

린 유아도 연역추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예, Dias & Harris, 1988, 

1990; Hawkins et al., 1984). 선행연구는 미국(Amsel et al., 2005), 영국

(Beck et al., 2009; Leevers & Harris, 2000), 브라질(Dias et al., 2005), 

호주(English, 1993; Richards & Sanderson, 1999), 한국(김소향·강의정, 

2005; 원윤선·최경숙, 2001; 유연옥·윤혜진, 2011)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대체로 4-5세 유아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만으로도 문화에 관계없이 전조작기의 유아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즉, 전조작기의 유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고 낯선 내용이지만 반사실적인 전제와 다른 전제를 논리적

으로 연결지어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에 정답을 알아맞힌 

것이 명제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연

구자들은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에서 정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서 

그 내용이 이론적인지 또는 경험적인지를 분석하기도 했다(유연옥·윤혜진, 

2011; Dias et al., 2005; English, 1993; Hawkins et al., 1984; Lee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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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 2000). 유아가 연구자들이 제시한 반사실적인 전제를 언급하면(예, 

“모든 고양이는 짖는다고 했으니까요.”), 유아가 경험적으로 다른 전제를 이해

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론적 정당화를 했다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정당화 이유 분석을 통해서는 유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반사실적 전제 

가운데 어떠한 지식을 근거로 정답을 추론 했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즉, 

Piaget가 말한 명제 간의 관계를 머릿속에서 통합하는 논리를 사용한 ‘형식적 

추론’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유아는 자신이 응

답한 이유를 언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추론의 근

거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것보다 연역추론 과제특성을 달리 구성하여 

유아의 수행 차이를 비교해보는 암묵적인 방식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만으로는 유아가 형식적 추론 과제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인지 혹은 형식적 추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 및 성인의 형식적 추론능력을 측

정했던 연역추론 패러다임을 유아에게 적용해보아서 반사실적 연역추론 양상

을 살펴보아야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말하는 형식적 추론능력의 기초가 

유아에게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처리이론

 정보처리이론은 인간의 정보처리를 컴퓨터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제한된 처

리용량 안에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이다. 인간의 정

보처리과정은 외부자극이 감각기관에 의해 수용되어 정신적 표상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정보는 단기기억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정신적 조작에 의해 처리되기

도 하고, 어떤 정보는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거나, 반대로 장기기억으로부터 단

기기억으로 인출되어 처리되기도 한다. 단기기억에서 조작 처리된 정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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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결정, 인출 처리 등의 통제 처리 과정을 거쳐 반응으로 산출된다

(Bjorklund, 2000). 

(1) 심성모형이론

 심성모형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연역추론의 단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Johnson-Laird & Bara, 1984). 첫 번째 단계는 전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전제에 내포된 정보량을 최소한으로 표시한 

전제 모델을 심성에 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추정되는 결론을 형성

하는 기술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의 이해 및 해석 단계에서 형성한 심성 

모델을 이용하여 전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론을 형

성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추정된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의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대안이 되는 모델

이 있는지 탐색하거나 이해 및 해석 단계에서 형성한 초기 모델에 해석을 더

하는 작업을 한다. 즉, 심성모형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연역추론은 이해, 기술, 

평가의 세 단계에 걸쳐 완성되며 이 중에 두 전제를 통합하는 기술 단계가 연

역추론의 본질이다(조명한, 1989).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연역추론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전제를 이어주는 중간개념을 찾아내면 쉽게 전제를 통합할 수 있

게 된다(조명한, 1989). 중간개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형상의 유형에 

따라 전제를 통합하기 위한 정신적 부담의 차이가 있어서 형상효과(figure 

effect)가 나타난다(Johnson-Laird & Bara, 1984). 심성모형이론에서는 인간

이 연역추론을 해결할 때에 전제로부터 심성모형을 형성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정순서추론(forward reasoning)을 하기 때문에 연역추론 형상에 따라 수행정

확성의 차이가 나타난다(Bara, Bucciarelli, & Johnson-Lair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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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ciarelli & Johnson-Laird, 1999; Quayle & Ball, 2000). 즉 2유형

(BA-CB)은 전제의 위치를 뒤바꿔야지만 중간개념을 이어붙일 수 있으므로 1

유형(AB-BC)에 비해 더 어려우므로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오답을 할 가능성도 더 높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아 대상 반사실적 연역추론 연구에서 2유형의 연역추

론 형상만을 사용하였다(예, 원윤선·최경숙, 2001; 유연옥·윤혜진, 2011; 

Amsel et al., 2005; Beck et al., 2009, 2011; Dias et al., 2005; Leevers 

& Harris, 2000; Richards & Sanderson, 1999). 아마도 2유형의 경우 전제

의 제시 순서를 뒤바꿔야 하는 인지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보다 

쉬운 1유형을 해결하는 것보다 유아의 연역추론 수행을 측정하기에 타당할 

것이라 가정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과제 유

형에 따른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의 차이가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과연 유아

도 성인의 경우와 같이 1유형보다 2유형을 더 어려워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 유아가 단순히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반사실적 전제의 내용을 그대로 수

용하거나 모방하여 응답하는 것이라면 1유형이든 2유형이든 전제의 순서에 

관계없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응답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물론 성인의 

경우와 같이 두 유형 모두 쉽기 때문에 수행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

에 유아도 성인과 같이 ‘A, B, C'의 논항의 위치를 심성에서 조작하는 처리과

정을 거친다면 보다 복잡한 유형인 2유형보다 1유형이 더 쉬우므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유아에게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특성 안에 과제 유형을 1유형과 2유형

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추론 수행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아가 성인과 같

이 논리적인 조작을 거쳐 추론 응답을 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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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중처리이론

 이중처리이론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 심리 분야 연

구에서 지난 30 여년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분야가 다르지

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할 때 빠르고, 자동

적이며 무의식적인 처리(발견적 처리)와 느리고, 순차적이며, 의식적인 처리

(분석적 처리)가 있다는 것이다(Evans, 2008). 

 이중처리이론에서는 연역추론 과정이 심성모형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순차적인 것만은 아님을 말한다. 즉, 사람들에게 신뢰성은 있지만 타당

성 없는 결론을 제시하게 되면, 비록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해도 자신

이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 방향이 옳다고 결정하는 믿음편견을 보인다

(Evans, 2008). 믿음편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적게 

나타났다(Kokis, Macpherson, Toplak, West, & Stanovich, 2002). 그러나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반인에 비해 믿음 기반 추론을 억

제하는 능력이 더 큰 것이지(Stanovich et al., 2008) 믿음편견을 가지고 있

지 않은 것이 아니다. 즉, 믿음편견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중처리이론에서는 

인간의 인지체계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처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두 개의 경로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이중처리이론의 입장은 지금까지 

Piaget가 인지 발달이 직관적인 처리에서 논리-수학적 처리로 선형적 발달을 

이룬다고 주장한 것(Inhelder & Piaget, 1958)과 다른 주장이다. 전통적 인지

발달학자들은 직관적 처리에서 분석적 처리로 전환되는 것을 발달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주장하였고, 대부분 분석적 체계의 발달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

기 위해 노력하였다(Klaczynski & Cottrell, 2004). 그러나 반사실적 연역추

론 과제의 수행을 놓고 보면, 이미 7세 아동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문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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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고(Bara et al., 1995), 심지어 4-5세 유아도 가상의 환상맥락에서 

과제를 제시하면 수행이 가능하다(Hawkins et al., 1984). 그렇다면 Piaget의 

주장과 달리 분석적 처리가 이미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수행이 분석적 처리와 관련되는 것

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분석적 처리의 요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아

야 한다. 분석적 처리는 제한된 용량의 중앙 작업기억 체계에 접속하여 주어

진 정보 중에 관련이 없는 것은 억제하고, 유용한 정보만 선별하여 조작하는 

순차적 처리를 의미한다.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분석적 처리를 통

해 풀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답 분석 외에 억제와 같은 정보처리기제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분석적 처리는 발견적 처리를 무효화시키

는 기능을 하고(Stanovich et al., 2008),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견적 처리를 

억제하는 능력과 가설적 추론 즉 인지적 조작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Evans, 

2008; Kahneman & Tversky, 1982). 

 억제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조건추론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Simoneau & 

Markovits, 2003), 자신이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논리에 근거해서 

추론하는 것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Handley, Capon, Beveridge, Dennis, & 

Evans, 2004). 이에 억제가 논리적인 추론을 촉진하는 분석적 처리와 관련된 

인지기제임은 확실한 것 같다. 유아의 경우에도 반사실적 내용의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현실적 지식과 가설적인 지식 가운데 

전자를 억제해야 하는 능력이 관련된다(Beck et al., 2009). 억제능력이 반사

실적 사고를 위한 선행요인이 되는지 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Beck

과 동료들(2011)은 억제요구를 낮추었을 때 3-4세 및 4-5세 유아의 반사실

적 추론이 향상되는지 실험하였다. 그 결과 유아는 손가락 대신 화살표로 반

응하거나 반응하기 전에 4초간의 시간지연을 주면 추론 수행이 높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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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분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억제능력이 선행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억제 외에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촉진하는 분석적 처리 요인

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유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억누르기만 하면 추

론 정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유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그와 관련되어 연상되는 방해 요인들을 무시하고 꼭 필요한 정보에 관심을 기

울일 때, 즉 반사실적 전제에 초점을 유지할 때 추론 정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에 작업기억과 표상유연성이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Guajardo, Parker, & Turley-Ames, 2009)가 발표되었

다. 이 연구자들은 3-5세 유아에게 12장의 카드를 색깔과 모양이라는 두 개

의 차원에 따라 분류하는 과제를 주어 표상유연성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Frye, Zelazo와 Palfai(1995)가 사용한 두 개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카드

를 분류하는 주의전환 과제와 유사하다. 즉, 색깔 또는 모양에 따라 카드를 분

류할 때 규칙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사실적 연역추론도 전제의 화용론적 의미가 아닌 추

론의 논리적 구조가 핵심이기 때문에(Moutier, Plagne-Cayeux, Melot, & 

Houde, 2006), 추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실제 세계에 관

한 지식을 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거짓 전제에 두어야 하는 주

의전환이 선행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처리이론은 분석적 처리의 발달과 병행하여 발견적 처리의 발달을 상정

하고 있다. 발견적 처리는 분석적 처리보다 좀 더 어린 시기에 발달하지만 이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발달한다(Morsanyi & Handley, 2008). 발

견적 처리는 빠른 시간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그 처리과정을 의

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고 수행 동기가 있는 경우 분석적 처리가 

발견적 처리에 의한 사고나 반응을 수정하거나 무효화하여 결과를 산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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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Evans, 1984). 각 처리에 의해 산출된 결과는 일치할 수도 있으나 특히 

사실믿음과 논리가 상충되는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불일치하는 결과가 산출된다(Evans et al., 1983). 발견적 처리에 의하면 기

존 믿음과 일치하는 신뢰성 있는 결론을 선택하게 되지만 분석적 처리가 개입

되면 신뢰가 가는 반응을 억제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발견적 처리가 작동하여 유아가 과제를 논리적 수행하

는 데 제약이 될 지 의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처리이론에 의하면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짓전제와 관련된 실제세계 지식을 

억제해야 하는 능력 뿐 아니라, 거짓전제에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선행된 

분석적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억제 뿐 아니라 주의전환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제특성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저조해지는지 확인해봄으로써 유아의 경우에도 무

의식적인 발견적 처리가 작용되는지를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3. 반사실적 연역추론 관련 요인

1) 과제특성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과제특성 요인은 관련될 수 있다. 유아 대상 반사실적 

연역추론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특성은 <표 Ⅱ-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유형

-일반적(김소향·강의정, 2005), 2유형-일반적(Beck et al., 2009), 2유형-특

정적(원윤선·최경숙, 2001; 유연옥·윤혜진, 2011; Amsel et al., 2005; Dias 

et al., 2005; Leevers & Harris, 2000)이 있었다. Hawkins와 동료들(1984)

의 경우 1유형-일반적, 2유형-일반적 과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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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특성별 문항 비율은 알 수 없다. Richards와 Sanderson(1999)는 6문항 

중 3문항이 2유형-일반적이었고, 3문항은 2유형-특정적이었다. 2유형은 1유

형과 달리 전제의 순서를 뒤바꿔야 하는 정신적 조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

로 논리적 추론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자들이 주로 2유형의 과제를 사용한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 1유형일 때 유아의 추론과 2유형일 때 유아의 추론

이 다른지 여부를 실험을 통해 밝힌 연구가 없었다. 물론 Hawkins와 동료들

(1984)의 연구에서 실제 세계와 동떨어진 환상인물에 관한 연역추론 과제를 

먼저 제시받은 8명의 유아 집단에게서 1유형 연역추론 점수가 2유형보다 높

게 나타난 것이 발견되었다. 즉 성인과 같이 2유형보다 1유형일 때 추론을 더 

잘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대상 집단은 미국 맨하탄의 사립학교 재학

중인 4-5세 유아 8명이었으므로 학습 환경이 중류층 일반 유아와 달라 이를 

일반 아동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과제유형을 제외한 다른 과제특성의 통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국내 연구에서 김소향과 강의정(2005)은 유일하

게 1유형의 연역추론 문제를 구성하여 3, 4, 5세 유아에게 제시하였는데 3세 

유아도 쉽게 연역추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령기 아동 및 성인과 같이(조명한, 1989; Bara et al., 1995) 유아도 연역

추론 형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유형보다 2유형 형

상이 제시되었을 때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떨어진다면, 유아의 반

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Kuhn, Amsel, & O'Loughlin, 

1988)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Piaget의 발달이론과 달리 어린 유아도 반

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단순히 상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연역추론 형상을 다르게 인지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반면 연역추론 형상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차이가 없다면 유아의 연역추론 수행은 학령기 아동 및 성인의 인지과정과 다

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Piaget의 이론대로 아직 유아의 반사실적 연



- 19 -

연구자 과제특성 예시

김소향·강의정(2005) 1유형-일반적

도깨비-뿔-걷다
용-수염-웃을 수 없다
토끼-긴다리-뛴다
닭-알-젖없다

원윤선·최경숙(2001) 2유형-특정적

기린-짧은 목-콩콩이
자동차-바퀴2개-붕붕   
소금-짜지 않다-모모    
새-날개 없다-윙윙

유연옥·윤혜진(2001) 2유형-특정적 올리비아-돼지-난다
뽀뽀-하마-날씬하다

Amsel과 동료들(2005) 2유형-특정적

물고기-나무에 산다
기린-깡충깡충 뛴다
칠면조-거미줄을 만든다
개-야옹거린다
소-꿀을 만든다
코끼리-스스 소리를 내고 꼬리를 흔든다

Beck과 동료들(2009) 2유형-일반적

양-초록색-제니
코끼리-보라색-로지
말-피자를 먹다-마이클
고양이-악어를 쫓다-탐

Beck과 동료들(2011) 2유형-일반적
2유형-특정적

양-보라색-마이클
물고기-나무-탐

Dias과 동료들(2005) 2유형-특정적 고양이-야옹-톳

Hawkins과 동료들(1984) 1유형-일반적
2유형-일반적

방가-보라색-재채기를 한다
포그스-파란색 부츠를 신다-탐

Leevers & Harris 
(2000) 2유형-특정적

얼룩말-점박이다
얼음-뜨겁다
소-꽥꽥거린다
강물-말랐다
개-야옹거린다

Richards & Sanderson 
(1999)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고양이-짖는다
물고기-나무에 산다
코끼리-롤러스케이트를 탄다
개-운전한다
새-수영한다
양-자전거를 탄다

<표 Ⅱ-1>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특성의 예시

역추론은 단순히 상상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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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유아 대상 연역추론 연구자들이 사용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의 

내용은 반사실적 전제 내용의 차이가 있었다. 반사실적 전제는 ‘하마는 날씬하

다.’와 같이 사실과 명확히 반대되는 전제와 ‘양은 보라색이다’와 같이 사실과 

다르지만 보다 환상적인 내용인 경우들이 있다(English, 1993). 전자에 비해 

후자는 상상의 이야기에서 유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으며, ‘보라색’이라는 단

어가 특정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자

들이 반사실적 전제의 내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msel과 동료들(2005)는 5세 유아, 학령기 아동 및 성인에게 상상

조건의 추론과 가설 조건의 추론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추론대상에 대한 특질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학령기 아동 및 성인 연구대상자들은 가설조

건보다 상상조건에서 연역추론 정답율이 높았고, 연역추론 수행은 그들이 상

상한 존재의 특질과 관련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유아에게는 해당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5세 유아들은 조건에 관계없이 먼저 제시받은 과제에서 

연역추론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개별 유아의 연역추론 수행이 낮았다(Amsel 

et al., 2005). 즉, Amsel과 동료들(2005)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의 유아 반

사실적 연역추론 연구에서 4-5세가 되면 연역추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과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자는 Amsel과 동료들(2005)이 사용하

였던 연역추론 과제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6개 연역추론 문항 모두 대

개념 내용이 특정적인 범주의 동물을 연상시키는 내용(예, 깡충깡충 뛴다, 야

옹거린다, 나무에 산다 등)이었다. 즉 대개념을 특정적인 내용으로 제시하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저조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이중처리이론에 의하면 이분법적인 내용(예, 얼음은 뜨겁다.)과 같은 

특정한 용어의 경우 발견적 처리가 작동하여서(Gauffroy & Barrouillet, 

2009) 논리적인 추론에 이르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에

게 연역추론 대개념을 특정 범주의 동물 특성을 쉽게 연상시키는 특정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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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면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령

 연구자들은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발달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Piaget는 후

기 청소년기가 되어야 형식적 추론이 가능하고 사고가 특정 논리적 조작, 특

히 명제논리(propositional logic) 단계에 이른다고 하였다(Inhelder & 

Piaget, 1958).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경험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가설적 사건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Cognitive 

development, 2010). 그렇지만 유아 대상 연구자들에 의하면, 4-6세 유아도 

반사실적 전제를 다른 별에 있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과장된 목소

리로 제공(Dias & Harris, 1988)하거나 머릿속에 반사실적 전제 내용을 그려

보라는 이미지 지시 맥락에서 과제가 주어지면(Dias & Harris, 1990), 논리

적인 추론이 가능했다. 심지어 2세 유아도 환상의 인물이나 상상을 활용하도

록 지시하면 반사실적 연역추론 문제를 논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Richards & Sanderson, 1999). 이와 같은 맥락에서 Hawkins와 동료들

(1984)은 유아도 적절한 과제조건이 주어지면 반사실적인 전제를 증거로 채

택하여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기초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Paul Harris와 동료들은 일련의 연구들(Dias & Harris, 1988, 1990; Dias et 

al., 2005; Leevers & Harris, 1999, 2000; Harris & Leevers, 2000)에서 

‘4-5세의 어린 유아도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분석적 모드에서 추론할 수 

있다(Harris, 2001)’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는 과제가 상상의 인물에 관한 내용의 전제로 제시되거나

(Hawkins et al., 1984), ‘먼 나라 다른 별’이라는 가상 맥락에서 제시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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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Dias & Harris, 1988, 1990; Dias et al., 2005; Richards & Sanderson, 

1999), 상상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Dias & Harris, 

1988, 1990; Leevers & Harris, 2000; Richards & Sanderson, 1999), 극

적인 요소를 포함한 억양으로 과제를 제시받았을 때(Dias & Harris, 1990; 

Dias et al., 2005) 반사실적 전제가 주어져도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었다. 

Harris(2001)는 특정 맥락에서 유아가 다른 종류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

니고, 실험자의 반사실적인 주장에 대해 유아가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

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유아는 경험적 모드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논리적 수행을 촉진하는 맥락이 주어지면 

분석적 모드에서 그 전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그것을 적용해볼 것을 고려한

다는 것이다.

 초기의 유아 연역추론 연구자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유아가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Hawkins와 동료들(1984)는 4, 5세 

유아에게 복잡성, 내용 및 순서에 따라 삼단논법 문제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특히 banga, pog, godes, daggles와 같은 현실 세계에서 의미가 없는 

새로운 단어를 포함한 경우(환상조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일치조건), 사실

과 불일치하는 경우의 조건(불일치조건)을 만들어서 순서를 달리하여 유아에

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환상조건을 먼저 제시받은 유아들의 추론 수행이 높

게 나타났다. 반면, 불일치조건을 먼저 제시받은 유아들의 추론 수행은 낮게 

나타났다. 즉, 실제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환상조건에서 유아는 연역추론 문제

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Hawkins et al., 1984), 이러한 분석적 모드의 연역추

론 수행은 불일치 조건에까지 전이 되어 유아의 연역추론 수행을 높이는 것으

로 보인다. 

 유아의 연역추론 수행은 과제 제시 맥락이 중요한데, 연역추론 문제를 제시

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의 지시문을 주는지도 유아 연역추론 수행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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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Leevers와 Harris(2000)에 따르면 유아에게 상세한 설명 없이 연역추

론 문제를 제시한 경우보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자.”와 같은 

지시문을 제시하였을 때 4세 유아들의 연역추론 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2-3주 후에 유아의 연역추론 수행을 다시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유

아의 추론 수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밝혔다. Hawkins와 동료들(1984)의 

연구에서와 같이 분석적 모드에서 연역추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유아가 

한 번 알게 되면 연역추론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시되어도 여전히 분석적 

모드에서 응답하였다. 이러한 특정 맥락에서의 유아 연역추론 수행은 Dias와 

동료들(2005), Richards와 Sanderson(1999)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5세 유

아에게 동화구연하듯이 문제를 읽어주면서 “내가 다른 별에 있다고 생각해보

자.”라는 지시문을 제시하면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유아까지도 연역추론 문제

를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Dias et al., 2005). 심지어 2세 어린 유아도 

자신이 다른 별에 있는 것을 상상해보거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는 연습

을 시켰을 때 4세 유아만큼 연역추론 수행을 하였다(Richards & Sanderson, 

1999).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로 볼 때 4-5세 유아들도 적절한 과제 제시 맥락이 

주어지면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과장된 음성으

로 흥미를 끌고, 주의집중을 시키고, 과제를 쉽게 제시한 경우에는 유아도 연

역추론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아들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 결과만으

로는 그것이 심성모형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순차적 단계에 따른 추론

인지, 아니면 이중처리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견적 처리에 취약한 추

론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석적 처리의 발달로 인해 논리적 수행도 발

달하는 양상을 보이는 추론인지 확인해볼 수 없었다. 또한 3세 유아의 추론 

수행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그에 대한 결과에 차이가 있다(김소향·강의정, 

2005; Beck et al., 2009, 2011; Richards & Sanderson, 1999).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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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유아 연역추론 연구의 주 연구대상이 되어 온 4, 5세 유아와 그보

다 어린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제시하여 유아의 추

론능력의 발달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과제 제시 맥락이어도 3, 4, 

5세 유아들은 억제 및 주의전환능력의 발달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각 연령별

로 억제 및 주의전환이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3) 억제

 억제는 지배적이고 자동적 또는 우세한 반응을 억누르는 능력이다(Best, 

Miller, & Jones, 2009). 3세 이후 유아의 억제능력을 측정하는 복잡한 반응 

억제 과제는 작업기억을 포함한 과제이다(Garon, Bryson, & Smith, 2008). 

그 중 낮/밤 과제에서 유아는 달 그림을 보고 자동적으로 ‘밤’이라고 반응하고

자 하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대신 ‘낮’이라고 응답했을 때 억제과제를 성

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된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제규칙

을 기억해야 하고, 유아가 다른 언어적 반응을 하려고 하는 선천적 경향을 억

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낮/밤 과제로 측정된 유아의 억제는 만 3세 후반을 

기점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져서 6-7세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Gerstadt, Hong, & Diamond, 1994). 

 탈맥락화, 즉 신념과 사고를 분리하는 것은 억제 조절과 관련이 있다. 조건추

론 시 내용이 중립적인 경우 아동의 억제능력은 상관이 없었지만, 신념을 포

함한 내용은 억제능력과 관련이 있었다(Handley et al., 2004). 억제와 반사

실적 연역추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인 대상 연구에서 

억제 능력이 저하되는 노년기가 되면 신념 기반 추론 오류가 증가되는 경향

(Klaczynski, Gordon, & Fauth, 1997)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 유아의 경우에



- 25 -

도 반사실적 내용의 과제에 대한 추론 정답을 선택할 때 손가락 대신 화살표

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정답을 반응하기 전에 시간을 더 주어 억제요구를 낮

추면 유아의 추론 수행이 높았다(Beck et al., 2011). 이는 유아도 실제 사실

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추론을 할 때 신념을 억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억제능력과 반사실적 연역추론 연구 검증

은 소수였고(Beck et al., 2011), 이 경우도 단일 연령이 아닌 3-4세, 4-5세

의 혼합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3, 4, 5세 각 연령

별 억제 발달과 반사실적 연역추론 발달의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과제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므로, 

유아의 억제가 각 과제특성별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밝

힐 수 있을 것이다. 

 

4) 주의전환

  주의전환은 하나의 정신 세트(또는 규칙)에서 다른 정신 세트로 주의를 바

꾸는 것을 의미한다(Garon et al., 2008). 주의전환도 억제와 유사하게 우세

한 반응을 억누르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의전환과제에서 우세한 반응

이란 자극과 반응(S-R) 연합 학습을 통해 형성된 임의의 규칙이다. 그리고 임

의로 형성된 두 개의 규칙을 실험자의 요구에 따라 한 개의 규칙은 억제하고, 

나머지 규칙을 적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억제

와 다르다. 따라서 억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세한 반응을 억누르는 과제

만 구성하면 되지만 전환은 과제가 두 단계 이상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방해요인은 무시하고 관련된 특정 자극에 초점을 두고 자극과 반응 간 

연합에 관한 정신 세트를 형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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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른 정신 세트로 전환하는 것이다(Garon et al., 2008). 그리고 세 번

째 단계는 다시 첫 번째 단계에서 형성했던 정신 세트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주의전환 측정을 위해 연구자들은 차원변환 카드분류(dimensional 

change card sort, Frye et al., 1995) 과제를 주로 사용한다. 이 과제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의 모양 카드를 첫 번째 단계에서

는 한 차원(예,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차원(예, 색

깔)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을 때 두 번째 전환 단계에서의 수행 정확성을 측정

하는 것이다. 차원변환 카드분류 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환전 과제와 관

련된 자극-반응 매핑을 억제(행동 억제)하고 그것을 반대되는 전환후 과제와 

관련된 자극-반응 매핑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전환 전 과제와 관련된 차원

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반대로 이전에 무시했던 차원에 초점을 두는 노력, 즉 

주의 억제가 필요하다(Renie, Bull & Diamond, 2004). 따라서 주의전환은 행

동 및 주의를 억제하는 능력과 규칙을 기억하고 수행하는 작업기억을 모두 포

함하는 개념이다. 

 표상유연성은 반사실적 추론과 관련이 있다(Guajardo et al., 2009). 

Guajardo와 동료들(2009)는 유아에게 “어느 날 네가 진흙탕에서 놀았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바닥

에 진흙이 잔뜩 묻었어요.”와 같은 상황을 주었다. 그 다음 유아에게 “만약 부

엌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와 같이 인과추론 

질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과 다른 대안을 찾아내는 추

론은 이 연구자들이 함께 살펴본 표상유연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표상유

연성 과제는 Cartwright(2002)가 고안한 다중 분류 과제인데, 12장의 색깔/

모양 카드를 색깔 또는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하는 과제로 차원변환 카드분류 

과제와 유사하다. 유아의 반사실적 인과추론과 표상유연성이 관련되듯이

(Guajardo et al., 2009),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때에도 반사실적 전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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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추론하기 위해서 주의전환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볼 때, 4-5세 유아는 과장된 음성으로 주

의를 끌고 비현실적인 사실을 상상해보도록 촉진하는 등 특정 상황이 주어지

면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유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

른 비현실적인 내용의 전제가 주어지면 평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

떤 특정 맥락에서는 거짓 전제도 쉽게 받아들여 추론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낯선 단

어가 포함된 전제가 주어졌을 때 연역추론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볼 때, 

유아의 연역추론은 논리적 규칙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추론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처리이론에서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과 달리 추론 시 발견적 처리와 분

석적 처리의 두 경로를 가정하므로 이 이론으로 유아 연역추론의 양상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첫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발달 시점을 확인해보기 위해 

3세, 4세,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둘째, 지금까지 유아 연역추론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추론응답이 단순

히 상상을 통한 응답이 아닌 전제를 고려한 추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만

약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과제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좀 더 쉬운 

1유형에 대한 연역추론 수행이 높게 나타난다면, 유아도 전제를 고려하여 두 

전제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

이며, 심성모형이론의 정순서 추론 입장이 지지될 것이다. 반면, 형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2유형에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중처리이론의 역순서 추론 입장이 지지될 것이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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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역추론 내용을 특정적 또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론 

내용이 특정한 동물의 속성을 지칭하는 용어인 경우 그것이 유아의 배경지식

과 강하게 연합되어 있어 발견적 처리가 빠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

다. 또한 그로 인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특정적 대개념을 선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보이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과 관련

된 추론 내용의 처리는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추론 내용

을 무시하는 억제능력과 필히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추론에 방해

가 되는 요인을 억제한 후 추론에 필요한 요인이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전환도 유아 연역추론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억제와 주의전환

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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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선행 연구 고찰을 근거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

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과제특성 및 연령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과제특성(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연령(3세, 4세, 5세)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2】억제 및 주의전환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가?

 2-1. 억제 및 주의전환은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억제 및 주의전환은 4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억제 및 주의전환은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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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1) 반사실적 연역추론

 반사실적 연역추론(counterfactual reasoning)이란, 경험적으로 거짓인 전제

로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Beck et al, 2009). 

 이 정의를 받아들여 이 연구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이란 경험적으로 거짓인 

두 전제 간의 관계를 통합하여 도출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선

택하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과제특성

 연역추론의 한 종류인 삼단논법에서 각 전제에서 차지하는 중개념의 위치에 

따라 유형(형상; figure)이 결정된다. 유형은 ‘AB-BC’, ‘BA-CB’, ‘AB-CB’, 

‘BA-BC’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조명한, 1989; Johnson-Laird & Bara, 

1984). 삼단논법 연역추론에서 대개념(major term)은 대전제와 결론의 술어

를 의미한다(Syllogism, 2010). 특정적 대개념이란 특정한 범주의 동물의 속

성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말한다(Amsel et al., 2005). 

 이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는 삼단논법 가운데 ‘AB-BC’와 ‘BA-CB’ 유형을 

각각 1유형, 2유형으로 구분하고 1유형은 ‘A는 B이다. B는 C이다.’, 2유형은 

‘B는 A다. C는 B이다.’라고 문장의 형태로 나타낸다. 또한 대개념의 내용을 

특정적 또는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특정적인 내용이란 특정한 동물이나 그 동

물의 행동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용어(예, ‘깡충깡충 뛴다’는 토끼를 연상시키

는 용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반면 일반적인 내용이란 특정 동물을 연

상시키지 않고  사람이나 의인화된 동물의 포괄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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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스케이트를 탄다’는 일반 행동을 연상시키는 용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

한다.

 위와 같이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측정하는 삼단논법 과제를 유형 및 내용에 

따라 조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과제특성을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

형-특정적, 2유형-일반적으로 구분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유형-특정적

인 과제는 ‘AB-BC’ 1유형이면서 대개념 내용 C가 특정적이다(예, 타미는 물

고기이다. 모든 물고기는 나무에 산다.). 1유형-일반적인 과제는 ‘AB-BC’ 1

유형이면서 대개념 내용 C가 일반적이다(예, 주주는 토끼이다. 모든 토끼는 

자전거를 탄다.). 2유형-특정적인 과제는 ‘BA-CB’ 2유형이면서 대개념 내용 

A가 특정적이다(예, 모든 새는 물에 산다. 미타는 새이다.). 2유형-일반적인 

과제는 ‘BA-CB’ 2유형이면서 대개념 내용 A가 일반적이다(예, 모든 거북은 

스케이트를 탄다. 샤샤는 거북이다.).   

3) 억제

 억제(inhibition)는 지배적이고 자동적 또는 선천적으로 형성된 우세한 반응

을 억누르는 능력이다(Best et al., 2009).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제시된 카드의 실제 이름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

누르고, 과제 수행 규칙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새로운 단어를 명명하는 것을 억

제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4) 주의전환

 주의전환(attentional shift)은 실험 상황에서 자극-반응 연합 학습을 통해 임

의로 형성한 우세한 반응을 과제목적에 따라 억누르고 반대되는 다른 차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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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여 다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처리이다(Garon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주의전환을 임의로 학습한 과제 규칙에 따르고자 하는 욕구를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억누르고 반대되는 다른 과제 규칙으로 전환하여 과제

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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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성별

합계
남아 여아

3세 55 56 111

4세 60 60 120

5세 60 60 120

전체 175 176 351

<표 Ⅳ-1> 연구대상

Ⅳ. 연구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 

및 절차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아래

와 같이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

석하였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억제 및 주의전환을 살펴보기 위해 울

산의 중류층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14 곳을 선정하여 3세(평균 42

개월) 111명, 4세(평균 54개월) 120명, 5세(평균 64개월) 120명, 총 351명의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연구 목적에 

맞게 과제특성에 따라 구성하고, 억제는 낮/밤 과제, 주의전환은 차원변환 카

드분류과제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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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내용

특정적 일반적

과

제

유

형

2)

1유형

AB-BC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전

제

타미는(A) 물고기이다(B).

모든 물고기는(B) 나무에 산다(C). 

주주는(A) 토끼이다(B).

모든 토끼는(B) 자전거를 탄다(C).

결

론
타미는(A) 나무에 산다(C). 주주는(A) 자전거를 탄다(C).

2유형

BA-CB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전 

제

모든 새는(B) 물에 산다(A). 

미타는(C) 새이다(B). 

모든 거북은(B) 스케이트를 탄다(A).

샤샤는(C) 거북이다(B).

결

론
미타는(C) 물에 산다(A). 샤샤는(C) 스케이트를 탄다(A).

<표 Ⅳ-2> 과제특성에 따른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1)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과제특성에 따라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를 <표 Ⅳ-2>와 같은 범주로 구성하였다. 과제특성은 유형 및 내용에 따라 1

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문제 각 2개씩으로 

총 8개의 문제로 구성하였다(4 범주×2 문항=8). 모든 과제는 긍정형

(affirmative)이며, 추론 대상은 ‘물고기’와 같은 대명사가 아닌 ‘타미’와 같은 

고유명사를 이용하여 개별적(particular)인 존재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적 

내용의 대개념이 포함된 연역추론 과제는 Amsel과 동료들(2005)이 두 번째 

실험에서 사용한 6개 문제 가운데 1차 예비조사에서 ‘칠면조가 거미줄을 만든

2) 1유형 및 2유형은 중개념(B)의 위치에 따른 논리적 구조의 차이를 의미한다. 각 문자(예, A, B, C)는 

과제 내용(예, 타미, 물고기, 나무에 산다)과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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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코끼리가 스으 소리를 내고 딸랑딸랑거린다.’는 내용의 2개 문항을 제

외하고 나머지 4개 문항으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두 문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먼저 칠면조 문제의 경우 칠면조가 우리나라 유아에게 친

숙하지 않은 동물이기도 하고 대개념에서 거미의 특성을 묘사한 부분은 영어

로는 "makes web."이지만 우리말로는 ‘거미’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포함한 

‘거미줄’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두 번째로, 코끼리 문제

에서 사용된 대개념에서 뱀의 소리는 일반적으로 유아에게 친숙하지 않아 뱀

을 연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제외하였다. 먼저 ‘물고기-나무에 산다’, ‘개-야

옹거린다’, ‘기린-깡총거린다’, ‘소-꿀을 만든다’는 내용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들의 실제 특성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 

질문(예, "개는 무슨 소리를 내지요?")을 하였는데 기린과 소의 경우 유아가 

동물의 특성을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린은 어떻게 걸어?"라는 질

문에 대답을 하기 어려워하는 유아가 다소 있었고, "젖소는 무엇을 만들어?"

라는 질문은 영문식이어서 한국어와 달라 유아에게 부연설명이 필요했다. 따

라서 최종적으로 기린과 젖소 문제를 제외하고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

제에서 특정적인 내용은 ‘물고기-나무에 산다’와 ‘개-야옹거린다’의 내용으로 

선정하고 이 내용과 유사하게 ‘새-물에 산다’와 ‘고양이-멍멍거린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추론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대개념이 일반적인 경우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 중에 ‘자전거를 탄다’, ‘스케이트를 탄다’(Richards & Sanderson, 

1999), ‘피자를 먹는다’(Beck et al., 2009)를 과제로 사용하고 ‘소세지를 먹

는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구성하였다. 이러한 추론 내용의 구분이 유

아가 인지하기에 특정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으로 구분되는지, 그 내용이 타당

한지 알아보기 위해 4세 유아 2명, 5세 유아 4명을 대상으로 대개념 용어를 

제시하고 무엇이 연상되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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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도입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 줄거에요. oo이 

이야기 좋아해요? 이것은 상상의 동물에 대한 이야

기라서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

이 해주는 모든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라면 어떨지 

잘 생각해보세요 ”

“자, 시작해볼까요? 원래 양은 무슨 색깔이지요?”

Hawkins et al. (1984)

이미지 

연습

“그런데 만약에 모든 양은 보라색이에요. 선생님이 

모든 양은 보라색이라고 했지요? 눈을 감고 보라색 

양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제 머릿속의 양은 무슨 색깔이지요?”

Leevers & 

Harris(2000)

과제 

규칙 

설명

“잘했어요.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원래 양은 하얀

색이지만, 선생님이 ‘모든 양은 보라색이다.’ 라고 

말해주면, OO이 생각속에 보라색 양을 생각하는거

에요.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다른 동물의 이야기

를 보라색 양처럼 해줄게요. 곰곰이 잘 생각하고 00

이 생각을 말해주세요.”

연구자

<표 Ⅳ-3>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수행을 위한 지시문 

무에 산다’, ‘야옹거린다’는 ‘새’ 또는 ‘고양이’와 같은 특정 동물이 연상된다고 

응답한 유아가 많았으나 일반적인 내용의 대개념에 대해서는 ‘사람’, ‘입’, ‘맛

있겠다’ 등 유아들이 특정한 범주의 용어를 공통적으로 연상한 경우가 드물었

다. 물론 일반적 대개념을 제시하였을 때 5세 유아들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연상한 유아들이 있었으나, 4세 유아는 특정적인 내용을 제시받았을 

때에 비해 일반적 대개념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연상하는 단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정한 특정적 또는 일반적 대개념으로 구성된 추론 내용

은 유아들이 인지하기에 서로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

정된 추론 내용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는 아동학 전문가 4인

과 발달심리 전문가 1인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지시문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Beck et al., 2009, 2011; Dias et 

al., 2005; Hawkins et al., 1984; Leevers & Harris, 2000; Rich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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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erson, 1999)된 상상을 하거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를 상상해보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

는 개를 상상해 보자.”(Beck et al, 2009; Richards & Sanderson, 1999), 

“이야기가 조금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

자.”(Beck et al., 2011; Hawkins et al., 1984; Leevers & Harris, 2000), 

“우리가 다른 별에 있는 척 해 보자. 이 별에는 모든 고양이가 짖는다고 해

요.”(Dias et al., 2005; Richards & Sanderson, 1999)와 같은 지시문을 제

시한 후 유아에게 연역추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 Ⅳ-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제시하는 지시문은 Hawkins와 동료

들(1984)와 Leevers와 Harris(2000)의 상상 지시문을 사용하고 명확한 이해

를 위해 연역추론 과제 수행을 위한 규칙을 다시 한 번 유아에게 설명해주었

다(<표 Ⅳ-3>에서 밑줄 친 부분). 그리고 Richards와 Sanderson(1999)와 같

이 전제들이 우주별에서 일어난 경우라고 가정하는 문장(<표 Ⅳ-3>에서 밑줄 

친 부분)을 연역추론 과제를 제시하기 바로 전에 한 번 더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표 Ⅳ-4>에 제시한 바와 같은 순서로 유아에게 반사실적 연역추

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각 유아에게 사실 확인 질문(예, “물고기는 어디

에 살지?”)을 하였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줄게. 저 멀리 우

주의 별에 가면...”이라고 이야기해준 후(<표 Ⅳ-4>에서 밑줄 친 부분), 연역

추론을 위한 전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타미라는 물고기가 있어. 거기선 모든 

물고기가 나무에 산대.”라고 제시하였다. 그 다음 “타미는 나무에 살까? 물에 

살까?”라고 선택형 질문을 하였다. 이야기 제시 순서는 1유형-특정적, 1유형-

일반적,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또는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1유

형-특정적, 1유형-일반적인 순서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유아에게 제시하고, 

결론 질문 시 홀수 문제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고, 짝수 문제는 정답을 나중에 

제시하여 제시 순서에 따른 유아의 반응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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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역추론 과제의 점수화는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성공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응답을 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 유아는 

총 0-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과제특성에 따라 1유형-특정적, 1유형-일

반적,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문제, 각각 0-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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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도입 사실확인질문 환기 전제제시 추론 질문

1
어떤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야. 
물고기는 어디에 살지?

선생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줄게. 

저 멀리 

우주의 별에 

가면...

타미라는 물고기가 있어.

거기선 모든 물고기가 나무에 산대. 

타미는 나무에 살까? 

물에 살까?

2 어떤 개에 대한 이야기야. 개는 무슨 소리를 내지?
마크라는 개가 있어.

거기선 모든 개가 야옹거린대.

마크는 멍멍거릴까? 

야옹거릴까?

3
어떤 토끼에 대한 

이야기야.
토끼는 어떻게 다니지?

주주라는 토끼가 있어.

거기선 모든 토끼가 자전거를 탄대.

주주는 자전거를 탈까? 

깡충깡충 뛸까?

4 어떤 말에 대한 이야기야. 말은 무엇을 먹지?
하시라는 말이 있어.

거기선 모든 말이 피자를 먹는대.

하시는 당근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5 어떤 새에 대한 이야기야. 새는 어디에 살지?
모든 새가 물에 산대. 

거기 미타라는 새가 있어.

미타는 물에 살까? 

나무에 살까?

6
어떤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야.

고양이는 무슨 소리를 

내지?
모든 고양이가 멍멍거린대. 

거기 키미라는 고양이가 있어.

키미는 야옹거릴까? 

멍멍거릴까?

7
어떤 거북에 대한 

이야기야.
거북은 어떻게 다니지?

모든 거북이 스케이트를 탄대.

거기 샤샤라는 거북이 있어.

샤샤는 스케이트를 탈까?

엉금엉금 길까?

8
어떤 기린에 대한 

이야기야.
기린은 무엇을 먹지?

모든 기린이 소세지를 먹는대.

거기 바비라는 기린이 있어.

바비는 풀을 먹을까? 

소세지를 먹을까?

<표 Ⅳ-4>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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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제 과제

 이 연구에서 유아의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낮/밤 과제를 사용하였다. 낮/

밤 과제는 Gerstadt와 동료들(1994)이 성인 연구의 Stroop 과제를 응용하

여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었다. 낮/밤 과제는 성인 과제와 달리 억제 

뿐 아니라 해당카드의 정확한 이름을 회상해야 하는 기억 요인도 관련이 

있다(Gerstadt et al., 1994). 본래 낮/밤 과제는 2장의 연습카드와 16장

의 실험 카드로 구성되고, 카드 크기는 13.5㎝×10㎝이다. 

 이 연구에서는 Gerstadt와 동료들(1994)의 도구를 파워포인트 템플릿에 

옮겨, 유아에게 노트북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하였다. 각 카드가 컴퓨터 화

면에 나타날 때마다 “클릭”하는 소리가 나게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

이로 연구자가 카드를 한 장씩 제시할 때보다 유아에게 카드가 정확하게 

제시된 시점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이로 된 카드를 제시하면, 다음 

유아를 검사할 때 카드 순서를 역으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는데,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하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달 그림과 해 그림을 사용하여 <그림 Ⅳ-1>에서와 같이 홀

수 카드에는 빨간색 테두리, 짝수 카드에는 파란색 테두리를 그리고, 각 

카드별로 제시되는 위치를 좌우로 변동을 주어 새로운 카드가 제시되는 것

을 유아가 지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Ⅳ-1> 낮/밤 과제 제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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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연구자는 유아에게 달 카드 화면

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지요?”라고 물은 후 유아가 “달이요.”이라고 대답

하면, “그래, 달이지. 달은 낮에 떠요? 밤에 떠요”라고 묻는다. 유아가 “밤

에요.”라고 대답하면, 연구자는 “그래. 원래 달은 밤에 뜨지요? 그런데 우

리는 반대로 말하기 게임을 할 거에요. 그래서 이 카드(달 그림)를 보면 낮

이라고 말하는거야. 해볼까?”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낮”이

라고 말해보도록 지시하였다. 다음으로 해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 카드를 

보면 밤이라고 말하는거야.”라고 설명한 후 유아에게 “밤”이라고 말해보도

록 하였다. 낮/밤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3세 유아의 경우 ‘낮’ 대신 ‘해’, 

‘밤’ 대신 ‘달’로 말하도록 하였다. 유아가 두 개의 연습을 통과하면, “그럼 

더 해보자.”라고 한 후 두 개의 연습문제를 다시 한 번 제시하였다. 즉,  

달 그림 연습 카드를 제시하고 유아가 “낮”이라고 말하면 격려한 후 해 그

림 연습카드 화면(해 그림)을 보여주었다. 유아가 두 번째도 성공하면 “그

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라고 말한 후 실험카드 16장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16장의 실험카드는 컴퓨터 화면으로 “낮밤밤낮밤낮낮밤밤낮밤

낮낮밤낮밤” 순서로 제시하였다. 유아가 실험자의 지시에 맞게 정답을 한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유아는 총 0에서 16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3) 주의전환 과제

 Frye와 동료들(1995)은 차원변환 카드분류(Dimensional Change Card 

Sort) 과제를 고안하여 유아가 두 개의 규칙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규칙 간에 전환을 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 DCCS과

제를 사용하였다. 단, 과제 자료는 <그림 Ⅳ-2>에서와 같이 10㎝×7㎝ 크

기로 된 두 장의 목표 카드(파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세모)가 붙어 있는 

25㎝×16㎝×6㎝ 크기의 분류 바구니와 두 종류의 자극 카드(파란색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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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동그라미) 30장을 사용하였다. 

<그림 Ⅳ-2> 차원변환 분류과제 목표카드 및 자극카드

 <표 Ⅳ-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Frye와 동료들(1995)의 

연구방법과 다르게 변경하였다. 먼저, 검사 진행의 편의상 이 연구에서는 

각 분류 바구니에 빨간색 세모 카드와 파란색 동그라미 카드를 부착하여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자극카드 제시 순서를 미리 정하여 카드 세트

를 만들어서 검사 진행을 수월하게 하였다. Frye와 동료들(1995)은 만 3

세부터 만 5세 까지 어린 유아를 포함한 연구를 하였기에 훈련단계를 2회 

실시한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5장의 카드를 연속해서 하나

의 규칙으로 분류하는데 성공할 때까지 훈련을 하였다. 예비조사 실시한 

결과 4세 유아 대부분이 거의 오류 없이 훈련단계를 통과하였지만 3세 유

아의 경우 대체로 과제규칙 오류를 보였다. 따라서 과제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3세 유아의 경우 훈련단계를 한 번 더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Frye

와 동료들(1995)의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자극카드의 앞면이 보이게 제시

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유아도 카드의 색

깔이나 모양 명칭을 말하면서 실시하면 차원 전환이 가능하고, 반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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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rye와 동료들(1995) 본 연구자 변경 이유

자료

제시

법

바구니를 놓은 후, 목표 

카드를 붙임

각 분류 상자에 목표 카

드를 부착된 상태로 제

시함

검사 진행의 수월성

제시

순서

같은 종류의 자극카드는 

2회 이상 연속 제시하지 

않음

앞 연구자와 동일한 원

칙을 적용하여 카드제시 

순서를 고정하여 미리 

준비함

검사 진행의 수월성

단계

시행

훈련단계, 즉 전환전단계

를 1회 시행한 후 마음

이해과제 시행하였고 그 

다음 2회차 훈련단계를 

실시하였음

훈련단계는 유아가 5장

의 자극카드 분류를 성

공할 때까지 실시함, 단

계 전후에 기타 다른 과

제 혼합하지 않음

예비조사 결과 훈련단계

는 대다수 유아가 통과

하였음. 과제 혼합에 따

른 전환과제 수행 영향

이 우려되어서 DCCS 한 

과제만 연속 시행함.

제시

조건

자극카드의 앞면이 보이

는 상태인지 여부가 모

호함

전환단계 1, 2는 자극카

드의 앞면이 아래로 향

하게 하여 보이지 않도

록 제시하고, 전환단계 

3, 4는 자극카드 앞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보이

도록 제시함. 

자극카드 앞면이 보이게 

하는 것은 억제요구를 

증가시키므로(Kirkham 

et al., 2003), 자극카드 

앞면 제시 여부에 따른 

조건을 설정하여 분석하

고자 함.

혼합 마지막 혼합 게임에서 

자극 카드를 4개 제시함

다른 전환단계와 동일하

게 5개 제시함

분석 편의상

<표 Ⅳ-5> 차원변환 분류과제 시행 방법 비교

앞면이 보이게 하면 억제 요구가 증가되므로 만 4세 유아도 수행률이 떨

어진다는 Kirkham, Cruess와 Diamond(2003)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자

극카드의 제시방법을 수정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자극카드 앞면이 보

이지 않도록 하는 제시조건의 전환단계 1과 2는 유아에게 자극 카드를 분

류할 때 해당 카드의 앞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도록 지시하였다. 반면 자극

카드 앞면이 보이는 전환단계 3과 4에서는 이전에 분류했던 자극카드의 

앞면을 위로 향하게 놓아둔 채 검사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는 전환단계 내에서 분류 규칙을 자극카드를 제시할 때마다 바꾸어 제시하

는 마지막 단계(전환단계 5)에서 Frye와 동료들(1995)과 달리 5개의 카드

를 제시하였다. 이는 다른 전환단계와 동일한 수의 자극카드를 제시하여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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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표 Ⅳ-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차원변환 카드분류 과제

를 실시하였다. 처음에 연구자는 파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세모가 부착

되어 있는 분류 상자를 제시하면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세모

를 붙인 상자가 있어.”라고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전환전 자극-반응 연합

을 학습하는 단계로 한 차원(예, 색깔)에 따른 분류 방법을 소개하였다. 

Frye와 동료들(1995)의 연구에서와 같이 적어도 세 번 분류 규칙을 알렸

다. 연구자는 “이제부터 게임을 해요. 이것은 색깔 게임이에요. 색깔 게임

이랑 모양 게임은 다른 것이어요. 색깔 게임에서는 모든 파란색을 이 쪽

(파란색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에 올려놓고, 

모든 빨간색은 이 쪽(빨간색 세모가 붙어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서)에 올려 놓는거에요. 빨간색은 이 쪽에 놓지 않아요. 모든 빨간색은 여

기에 놓고 파란색은 여기에 올려 놓는거에요. 이건 색깔 게임이에요.”라고 

규칙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이건 파란색이니까 여기에, 이건 빨간색이

니까 여기에 놓는거에요. 우선은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놓아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2장의 자극카드(파란색 세모, 빨간색 동그라미)를 분류하는 시범

을 보여주었다. 전환전 단계에서 유아는 5장의 자극카드를 분류하였다. 자

극카드 한 장을 제시할 때마다 “지금은 색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빨간

색은 어디에 넣을까요?”라고 관련 규칙을 명시적으로 얘기해주었다. 유아

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예, 성공하면 “잘했어요.”, 실패하면 “빨간색 카드

는 어디에 넣지요? 다시 해볼까요?”)을 주었다. 자극카드는 <표 Ⅳ-6>에 

제시된 순서대로 제시하되, 대상 유아에게 색깔 규칙 또는 모양 규칙 가운

데 하나로 시작하는 과제를 랜덤으로 제시하였다. 유아가 전환전 단계의 

분류를 연속해서 5회 성공하면 전환단계를 이행하였다. 실험자는 “이제 우

리 색깔(모양) 게임은 그만하고, 모양(색깔) 게임을 해요. 이번에는 모든 

세모 모양(빨간색 색깔)을 여기에, 동그라미 모양(파란색 색깔)을 여기에 

올려놓는 거에요. 잘 생각하면서 놓아야 해요.”라고 말했다. 전환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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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전환전단계 전환단계1 전환단계2 전환단계3 전환단계4 전환단계 5

게임

종류
색깔게임 모양게임 색깔게임 모양게임 색깔게임 규칙 혼합

제시

조건
자극카드 안 보임 자극카드 보임

제시

순서
●△△●△ △●△△● △●△●△ △●△△● △●△△● ●△△●●

점수화 해당없음 

두 단계 모두 4회 이상 

성공하면 전환성공

두 단계 모두 4회 이상 

성공하면 전환성공

4회 이상 

성공하면 

전환성공

1점 1점 1점

<표 Ⅳ-6> 차원변환 분류과제 시행 방법 및 점수화

는 유아에게 피드백을 주지 않고 바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자극 카드 5장

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자극카드 한 장을 제공할 때마다 “우리 이제 모

양(색깔) 게임을 하고 있지요? 그럼 세모(빨간색)는 어디에 넣지요?”라고 

새로운 규칙을 명시적으로 말해주었다. 전환단계 1과 2에서는 유아가 자극

카드를 분류할 때 자극카드 앞면이 아래로 향하여 자극이 보이지 않게 올

려놓도록 지시하였다. 만약 유아가 자극카드 앞면이 위로 놓았을 때에는 

다음 카드를 제시하기 전에 연구자가 이전 카드를 뒤집어 놓았다. 전환단

계 3부터는 자극카드의 앞면이 위로 향하게 놓도록 지시한 후, 계속해서 

과제를 실시하였다. 

  

<표 Ⅳ-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전환 점수는 Frye와 동료들(1995)

의 채점 방법을 참고하여 자극카드가 안 보이는 제시조건인 전환단계 1과 

2에서 모두 4회 이상 규칙에 따른 카드분류 성공하면 1점, 자극카드가 보

이는 제시조건인 전환단계 3과 4에서 모두 4회 이상 규칙에 따른 카드분

류를 하면 1점, 전환단계 5에서 5회 중 4회 이상 규칙에 따른 카드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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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1점을 부여하였다. 전환점수 범위는 0-3점이다. 

3. 연구절차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억제 및 주의전환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구 

도구 및 설계를 구성하기 위해 예비실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구

도구 및 연구 설계를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1) 예비실험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구 도구를 구성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 연구 설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예

비실험을 실시하였다. 1차 예비실험에서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낮/밤 

과제, 차원변환 카드분류 과제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3세 유아 3명, 4

세 유아 6명과 5세 유아 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반사실적 연

역추론 과제의 경우 지시문 제시 방법에 있어서 추가 수정이 필요했다. 처

음에는 유아에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연습을 시킨 후, 별도의 지시

문 없이 바로 연역추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유아들은 ‘보

라색 양’을 상상해보는 지시문이 반사실적 전제에 대해 추론하는 것을 돕

기 위한 연구자의 의도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지시

문을 제시하고 이미지 연습을 한 후 유아에게 다시 한 번 연역추론 규칙을 

상세히 설명하고(예, “다른 동물 이야기를 보라색 양 이야기처럼 해줄

게.”), 사실확인 질문과 연역추론 과제 사이에 “선생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 

줄게. 저 멀리 우주 별에 가면...”이라고 연역추론의 규칙을 좀 더 명시적

으로 알려주었다. 이는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오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사실적 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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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결론에 대한 질문을 “타미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와 같은 개방형 질

문과 “타미는 멍멍거릴까요? 야옹거릴까요?”와 같은 폐쇄형 질문으로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질문 형식에 따른 유아 응답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므

로, 이 연구에서는 폐쇄형 질문으로 묻기로 결정하였다. 반사실적 연역추

론 수행 시간은 약 8분으로 유아가 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라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억제 과제의 경우 노트북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하였는데, 한 

유아당 약 2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었다. 연습문제 수행 시 3

세 유아는 4-5세 유아보다 규칙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본실험을 실시할 때에는 3세 유아는 충분히 규칙을 파악할 때까지 연습문

제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원변환 카드분류 과제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수정이 필요했다. 첫째, 2차 예비실험 시에 음성녹음을 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비디오 촬영을 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녹음 자료만으로 

정확하게 유아의 반응을 표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실험에서

는 분류 상자를 초점으로 하여 유아가 분류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였

다. 두 번째, 자극카드를 제시하는 순서를 고정할 필요가 있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과제인데, 그 때마다 연구자가 자극카드를 연속으로 2장이 제시

되지 않도록 임의로 제시하기 번거로운 점이 있고, 유아 간에 자극 카드를 

다르게 제시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앞서 연구 도구 설명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극카드 제시 순서

를 미리 고정하여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차원변환 카드분류 과제 수행은 

한 유아당 약 3분 정도 소요되었다. 

 2차 예비실험은 본실험을 위한 과제로 적합한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

하여 수정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억제 과제, 차원변환 카드분류과제

를 가지고 3세 유아 6명, 4세 유아 5명과 5세 유아 2명씩 실시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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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추론 과제 이야기 제시 순서를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특

정적, 2유형-일반적과 같은 차례로 제시하였는데, 1유형 다음으로 2유형이 

오는 고정된 순서로 인해 유아의 연역추론 응답에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

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실험에서는 네 개의 범주를 1유형-특정적, 1유

형-일반적,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또는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

적,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순서로 하여 이 중 하나를 유아에게 제시

하였다. 낮/밤 과제의 경우, 자료 코딩을 위해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마지

막으로 차원변환 카드분류 과제는 카드 앞면이 보이지 않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유아에게 카드를 투입구에 넣도록 지시하였는데,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본실험에서는 카드 앞면이 보이지 않

게 자극카드를 뒤집어 놓도록 지시하였다. 

 

2) 본실험

 본실험은 울산의 중류층 지역의 유치원 5곳과 어린이집 9곳, 총 14곳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일대일로 실시되었

다. 본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유아의 부모에게 지면 혹은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연구 내용을 밝히고 부모 중 불참 의사를 통보하거나 동의서를 제

출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연령별로 20명

에게 6가지의 과제제시 순서(억제-연역추론-주의전환, 억제-주의전환-연

역추론, 연역추론-억제-주의전환, 연역추론-주의전환-억제, 주의전환-연역

추론-억제, 주의전환-억제-연역추론)에 따라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 수

행에 걸린 총 소요 시간은 약 13분이었다. 모든 실험은 비디오 촬영하여 

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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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단일표본 t검증, 반복측정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으로 통계분석하였다. 먼저 반사실

적 연역추론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우연수준과의 차이 검증을 하기 위해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과제

특성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제특성(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을 개체 내 요인으로, 연령(3세, 4세, 5세)을 개체 간 요인으로 하여 반복

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제특성 개체 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연령 개체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억제, 주의전환과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억제 및 주의전환

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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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위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선정된 연구문제를 토대로 과제특성에 따른 3, 

4,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억제 및 주의전환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과제특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1) 과제특성과 연령별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전반적 경향

 과제특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

펴보면, <표 Ⅴ-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먼저 과제특성별로 살펴보면, 1유

형-특정적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는 1.18점(SD=.80), 1유

형-일반적인 경우 1.34점(SD=.81), 2유형-특정적인 경우 1.18점(SD=.82), 

2유형-일반적인 경우 1.49점(SD=.76)으로,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적인 경

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가장 높았고 1유형-특정적 또는 2유

형-특정적인 경우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 유아는 

3.77점(SD=2.33), 4세 유아는 5.65점(SD=2.47), 5세 유아는 6.05점

(SD=2.46)으로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가장 낮았고 5세 유

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과제특성에 따른 3, 4,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과제특성이 1유형-특정적인 

경우 3세 유아는 .77점(SD=.75), 4세 유아는 1.34점(SD=.74), 5세 유아는 

1.41점(SD=.77), 1유형-일반적인 경우 3세 유아는 .98점(SD=.77), 4세 유

아는 1.48점(SD=.80), 5세 유아는 1.53점(SD=.75), 2유형-특정적인 경우 

3세 유아는 .78점(SD=.77), 4세 유아는 1.27점(SD=.79), 5세 유아는 1.46

점(SD=.77), 2유형-일반적인 경우 3세 유아는 1.23점(SD=.81), 4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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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특성 연령
반사실적 연역추론 전체

M(SD)M(SD) t

1유형-특정적

3세(n=111) 0.77(0.75)  -3.29 **

1.18(0.80)4세(n=120) 1.34(0.74) 5.07   ***

5세(n=120) 1.41(0.77) 5.79   ***

1유형-일반적

3세(n=111) 0.98(0.77)   -.25

1.34(0.81)4세(n=120) 1.48(0.80)   6.51 ***

5세(n=120) 1.53(0.74) 7.73   ***

2유형-특정적

3세(n=111) 0.78(0.77) -2.97 **

1.18(0.82)4세(n=120) 1.27(0.79) 3.72   ***

5세(n=120) 1.46(0.77) 6.56   ***

2유형-일반적

3세(n=111) 1.23(0.81) 3.05   **

1.49(0.76)4세(n=120) 1.57(0.72) 8.64   ***

5세(n=120) 1.66(0.68) 10.61  ***

전체

3세(n=111) 3.77(2.33)  -1.06

5.19(2.61)4세(n=120) 5.65(2.47)   7.32 ***

5세(n=120) 6.05(2.46)   9.12 ***

** p<.01, *** p<.001

<표 Ⅴ-1> 과제특성 및 연령별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전반적 경향 및 우

연수준과의 단일표본 t검증(N=351)

는 1.57점(SD=.72), 5세 유아는 1.66점(SD=.68)이었다. 따라서 과제특성

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전반적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우연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Ⅴ-1>에 제시한 바와 같이 4세 및 

5세 유아는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점수에서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1). 반면에 3세 유아의 경우 반사실적 연역추론 총점은 

우연수준과 차이가 없었지만, 2유형-일반적인 경우(t=3.05, df=1, 110, 

p<.01)에는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4-5세 

유아는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가능하지만 3세 유아의 

경우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에만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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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먼저 4, 5세 유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4, 

5세 유아도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김소향·강의정, 2005; 

Amsel et al., 2005; Dias et al., 2005; Hawkins et al., 1984; Leevers 

& Harris, 2000; Rishards & Sanderson, 1999)와 일치한다. 즉, 지금까

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 유아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내용이 주어져도 상상의 인물에 관한 내용의 전제를 제시하거

나(Hawkins et al., 1984), 가상의 맥락에서 제시하거나 상상을 이용하라

는 지시문을 받아서(Dias & Harris, 1988, 1990; Dias et al., 2005; 

Richards & Sanderson, 1999) 추론을 하도록 하면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대체로 논리적인 응답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제시 방법을 이용하여 먼저 유아에게 사실지식과 다른 내용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연습을 시켰고, 다음으로 우주별이라는 가상 맥락에서 추론 

과제를 수행하도록 촉진하였기 때문에 4-5세의 어린 유아들도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시한 원윤선과 최경숙(2001)의 연구에서 5세 유아는 4점 만점 

중 1.25점의 낮은 수행을 보여서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들

이 사용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4문항 가운데 2문항은 ‘짜지 않다’, ‘날

개가 없다’와 같이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성인 연구에서 연역추론 과

제에 부정어를 첨가하면 추론 수행 속도가 늦춰지는 것을 참고해 볼 때

(Strupple & Waterhouse, 2009), 원윤선과 최경숙(2001)에서도 과제에 

포함된 부정어로 인해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에 관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

과를 과제특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해석을 할 수 있다. 김소향과 강의

정(2005)은 유아에게 1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여 3세 유아의 경우 2

점 만점 가운데 1.40점, Richards와 Sanderson(1999)의 경우 유아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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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특정적 과제 3문항과 2유형-일반적 과제 3문항을 제시하여서 3세 

유아의 경우 6점 만점 가운데 3.9점을 받았다. Beck과 동료들(2009)은 2

유형-일반적 과제 4문항을 제시하여 3세 유아 33명이 0-1점, 22명이 2

점, 36명이 3-4점을 받았다. 이를 평균점수로 환산하면 2.05점이다. Beck

과 동료들(2011)의 다른 연구에서는 2유형-일반적 과제 1문항과 2유형-

특정적 과제 1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3세 유아의 경우 2점 만점 가

운데 0.60점(손가락으로 정답을 가리키는 조건), 1.11점(화살표를 사용하

여 정답을 가리키는 조건)이었다. 이 경우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은 p=.052 정도로 유의확률이 경계선 상이었다(Beck et al.,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3세 유아가 2유형

-일반적 과제에서 우연수준 이상으로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수행했다는 결

과는 Richards와 Sanderson(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2유형-

일반적 과제만 사용한 Beck과 동료들(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3세 유아

의 점수가 4점 중 2.05점으로 2점 이상이어서 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3세 유아도 우연수준 정도로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

다. 마찬가지로 1유형-일반적 과제만 사용한 김소향과 강의정(2005)의 연

구에서도 3세 유아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므로, 

이 연구에서 1유형-일반적 과제에서 3세 유아의 점수가 .98점으로 우연수

준인 1.00점에 근접한 점수라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다. 3세 유아를 대상으로 2유형-특정적 과제를 일부 제시했던 Beck과 동

료들(2011)에서 점수가 우연수준 이하였던 것은 이 연구에서 2유형-특정

적 과제가 제시되면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우연수준 이하

였다는 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3세 유아도 반사실

적 연역추론을 ‘할 수 있다’(김소향·강의정, 2005; Beck et al., 2009; 

Richards & Sanderson, 1999)와 ‘할 수 없다’(Beck et al., 2011)로 연구 

결과가 불일치했던 것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세부적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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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

험

자

내

과제특성 23.98 2.91 8.25 28.63 ***

과제특성*연령 3.12 5.82 0.54 1.86

오차 291.42 1012.07 0.29

피

험

자

간

연령 21.21 2 10.60 28.90 ***

오차 127.68 348 0.37

*** p<.001

<표 Ⅴ-2> 과제특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반복측정변량 분석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3세 유아는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제특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차이

 과제특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의 차이를 반복측

정변량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표 Ⅴ-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제특성

(F=28.63, df=2.91, 1012.07, p<.001)3)과 연령(F=28.90, df=2, 348, 

p<.0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Ⅴ-1>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3) Mauchly의 구형성 검정 결과 Mauchly's W가 .95(p<.01)으로 구형성 검정 가정에 위배되므로 이

를 수정한 Greehouse-Geisser검정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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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표 Ⅴ-3>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와 

1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p<.001), 1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시

하였을 때와 2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p<.001), 1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와 2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p<.001), 1

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와 2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p<.001), 2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와 2유형-일반적 과제를 제

시하였을 때(p<.001)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과제특성

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 1유형-일반적인 경우가 그 다음

으로 높았고, 1유형-특정적 또는 2유형-특정적인 경우에 가장 낮았다. 다

시 말하면 과제특성 가운데 과제내용이 특정적인 경우에는 과제유형에 관

계없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적인 경우

에는 과제유형이 1유형일 때보다 2유형일 때 점수가 높았다. 

과제특성 M SD Bonferroni

1유형-특정적 1.18 0.80    a

1유형-일반적 1.34 0.81      b

2유형-특정적 1.18 0.82    a

2유형-일반적 1.49 0.76        c

<표 Ⅴ-3>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사후검증(N=351) 

 이와 같이 네 가지 과제특성 가운데 과제유형이 2유형이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제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가장 높지

만 특정적인 내용인 경우 과제유형이 1유형 또는 2유형인 경우에 관계없

이 낮은 것으로 보아,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는 형상효과보다는 믿음

편견효과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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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형상효과가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고(Strupple & Ball, 2007), 있

다고 보고되기도 한다(Morley, Evans, & Handley, 2004). 이 연구에서는 

과제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에만 형상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내용은 성인 대

상 연구 결과와 달랐다. 과제유형이 2유형일 때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1유형 정답율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다(Morley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유아의 반

사실적 연역추론이 성인의 추론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과제특성 가운데 유형에 관계없이 유아는 특정적인 내용보다 일

반적 내용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가 주어지면 논리적 응답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조건추론 연구에서 아동의 배

경지식과 강하게 연관된 이분법적 내용인 경우 추론 정답율이 낮았다는 것

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Gauffroy & Barrouillet, 2009). 이는 

Gauffroy와 Barrouillet(2009)의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얼음은 뜨겁

다.’와 같이 ‘차가운 얼음’을 연상시키는 이분법적인 내용이 논리적인 응답

을 산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 같이 이 연구에서도 유아에게 ‘모든 개가 

야옹거린다.’를 제시하면 ‘야옹거리는 고양이’나 ‘멍멍거리는 개’와 같은 배

경지식이 연상되면서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이 유아의 반

사실적 연역추론에 방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반사실적 연역추론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표 

Ⅴ-4>에 제시한 바와 같이, 3세 유아와 4세 및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

추론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4세와 5세 유아의 연역추론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Richards와 Sanderson(1999), 김소향과 강의

정(2005)에서 3세와 4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에 차이가 없었다

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김소향과 강의정(2005)의 연구에서 1유형

-일반적인 내용만 사용하였고, 응답을 하기 전에 여유의 시간을 주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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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3세 유아도 4세 유아와 유사한 수준의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들은 유아가 정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 함께 해봐요.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며 약 7초 정도의 여유 시간을 주었다. 물론 본 실험에서도 유아에게 

응답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질문이 주어지면 대부분

의 유아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다. 따라서 응답 시간의 지연이 있었던 연

구(김소향·강의정, 2005)의 3세 유아에 비해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낮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연구(Richards & Sanderson, 1999)

에서는 총 6점 가운데 2세 유아도 4.3점의 추론 점수를 보였다. 이 연구에

서는 6개 문항 가운데 2유형-일반적인 내용의 과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어린 유아들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Beck과 동료들(2011)은 그림을 이용하여 2유형-일반적인 과제와 

2유형-특정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와 동일하게 3세와 4

세 유아의 수행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 n M SD Scheffé

3세 111 3.77 2.33 a   

4세 120 5.65 2.47    b

5세 120 6.05 2.46    b

<표 Ⅴ-4>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사후검증(N=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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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제 및 주의전환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억제 및 주의전환의 전반적 경향

  유아의 억제 및 주의전환의 전반적 경향은 <표 Ⅴ-5>에 제시한 바와 같

다. 억제의 경우 3세 유아는 7.94점(SD=3.99), 4세 유아는 11.22점

(SD=3.92), 5세 유아는 12.95점(SD=3.14)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아 유

아의 억제능력이 발달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주의전환도 마찬가지

로, 3세 유아는 .92점(SD=1.06), 4세 유아는 1.44점(SD=1.18), 5세 유아

는 2.00점(SD=1.22)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전환능력이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의 억제 및 주의전환이 우연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단일표본 t검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표 Ⅴ-5>에 제시한 바와 같이 3세 유아의 억제는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세, 5세 유아의 경우 우연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반면 3세 유아의 주의전환은 우연수준보다 낮게 

나타났고(p<.001), 4세의 경우 주의전환이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5세는 주의전환이 우연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

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유아의 억제 발달이 3세 후반 4세를 기점으로 나

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Gerstadt et al., 1994). 주의전환도 3세, 4

세 유아는 전환을 못한다고 보고한 Frye와 동료들(1995)의 결과와 일치한

다. 이와 같이 3, 4, 5세 유아의 억제 및 주의전환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억제 및 주의전환이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각 연령별로 분석

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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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반사실적 연역추론(2유형-일반적) -

2. 억제 .27** -

3. 주의전환  .33*** .23* -

* p<.05, ** p<.01, *** p<.001

<표 Ⅴ-6>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억제 및 주의전환의 관계(n=111)

연령 n
억제 주의전환

M SD t M SD t

3세 111 7.94 3.99 -0.17 0.92 1.06 -5.76 ***

4세 120 11.22 3.92 8.98 *** 1.44 1.18 -0.54

5세 120 12.95 3.14 17.30 *** 2.00 1.22 4.50 ***

*** p<.001

<표 Ⅴ-5> 연령별 유아의 억제 및 주의전환의 전반적 경향 및 우연수준과의 단일표본 

t검증

2) 억제 및 주의전환이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영향

 먼저 3세 유아는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억제 및 주의전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Ⅴ-6>에 제

시한 바와 같이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모두 억제 및 주의전환

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과제특성

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 억제와 r=.27(p<.01), 주의전환과 r=.33(p<.001)

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3세 유아의 경우 억제 또는 주의전환을 잘

하는 유아가 2유형-일반적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제시받으면 추론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억제와 주의전환도  r=.23(p<.05)의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 즉, 억제를 잘하는 유아가 주의전환도 잘 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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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반사실적 연역추론(2유형-일반적)

모델 1 모델 2

B ß B ß
상수    1.00***    .70***

주의전환     .25***   .33***   .21**  .28**

억제 .21*  .04* .21*

  .11 .15

  13.24***   9.47***

∆  .04

∆ 5.19

* p<.05, ** p<.01, *** p<.001

<표 Ⅴ-7> 억제 및 주의전환이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n=111) 

 

위와 같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억제 및 주의전환이 상관관계가 유

의하므로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억제 및 주의전환이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표 Ⅴ-7>에 제시한 바와 같다.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적

인 경우에는 회귀모델 1에서는 주의전환만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쳤다(F=13.24, df=1, 110, p<.001). 구체적으로 주의전환은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11%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었다. 억제가 표준

화된 회귀계수로 투입된 경우 주의전환 뿐 아니라 억제(ß=.21, p<.05)도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회귀모델 2에서 억제와 주의전환이 모두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적인 경

우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쳤다(F=9.47, df=2, 110, 

p<.001). 구체적으로 억제와 주의전환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15% 

설명하는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3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억제 및 주의전환과 같은 정보처리능력이 있다면 추론과제에 정답을 응답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세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

론을 수행하는 데에는 억제보다 주의전환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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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상위집단
(n=23)

하위집단
(n=18) t(39) p

M SD M SD
반사

실적 

연역

추론

1유형-특정적 .96 .83 .50 .62 -1.96 .058

1유형-일반적 1.22 .67 .78 .73 -2.00 .052

2유형-특정적 1.22 .74 .56 .71 -2.91 .006

2유형-일반적 1.43 .79 .78 .73 -2.73 .009

<표 Ⅴ-8> 억제 상위 및 하위집단 간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 차이 독립표본 

t검증(n=40)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eck과 동료들(2009)이 억제가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일치하며, 주의전환이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여준다. 이는 3세 유아도 억제 및 주의전환이 가능

하면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수 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억제 및 주의전환 

상하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 간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

지 살펴보았다. 집단 구분은 정상분포를 고려하여 1SD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3세 유아의 억제는 평균점수가 M=7.94(SD=3.99)이므

로 M-1SD(3.96점) 이하에 속하는 유아 억제 하위집단(n=18), 

M+1SD(11.96점) 이상에 속하는 유아를 억제 상위집단(n=23)으로 구분하

였다. 다음으로 억제 상위 및 하위집단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 차이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표 Ⅴ-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억제 상위집단에 속하는 유아가 하위집단에 속하는 유아보다 2

유형-특정적 및 2유형-일반적 과제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높았고

(p<.01), 1유형-특정적 및 1유형-일반적 과제는 유의확률이 p=.058, 

p=.0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3세 유아도 억제능력이 상위에 

속하는 유아들은 과제특성에 따라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수 있음을 나타

내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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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상위집단
(n=30)

하위집단
(n=53) t(81) p

M SD M SD
반사

실적 

연역

추론

1유형-특정적 1.07 .79 0.62 .69 -2.69 .009

1유형-일반적 1.40 .74 0.77 .70 -3.88 .000

2유형-특정적 0.93 .87 0.70 .72 -1.32 .190

2유형-일반적 1.60 .62 1.02 .84 -3.30 .002

<표 Ⅴ-9> 주의전환 상위 및 하위집단 간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 차이 독립

표본 t검증(n=83)

  다음으로 3세 유아의 주의전환 점수에 따라 상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분

석해 보았다. 즉, 3세 유아의 주의전환 평균점수가 M=.92(SD=1.06)이므

로 M-½SD(.39점) 이하에 속하는 유아 주의전환 하위집단(n=53), 

M+½SD(1.45점) 이상에 속하는 유아를 주의전환 상위집단(n=30)으로 구

분하였다. 그 다음, 주의전환 상위 및 하위 집단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

수 차이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표 Ⅴ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의전환 상위 집단에 속하는 유아가 하위 집

단에 속하는 유아보다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일반적 과제

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높았고(p<.01, p<.001), 2유형-특정적인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3세 유아도 주의전환능력이 상위에 

속하는 유아들은 2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서 반사

실적 연역추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3) 억제 및 주의전환이 4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영향

 4세 유아의 과제특성별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억제 및 주의전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Ⅴ-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

으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는 과제특성별 점수간의 상관관계가 r=.42

에서 r=.65사이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p<.001).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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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반사실적 

연역추론

1.1유형-특정적   -

2.1유형-일반적 .58***   -

3.2유형-특정적 .49*** .65***   -

4.2유형-일반적 .42*** .57*** .53***   -

5.억제 .29** .24** .08 -.02   -

6.주의전환 .17 .11 .14  .20*  .22*   -

* p<.05, ** p<.01, *** p<.001 

<표  Ⅴ-10> 4세 유아의 과제특성별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억제 및 주의전환의 관계

도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1유형-특정적인 경우와 2유형-일반적인 

경우 r=.42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1유형-일반적인 경우와 2유

형-특정적인 경우 r=.65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4세 유

아의 경우 과제특성별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일관되게 유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억제와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1유형-특정적인 경우와 1유형-일반적인 경우에만 

각각 r=.29(p<.01)와 r=.24(p<.01)정도의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4세 유아의 경우 억제능력이 높은 유아가 1유형-특정적 또는 1유형-일

반적 과제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높았다. 반면에 2유형-특정적인 

경우와 2유형-일반적인 경우 억제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4세 유

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주의전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제특성

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주의전환과 

r=.20(p<.05)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억제 및 주의전환은 

r=.22(p<.01)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4세 유아의 경우, 주의전

환을 잘 하는 유아가 2유형-일반적인 과제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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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반사실적 연역추론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일반적

B ß B ß B ß
상수  .72***  .93***  1.39***

억제 .06**   .29** .05**   .24** -.07

주의전환 .11 .07 .12*   .20*

  .09 .06 .04

 11.08** 7.24** 4.81*

* p<.05, ** p<.01, *** p<.001

<표 Ⅴ-11> 억제 및 주의전환이 4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상대

적 설명력(n=120) 

4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억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Ⅴ-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유형-특정적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

추론에 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11.08, df=1, 119, p<.01). 억제는 

과제특성이 1유형-특정적인 경우에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9% 설명

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1유형-일반적인 경우에도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7.24, df=1, 119, p<.01). 억

제는 과제특성이 1유형-일반적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6% 

설명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2유형-일반적인 경우에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주의전환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4.81, df=1, 

119, p<.05). 구체적으로 주의전환은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 유

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4% 설명하는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4세 유아의 경우 1유형-특정적 또는 1유형-일반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억제능력이, 2유형-일반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의전환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억제가 

3-4세 유아의 반사실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Beck과 동료들(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조건추론에서 표상유연성이 반사실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Guajardo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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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반사실적 

연역추론

1.1유형-특정적   -

2.1유형-일반적 .59***   -

3.2유형-특정적 .58*** .64***   -

4.2유형-일반적 .54*** .59*** .58***   -

5. 억제 .17 .14 .14  .10   -

6. 주의전환 .23* .25** .25**  .04  .23*   -

* p<.05, ** p<.01, *** p<.001

<표  Ⅴ-12> 5세 유아의 과제특성별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억제 및 주의전환의 

관계

4) 억제 및 주의전환이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영향

 5세 유아의 경우 억제 및 주의전환과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Ⅴ-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은 과제특성에 따라 .54에서 .64사이의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1). 그 중에서도 1유형-일반적인 경우와 2유형-특정적인 경우가 

r=.64정도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과제특성별로 상관관계의 정

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5세 유아의 경우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수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억제와 반사실적 연역추론

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반면에 주의전환은 과제특성이 1유형-특정적, 1

유형-일반적, 2유형-특정적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각각 

r=.23(p<.05),  r=.25(p<.01), r=.25(p<.01)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5

세 유아의 경우 억제와 주의전환도 r=.23(p<.05)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

다. 따라서 5세 유아의 경우 주의전환을 잘 하는 유아가 1유형-특정적, 1

유형-일반적, 2유형-특정적인 경우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 수행도 잘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주의전환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

과, <표 Ⅴ-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제특성이 1유형-특정적인 경우 주

의전환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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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반사실적 연역추론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특정적

B ß B ß B ß
상수 1.11*** 1.25*** 1.16***

억제 .12 .09 .09

주의전환 .15*  .23* .15**   .25** .16**   .25**

  .05 .06 .06

 6.75* 7.56** 7.79**

* p<.05, ** p<.01, *** p<.001

<표 Ⅴ-13> 억제 및 주의전환이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상대

적 설명력(n=120) 

df=1, 119, p<.05). 구체적으로 주의전환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5% 설명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과제특성이 1유형-일반적인 경

우 주의전환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F=7.56, 

df=1, 119, p<.01). 구체적으로 주의전환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6%를 설명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과제특성이 2유형-특정적

인 경우 주의전환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F=7.79, df=1, 119, p<.01). 구체적으로 주의전환은 유아의 반사실적 연

역추론을 6% 설명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5세 유아의 경우 과제특성

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제특성인 경우 주의전환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세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수행할 때 주의전환능력이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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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주장

하는 바와 달리 유아기에 출현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발달 차이가 과제특성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과제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연령에 따라 양상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제특성별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각 연령별로 억제 

및 주의전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을 과제특성별로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정보처리 기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를 밝혀 유아 연역추론에 이중처리이론을 적용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중류층이 거주하

는 지역의 14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세 111명, 4세 120명, 

5세 120명 총 351명 유아를 대상으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억제 및 주의전

환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후 SPSS 프로그램

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첫째, 4-5세 유아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가능했으나 3세 유아는 2

유형-일반적인 경우에만 수행이 가능하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과

제특성에 따라 수행이 다르다. 과제특성이 1유형-특정적 또는 2유형-특정

적인 경우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저조하다. 1유형-일반적인 경우 약간 

높고, 2유형-일반적인 경우 수행이 가장 높다. 즉 대개념 내용이 특정한 

동물을 연상시키는 특정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형상효과보다는 믿음편견효

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유아는 오히려 인지적 처리부담이 더 큰 BA-C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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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더 잘 수행한다. 이와 같은 유아의 반

사실적 추론과정은 심성모형이론에서 주장하는 순차적인 정순서 추론과정

(Johnson-Laird & Bara, 1984)과 다른 양상임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어떠한 인지과정을 거치는지 

이중처리이론을 적용해보며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대한 연구 가운데 주로 2유형-일

반적인 과제를 사용한 경우(Beck et al., 2009; Richards & Sanderson, 

1999)와 1유형-일반적인 과제를 사용한 경우(김소향·강의정, 2005)의 공

통점은 4세 미만 3세 유아를 포함한 연구였다. 그리고 이들 연구에서는 어

린 유아들의 수행이 4-5세 유아들의 수행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4-5세를 주 연구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특성은 대

부분 2유형-특정적이었다(원윤선·최경숙, 2001; Amsel et al., 2005; 

Dias et al., 2005; Leevers & Harris, 2000). 5세 대상 연구 결과 중에

도 원윤선·최경숙(2005)의 경우에는 부정문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5

세 유아의 수행이 낮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행이 높은 편이었

다. 이 연구에서 3세 유아의 경우 2유형-일반적인 과제에서만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앞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4세 

미만 유아들의 연역추론 수행은 과제특성이 달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3세, 심지어 2세 유아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가능하다

고 주장한 선행연구 결과들(Beck et al., 2009; Richard & Sanderson, 

1999)은 2유형-일반적 과제특성상 연역추론 정답을 선택하기 쉬웠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발달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과제특성을 동일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심지어 4-5세 유아도 과제특성이 1유형-특정적 또는 2유형-특정적일 

때에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1유형-일반적 또는 2유형-일반적일 때

보다 낮다. 즉, 과제특성을 달리하면 4-5세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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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제특성을 세분화하여 살펴

본 이 연구에서 유아의 수행은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과대평가된 3세의 

수행과, 과소평가된 4-5세의 수행의 격차에 대한 원인 설명을 제공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

의 차이가 나타났는지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심성모형이론

에 의하면 연역추론의 기술 단계에서 두 전제를 심성 안에서 재배열하는 

조작이 필요하므로 전제의 순서에 따라서 연역추론 정답율의 차이가 있다

(Johnson-Laird & Bara, 1984). 그러나 결론을 평가하는 과제에서는 성

인의 경우 추론 유형에 따른 연역추론 응답의 차이가 없고(Evans et al., 

1999), 추론 전제를 응시하는 시간에만 차이가 있었다(Strupple & Ball, 

2007). 심성모형이론에 의하면 1유형보다 2유형이 더 정보처리 요구가 높

으므로 응시시간도 길어지고 정답율도 낮아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아

들이 과제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1유형보다 2유형 추론 과제에

서 수행을 더 잘하였다. 이러한 수행의 차이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가 

성인 연구에서 결론을 평가하는 과제유형에 속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Morley et al., 2004).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결론을 평가하는 과제를 

사용하였을 때 과제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유아도 성인

과 유사한 인지과정을 거친다면 결론을 평가하는 과제에서는 과제 유형에 

따른 정답율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1유형보다 오히

려 더 어려운 2유형에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더 높다. 이는 반사

실적 연역추론 시에 유아 수준의 다른 종류의 추론 전략을 사용함을 시사

한다. 어떠한 추론 전략인지 먼저 정보처리이론에서 말하는 투입, 처리, 산

출 모형에 적용해볼 수 있겠다. 두 개의 전제가 차례대로 유아에게 제시되

면 대개념, 소개념, 중개념의 정보가 투입된다. 정보의 투입 순서는 연구자

가 유아에게 전제를 읽어준 차례대로 입력된다. 1유형의 경우 ‘주주→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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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자전거를 탄다’인 반면에 2유형의 경우 ‘거북→스케이트를 탄다→

샤샤→거북’의 순서로 입력된다. 여기서 성인의 경우 심성모형이론에서와 

같이 1유형의 경우 ‘토끼’라는 중개념으로 두 전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쉽

게 알 수 있어 ‘주주-자전거를 탄다’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

의 경우는 ‘주주’와 ‘자전거를 탄다’ 또는 ‘샤샤’와 ‘스케이트를 탄다’가 각

각 인접해 있는 경우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응답인 ‘주주는 자전거를 탄다.’ 

또는 ‘샤샤는 스케이트를 탄다.’를 쉽게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1유형의 

경우 ‘주주’와 ‘자전거를 탄다’는 정보투입 순서 상 세 단계 떨어져 있는 

반면 2유형의 경우 ‘샤샤’와 ‘스케이트를 탄다’가 비록 역순서이지만 바로 

인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는 ‘샤샤가 스케이트를 탈까?’의 결론 도

출 질문을 받았을 때 2유형인 경우 ‘샤샤-스케이트를 탄다’가 바로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샤샤는 스케이트를 탄다.’고 응답할 수 있다. 따

라서 3세 정도의 어린 유아라고 해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에 대해 비

교적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는 심성모형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전제의 모형을 심성에 형성하여서 전제 간의 순서를 뒤바꾸고 

통합하는 순차적인 처리과정으로 연역추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전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유아는 각자의 인지적 수준에서 간편한 정보처리 

전략을 사용하여서 정답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가 가장 높

고 과제내용이 특정적인 경우에는 과제유형에 관계없이 낮다는 사실은 유

아의 연역추론 수행에 사실과 반사실의 인지적 분리가 개입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유아가 명확히 알고 있는 반대 사실이 포함된 특정적 내용인 경우 

반사실적 전제가 제시된 순서에 관계없이 유아의 배경지식이 강한 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아의 추론 수행이 낮다. 그러나 ‘거북이가 스케이트를 

탄다.’, ‘기린이 소세지를 먹는다.’와 같이 흥미로우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반사실적 전제가 먼저 제시되면 배경지식이 떠오르기 



- 71 -

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주의가 환기되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유아의 경우 두 개의 전제를 표상하는 심성모형을 정신에 유지한 

채로 두 모형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인지과정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어린 유아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 시 자신의 배경지식과 반사

실적인 내용 중 심성에 좀 더 강한 인상을 가지는 인지적으로 우세한 자극

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배경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기본 

수준으로 반응하기 때문에(Beck et al., 2011), 연령이 낮을수록, 과제내용

이 특정적일 수록 배경지식과 일치하는 우세한 자극을 선택하게 되어 추론 

정답율이 낮다. 반면에 일반적인 내용의 반사실적 전제가 먼저 제시되면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이 배경지식을 무효화할 만큼 우세한 자극으로 작용

하게 되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전조작기에 속하는 4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이 가능하다. 3세 유아도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에 반사실적 연

역추론이 가능하나, 특히 과제내용이 특정적으로 구성된 1유형-특정적 또

는 2유형-특정적인 경우에는 연역추론 수행이 불가능하다. 4-5세 유아의 

경우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과제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안정

되게 나타난다. 즉,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3세에서 4세 사이에 급격

한 진전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아의 연령이 4세가 되면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이야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추

론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세 이상의 유아는 Piaget의 인지

발달이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기중심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

다.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유아의 언어

적 반응을 참고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의 

반사실적 전제를 제시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곤란해 

하는 표정을 짓는 유아들이 있었다. 또한 어린 유아들일수록 상상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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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지만 반사실적 전제와 일치하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응답을 할 때 매

우 작은 목소리로 확신 없는 대답을 하였다. 반면에 나이가 든 유아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반사실적 전제를 재미있어 하며 “무슨 개가 야옹거려요?”

라고 지적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응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3세 유아들은 연구자가 유아에게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상상의 이야

기처럼 상상해보도록 돕는 지시문을 주었고, 자신의 배경지식과 다른 내용

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고, 더 나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수

행하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고 있는 과제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4세 이상 유아들은 실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사실적 추론 과제가 주어지는 실험의 의도 파악을 통한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세에서 4세 사이에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의 차이가 현저

하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가 되면 다른 사람이 제시한 전제가 자신이 알

고 있는 사실과 다르더라도 유아가 그것을 수용하여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응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4세가 되면 유아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제시하는 새로운 

내용을 비교해보고, 전제와 결론을 비교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은 3세까지는 유아가 새로운 지식을 오감으로 직

접 경험하여서 습득해왔지만 4세에 이르면서 세상의 방대한 정보들을 직

접 경험하지 않고도 습득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 혹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

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지적 태도의 변화는 경험적 성향에

서 분석적 성향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Harris, 2001).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4세 어린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에게서는 분석적 성향보다 경험적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Scribner & Cole, 1981), 이 연구 대상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받



- 73 -

은 누적된 교육으로 인해 4세 이후가 되면 낯선 정보를 분석해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가 추론 과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분석적 성향으로 변하는 

양상은 빈 백지 상태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3세 유아의 반

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예외적으로 2유형-일반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 특

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론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유아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수행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

식과 새롭게 주어진 반사실적 전제 사이에 인지적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과제 내용이 특정적인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유아의 머릿속을 강

하게 지배하고 있으므로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한 3세 유아들은 배경지식

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한다. 반면에 과제 내용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 

인지적 갈등의 강도가 낮으므로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3세 유아 

수준에서도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억제 및 주의전환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별로 영향을 미치는 양

상이 다르다. 3세 유아의 경우 2유형-일반적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주의

전환, 억제 순으로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친다. 즉, 3세 유아가 2

유형-일반적 연역추론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목적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

를 억누르고,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기반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분석에서는 억제 및 주의전환능력이 상위집단에 속하는 3세 

유아들은 하위에 속하는 유아에 비해 대체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도 뛰

어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어린 3세 유아들은 대체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회상되는 지식을 억제하는 능력

이 뛰어나거나 필요에 따라 과제 규칙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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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수 있다.   

 4세 유아는 2유형-특정적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경우에서 반사

실적 연역추론에 억제 또는 주의전환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4세가 

되면 억제 발달이 이루어진다(Gerstadt et al., 1994). 따라서 3세와 달리 

4세가 되면 억제와 주의전환이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각각 구분되기 시작한다. 1유형-특정적 또는 1유형-일반적 과제를 수

행하는 4세는 억제능력이 있다. 한편 2유형-일반적 과제에 대한 연역추론

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제시된 반사실적 전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의전환능력이 있다. 4세가 되어야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억누르고, 반사실적 전제를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정답을 산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유형-특정적인 과제의 

경우 억제 및 주의전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예상 밖의 결과이다. 이는 4

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다른 과제특성에서보다 2유형-특정

적인 과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4세 유아의 경우 2유

형-특정적인 경우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석적 처

리에 의해서가 아닌, 우연적으로 또는 다른 과제의 수행에서 힌트를 얻어 

응답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언어 및 인지능력을 통제한 4세 유아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과제특성

별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각각 제시한 후 유아의 수행을 비교해볼 필

요가 있다.  

 5세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시 주의전환능력이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

적, 2유형-특정적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은 5세가 되면 

유아의 억제가 완수되므로(Gerstadt et al., 1994), 5세 유아 개인 간에는 

억제 수행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준다. 주의전환은 5세 연령이 되면 발달

이 완수되지만(Frye et al., 1995), 이 연구에서는 유아마다 개인차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의전환을 측정하는 도구에 자극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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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게 분류하는 전환단계와 자극카드를 번갈아 제시하는 빠른 전환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난이도가 높았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5세 유

아만 주의전환에서 개인차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반사실적 연역추론에서

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2유형-일반적인 과제 

수행에서는 억제 및 주의전환의 영향이 없었다. 이는 5세 유아의 경우, 2

유형-일반적인 과제에서와 같이 배경지식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은, 흥미로

운 반사실적 전제가 먼저 주어졌을 때에는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한편 같은 유형이지만 특정적인 내용의 2유형 과제에서는 반사실적

인 전제가 특정범주의 동물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아가 배경

지식을 무시한다고 해도 특정한 내용의 전제를 처리할 수 있는 주의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연역추론 시에 시각적인 정보를 담은 개념

이 추론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성인 대상 선행연구와 관련된다(Knauff & 

Johnson-Laird, 2002). 유아는 특정적 내용의 경우 ‘물고기는 나무에 산

다.’, ‘고양이가 멍멍거린다.’는 내용을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일반적 내용의 경우 ‘토끼는 자전거를 탄다.’, ‘기린이 소세지를 먹

는다.’의 행위 이미지를 그린다. 두 가지 전제 내용에서 특정적 내용보다 

일반적 내용인 경우 유아들이 상상의 이야기에서 더 빈번히 접해보았을 수

도 있고 행위 내용이 특정한 동물이나 특정한 범주에 속한 행위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 반

면에 특정적 내용의 경우에 ‘나무에 산다’는 새를 연상하고, ‘멍멍거린다’는 

개를 연상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특정 범주의 동물에 관한 내용 

이미지와 불일치한 이미지를 심성에 그려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유

아들은 “무슨 고양이가 멍멍거려요? 개가 멍멍거리지.”라고 반응을 보이기

도 했다. 따라서 유아에게 특정적 내용의 연역추론 과제를 주게 되면 시각

정보 이미지가 방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분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5

세 유아도 주의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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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3세 유아의 경우 억제 및 주의전환이 각각의 요인으로 분화되지 

못하였으므로 동시에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치며, 4세 유

아의 경우 억제 및 주의전환이 대부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친

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2유형-특정적 과제의 경우 유아에게 약간 더 어

려우므로 고도의 분석적 처리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5세의 경우, 

억제는 더 이상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아니며, 

주의전환만이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유형-일반적인 

경우 유아가 분석적 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3세부터 점진적으로 발달하여 

4세를 기점으로 급격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Piaget의 인지

발달이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Piaget

가 인간은 11-12세 경 청소년기 후기가 되어야 형식적 추론을 할 수 있다 

고 주장한 바가 일부 반증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Piaget가 주장한 바와 같이 논리 규칙을 이용한 추론은 아니다. 또한 심성

모형이론에서 의미하는 연역추론의 이해, 기술,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정

순서 추론도 아니다. 즉,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은 과제특성에 의

해 촉진된 배경지식과 반사실적 전제 내용 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 핵

심이다.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은 이중처리이론에서 발견적 처리와 분석적 

처리의 상호작용에 의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반사

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논리 규칙으로 해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

나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는 자신이 처음 접하는 연역추론 과제를 자

신의 배경지식과 반사실적인 전제를 비교하며, 분석적 처리를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억제하고 반사실적 전제를 선택하는 추론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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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및 제언

1) 학술적 의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3세부터 5세까지 연령

을 낮추어 추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4-5세 

유아 또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 연구에

서는 3세 유아를 포함시켜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발

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점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과제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역추론의 인지과정을 

심성모형이론에 의해 완전히 설명될 수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성인 대상 

연역추론 연구자들은 연역추론의 형상에 따른 차이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지금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시도해 본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유

아에게도 심성모형이론에 의거한 연역추론 인지과정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중처리이론에 의하여 발견적 처리를 

유발하는 추론 내용을 구분하여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른 차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연역추론을 설명하는 데에 이중처리이

론을 적용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억제 뿐 아니라 주의전환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

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의전환의 영

향은 구체적으로 5세 유아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4개의 과제특성 가

운데 2유형-일반적인 과제에서 주의전환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을 밝혔다. 이는 과제특성별로 유아에게 요구되는 인지기제가 다르다는 것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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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적 의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 의의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가 모두 기본적으로 추론 판단 시에 자기

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중된 선

호가 매우 어린 유아기부터 이미 인지 체계에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각 

유아가 속한 사회문화의 지식이 3세 전에 이미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 및 교사들은 유아에게 제시하는 여러 지식들이 추

후에 편견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유아에게 생의 

초기부터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4-5세 연령이 되면 유아가 성인이 제시하는 정보를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추론하

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과 같이 어

린 유아도 나름 ‘생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 

및 교사들은 이러한 유아의 인지적 체계 및 인지 발달을 고려하여 유아를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즉, 부모 및 교사들은 유아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

입식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유아 인지 체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3)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용언어에 대한 통제를 가하지 않았다는 제

한점이 있다.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제시할 때 언어적으로만 제시하였

기 때문에 과제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연

구할 때에는 수용언어를 통제하거나 그림을 활용하여 유아의 이해를 돕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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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을 정답 여부로 살펴

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정당화, 응시시간 또는 반응시간이나 속도에 대

한 측정을 하여서 다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역추론 시 

전제 문장을 응시하는 시간이나 추론에 반응하는 속도가 유아의 정보처리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역추론 전제와 결론을 응시하는 시간을 통해 정

보처리속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컴퓨터

나 태블릿 PC 등 매체를 활용하여서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처

리하는 속도를 연구하여 발견적 처리 및 분석적 처리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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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제 과제

2. 차원변환 카드분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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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과정 정하나입니다. 

저는 유아의 연역추론 과제 수행과 그와 관련된 유아의 사고 능력에 대

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유아의 인지과정을 밝히고 더 나아

가 사고력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대상은 만 3세, 4세, 5세 유아입니다.

  ■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일대일로 유아를 만나 약 12분간 개인 면접형

태로 진행합니다. 분석을 위해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단, 유아의 얼굴은 촬영하지 않습니다. 면접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

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단, 결과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께서는 따로 말씀해주시면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면접에 참여한 유아에게 소정의 선물(문구류)을 드립니다.

  

  유아의 조사 참여를 위해 부모님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의 해당 

반과 이름을 아래에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 정

말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조사 참여 동의서      

       나는 _________반(반명)  __________(유아명)의 

         연구조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12년 9월 ____일       

                               ___________(부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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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according to 

task condition and their age: 

Effect of Inhibition and Attentional shift

Chung, Ha Na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process based on mental model theory and 

dual process theor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is different according to task condition and 

their age. Seco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children's 

inhibition and attentional shift have an effect on their counterfactual 

reasoning according to task condition. Thus,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information process mechanism that is related to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Subjects were 111 three-year-olds, 120 four-year-olds and 120 

five-year-olds, who were recruited from 14 kindergarten and day 

care center in Ulsan, Kyung Sang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coded and analyzed in SPSS with the method of mea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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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was lowest when type 

1-specific or type 2-specific task was given, slightly higher when 

type1-general task was given, and the highest when type 2-general 

task was given.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when the task was type 1-specific or type 

2-specific.  

 Second, 4-and 5-year-old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was 

above chance level regardless of task condition, which means that 

4-and 5-year-old children are capable of counterfactual reasoning.  

However, 3-year-old's performed above chance level when type 

2-general task was given and below chance level when type 

1-specific or type 2-specific task was given. Their counterfactual 

reasoning had no difference from the chance level when type 

1-general task was given. This result shows that 3-year-old 

children aren't capable of counterfactual reasoning. 3-year-old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was different from other age 

group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4-year-old and 5-year-old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Third, inhibition and attentional shift partially affected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3-year-old children's attentional shift and 

inhibition affected counterfactual reasoning when type 2-general 

task was given. 4-year-old's inhibition affected their type 1-specific 

or type 1-general task was given, attentional shift affected 



- 92 -

counterfactual reasoning when type 2-general task was given. 

5-year-old's attentional shift affected their counterfactual reasoning 

when type 1-specific, type 1-general, type 2-specific task was 

give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development of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occurs around the age of four. Moreover, 

their counterfactual reasoning is different according to task 

condition. This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inhibition and 

attentional shift have various effect on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according to task condition. Thus, this study shows that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is a cognitive process that a 

response can be produced through heuristic process and analytic 

process.  

Key Words: counterfactual reasoning, task condition, inhibition, 

attentional shift, dual process theory

Student Number: 2004-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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