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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3, 4, 5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유아가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수행할 때 일반적 규

모체계의 비율제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검토하고, 공간적 수 표상능력

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의 발달양상과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의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 어린이집 4곳에서 3, 4, 5세

유아 총 12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 유아는 ‘공간적

수 표상과제’와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프로그램에서 평균, 표준편차, 단일표본 t검정, 반복측정변량분

석, F검정, 쌍체 t검정,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3세 유아는 4, 5세 유아와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4세 유아와 5세 유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세

유아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4, 5세 유아의 점수가 높았다. 또

한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은 수의 비율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수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짐에 따라 비상징 수 비교점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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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3세 유아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4세 유아의 점

수가 높았고, 5세 유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3, 4, 5세 유아의 비

상징 수 연산능력은 수의 비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의 비율

이 1에 가까워짐에 따라 비상징 수 연산점수가 낮았다.

셋째, 3, 4, 5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는 3세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4세의 점수가 높았고, 5세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별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열능력점수는 3세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4세의 점수가 높았고, 5세의 점수가 가장 높았

다. 이동능력점수는 3세가 가장 낮았고, 4세와 5세는 수행능력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 간에 점수 차이는 연령별로 다르

게 나타났다. 3세 유아는 배열능력점수와 이동능력점수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4세와 5세 유아의 경우에는 배열능력점수와 이동능력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열능력점수가 이동능력점수보다 높았으며,

5세 유아의 배열능력과 이동능력 간의 점수 차이가 4세 유아의 점수 차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낮을 때에는 연령이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중간일 때에는 배열능력과 연령 순으로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

쳤다.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높을 때에는 공간상에 수를 배열하는

능력이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다섯째,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낮을 때와 중간일 때에는 연령,

공간상에 수를 이동하는 능력, 공간상에 수를 배열하는 능력 순으로 유

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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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때에는 공간상에 수를 일관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유아의 비

상징 수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 능력이 연령에 따

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일반적 규모체계의 비율제한 특성을 나타냄

을 밝혔다. 또한 3, 4, 5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 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하위영역인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의 발달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3, 4, 5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인 배

열능력과 이동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

다.

주요어: 공간적수표상능력, 배열능력, 이동능력, 비상징수비교및연산능력, 비율제한

학번: 2013-3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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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인간은 수(numerosity)의 크기를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높이, 길이,

거리와 같은 공간적 크기(physical size)를 표상할 때에도 “많음” 또는

“적음”과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 즉, 인간은 특정 영역과 관계없이 규모

(magnitude) 정보를 처리하는 일반적 규모체계(generalized magnitude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수와 공간의 근원(prototypical source)이 같다

(Kant & Guyer, 1998; Walsh, 2003).

Piaget(1965)는 수 보존 과제 수행 실험 이후에 전조작기 유아는 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로 많

은 연구자들은 Piaget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영유아의 수 능력을 밝히

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 규모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인

지적 전제조건을 밝히거나 전조작기 유아의 수 비교나 연산능력과 같은

정교한 수 추론능력을 밝히는데 집중하였다(Gallistel & Gelman, 2005;

Leslie, Gelman, & Gallistel, 2008; Lourenco & Longo, 2010). 최근의 연

구들은 형식적 수 학습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수 비교나 연산능력의 기

원과 인지기제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징 수 비교나 연산능력의 발달에 대한 논의는 수 비교나 연산능력

이 일반적 규모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인지적 전제조건으로부터 발달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규모체계의

존재에 대해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Piaget(1965)는 발달 초기

수와 공간에 관한 단일한 표상 체계를 수와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

하는 유아의 미성숙한 수 추론 능력의 결과로 보았다. Piaget의 관점에

따르면 수학적 사고의 발달에 필요한 논리 수학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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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o-mathematical knowledge)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조작기 유아는

수 과제를 해결하기에 인지적으로 제약이 있다. 이와 다르게 이론 이론

(theory theory) 관점에서는 수와 공간에 관한 일반적 규모체계를 인간

의 핵심 지식(core knowledge)으로 해석한다(Spelke & Kinzler, 2007).

이들은 수 보존 과제에서의 결과를 미성숙한 수 추론의 결과가 아닌 수

와 공간에 대한 지식이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

하였다. 영아는 선천적으로 일반적 규모체계라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

며 지식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Gopnik

& Meltzoff, 1997).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전조작기 유아도 수의 서열

이나 연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일반적 규모체계에

대한 지식이 검증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Piaget와 이론 이론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양상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때 일반적 규모

체계의 비율제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5세 이

상의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Barth, La Mont, Lipton,

Dehaene, Kanwisher, & Spelke, 2006; Barth et al., 2008).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수행할 때 수세기와 같은 상

징 과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더 어린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

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수에 근

거한 비교 및 연산능력이 2세 6개월에서 3세경에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Mix, Huttenlocher, & Levine, 2002)를 바탕으로 3, 4, 5세 유아의 비상

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연구들은 측정도구에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을

살펴보기에 한계점이 있었다.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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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상징 수 비교과제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Barth et al., 2008; Barth et al., 2005). 이러한 과제는 비상징 수

연산능력만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산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가 수(numerosity)에 근거하

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Feigenson, Carey, & Hauser, 2002;

Shuman, & Spelke, 2006). 따라서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곽길이(contour length)와 총면적(total area)

을 동일하게 하여 유아가 수에 근거하여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

의는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발

달초기 수와 공간의 단일한 표상체계는 이후에 수 영역과 공간 영역으로

분화되면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발달한다. 공간적 수 표상능력은 추상

적인 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지각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능

력이므로 수 과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된다(Gunderson, Ramirez,

Beilock, & Levine, 2012; Yang Chen, Zhou, Xu, Dong & Chen, 2014).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기원을 수학 학습이나 읽기 또는 쓰기 경험으로

보는 입장(van Galen & Reitsma, 2005)에 따르면 공간적 수 표상능력은

학령기 이후에 발달하여 수 과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Lakoff와

Núňez(2000)는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기원으로 메타포 경험을 제안하였

다. 메타포 경험은 일상의 활동을 통해 수(number)와 같은 추상 개념이

공간(space)이라는 기저 영역의 추론 구조를 통해 이해된다는 것으로 수

의 공간적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Núňez, 2011). 따라서 사물의 묶음

(object collection)과 가상의 이동(fictive motion)과 같은 메타포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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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공간의 영역을 분화시킨다. 메타포 경험은 영유아도 일상의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공간적 수 표상능력은 전조

작기 유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Galton(1880) 이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는 시기와 초기

발달양상에 관해서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 대한 개념과 측정방법에 따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나타나

는 시기에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연구 대상에 따라 공간적 수 표상의 개

념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기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간이

수를 일정한 방향으로 구조화하는지를 측정하여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살펴보았다(Dehaene, Piazza, Pinel, & Cohen, 2003; Hubbard, Piazza,

Pinel, & Dehaene, 2005). 성인에게 ‘위치로서의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공간적 수 표상을 측정한 것과 다르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모로서의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수와 공간을 관련지어 사고하는지를

측정하였다(de Hevia & Spelke, 2010; Longo & Lourenco, 2010). 즉, 성

인과 아동에게 적용하는 공간적 수 표상 개념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에

게 ‘위치로서의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측정한 연

구에서는 수를 구조화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해당 방향에 따라 수를 구조

화 하는지를 측정하였다(Opfer & Furlong, 2011; Opfer, Thompson, &

Furlong, 2010). 이때 연구자가 미리 정해놓은 방향은 대부분 연구자가

속한 문화권의 읽기나 쓰기 방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하

는 경우, 상대적으로 읽기나 쓰기 경험이 적은 학령기 전 유아에게는 공

간적 수 표상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수 표상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간적 수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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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는 능력은 수를 공

간상의 위치로 이해하며, 수의 증감으로 인한 수 변화의 결과를 공간상

에서의 위치의 이동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oper, 1984). 이 개

념은 초기 수 발달의 주요 내용인 서열과 연산을 공간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즉, 공간에서의 위치를 수의 기수적 특징으로

이해하며,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위치의 이동에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를 배열할 때 일관된 방향

성을 가지고 있는지만을 살펴보거나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정해놓은

방향으로 사고하는지룰 측정하였다. 이는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측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수 표상능

력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배열 능력과 이동 능력을 함께 반영하여 측

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나타나는 시기

에 차이를 보였다. 수에 관한 정보가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인 방법으

로 측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이른 연령에 공간적으

로 수를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Berch, Foley, Hill, & Ryan,

1999; van Galen & Reitsma, 2008). 이는 공간적 수 표상이 나타나는 시

기와 초기 발달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 정보를 명시적으로

다룬 과제를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령 전 유아에

게는 공간적 수 표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유아가

해결하기에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거나(de Hevia & Spelke, 2009) 상징

기호만을 사용하여 유아의 표상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은 과제를 실시

한 경우가 많아(van Galen et al., 2005)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de Hevia et al., 2009; Patro & Ham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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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수 비교나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

자들은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측정하거나 연산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 오류를 살펴보았다(McCrink, Dehaene, & Dehaene-Lambertz, 2007;

Pinhas & Fischer, 2008). 그러나 인간의 인지적 전제조건이 상징이나

학습 이전 단계에서 수 비교나 연산과 같은 복잡한 수 추론 능력으로 연

결되기 위한 기제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형식적 수

학습 이전 단계의 유아를 대상으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초기 발달 양

상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조작기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과 같은 초기 수 추론 능력의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발달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양상과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3, 4, 5세 유아가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 과제를 수행할 때 비율제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검토하고

자 한다. 또한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공간

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수학적 지식

의 발달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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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앞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에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적 규모체계의 발달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대한 선행연구와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적 규모체계의 개념과 발달

Kant는 수와 공간에 대한 감각은 인간이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에 선

행하며 추후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선험적 직관력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Kant et al., 1998). 즉, 수와 공간 감각은 인간의 핵심 지식(core

knowledge)으로 인간이 외부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기초적이어서

이에 대한 기제는 생존에 필수적이다. 수와 공간을 표상하는 체계는 발

달 초기에도 존재하며 영아가 과제를 수행할 때 크기와 수량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현상을 통해 수와 공간을 처리하는 영역이 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안되었다(Brannon, Abbott, & Lutz, 2004; de Hevia et al., 2010,

Srinivasan & Carey, 2010). “어느 빵이 가장 크니?”,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왔니?”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수와 공간과 같은 다양한 영

역에서 규모를 표상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규모(magnitude)의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은 수와 공

간의 각각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연구되어왔다. 이처럼 규모를 표상하는

영역들은 영역특정성 또는 영역 우세성을 주장하지만 각 영역들은 심리

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영역에 관계없이 규모의 정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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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반적 규모체계(generalized magnitude system)가 존재한다

(Butterworth, 2005). Walsh(2003)는 ATOM(A Theory of Magnitude)이

론을 통해 이러한 일반적 규모체계의 존재를 공식화하였다. ATOM이

론에 따르면 일반적 규모체계는 ‘더 많은’ 또는 ‘더 적은’의 가치를 통해

표상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와 공간 영역에 대한 표상은

분화되지 않고 일반적 규모체계로서 공통의 신경학적 코드를 공유한다

(Henik & Tzelgov, 1982; Tzelgov, Meyer, & Henik, 1992; Hurewiz &

Gelman, 2006). 따라서 수와 공간 영역에 대한 표상은 같은 특징을 공유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와 공간의 영역에서 자극에 대한 구별의 민감

성은 베버의 법칙을 따른다(Brannon, Suanda, & Libertus, 2007;

Halberda & Feigenson, 2008; VanMarle & Wynn, 2006). 즉, 동등하지

않은 수 또는 공간 자극의 값에 대한 구별은 비율이 1에 가까워짐에 따

라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일반적 규모체계 개념의 기원은 공간과 시간 간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

한 Locke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발달심리학 분야에서는 Piaget의 연구를

통해 경험적 증거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Piaget(1965)는 ‘수 보존 과제’에

서 길이가 다른 두 줄의 사물들의 상대적 수량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실험에서 3-6세 전조작기 아동들은 더 긴 줄에 더 많은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사물들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사물의 수가 증가한다고

판단하였다. Piaget는 이 실험을 통해 전조작기 아동은 수와 공간의 크

기를 혼동하여 과제를 해결하며, 이는 미성숙한 수 추론 능력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Piaget의 주장에 대해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해석을

보고하였다. 5-7세 아동이 수와 물리적 크기의 서열 관계가 일치할 때

과제 수행의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8개월 된 영아가 길이가 커지거나 줄

어드는 관계를 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관계로 연결하여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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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de Hevia et al., 2009; de Hevia, Vallar, & Girelli, 2008).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인간이 발달초기에도 일반적 규모체계에 대한 지식을 가

지고 있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는 수와 공간의 영역이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처럼 발달 초기 수 영역과 공간 영역

이 단일한 체계로 표상되는 것에 대해 Piaget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는

입장은 이론 이론(theory theory)이다. 이론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

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며, 지식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Gopnik et al., 1997). 따라서 발달 초기

에 존재하는 일반적 규모체계는 영아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핵

심 지식이며, 발달에 따라 일반적 규모체계에 대한 지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인의 지식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연속적 차이라고 볼 수 있

다(Spelke et al., 2007)

한편 일반적 규모체계는 수와 공간 간에 대칭성(symmetric)을 가정한

다. 즉, 발달 초기에는 수와 공간의 단서들이 쌍방향 관계에서 정보를 주

고받는다. 그러나 분화되지 않은 단일한 규모체계는 발달의 과정에서 물

리적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점차 영역별로 분화된다(Walsh, 2003). 수

영역과 공간 영역의 발달에 관해 다룬 연구들은 영역 간에 비대칭성

(asymmetric)을 살펴보았다. 수와 공간 간의 초기 대칭 관계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언어나 경험이 반영된 방향을 반영하여 비대칭 관계로 변화

하는 것이다. 주로 공간 영역으로부터 수 영역으로의 이동이 반대의 경

우보다 더 강하다고 하였다(de Hevia et al., 2010). 즉, 인간은 수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공간이라는 구체적이고 지각적인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인간은 발달 초기부터 물리적 세계에서

매우 관련성이 높은 수와 공간이라는 규모의 영역을 일반적 규모체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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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일한 체계를 통해 표상한다. 일반적 규모체계의 존재에 대해 학자

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은 형식적 수 학습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작기 유아의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과 기원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일반적 규모체계를 미성숙한 수 추론 능력의

결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조작기 유아는 논리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해결하기에 한계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반적 규모체계를 타고난 수학적 지식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식

을 수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

에 이 견해에 따르면 전조작기 유아도 상징 수나 형식적 수 교육을 받기

전에도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조작기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양상을 살펴보고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규모체계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1)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

인지발달 심리학은 영아에게 존재하는 기초 수 능력을 밝히고자 하였

다. 이는 상징 수(아라비아 숫자, 수단어 등)를 학습하기 전에 존재하는

비상징 수 능력(nonsymbolic numerical abilities)으로 성인과 영아 그리

고 비인간 영장류에게서도 관찰되는 수와 수량에 관한 본능적 감각을 의

미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상징 수 표상능력에 관한 연구는 영아의

수 감각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Izard, Sann, Spelke, & Streri, 2009).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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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영아 연구를 통해 인간이 출생 시부터 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영아가 수의 차이를 인지하는지를 살펴본 연구에

서는 습관화 절차(habituation)를 통해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2개와 3개

의 수량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Antell et al., 1983;

Chiang & Wynn, 2000; Starkey et al., 1980; Strauss & Curtis, 1981).

또한 6-8개월 된 영아가 자극의 성질이 다른 집합체 간에 수량의 차이

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Izard et al., 2009; Lipton & Spelke,

2003; Xu & Spelke, 2000). 이는 인간이 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아가 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지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16-18개월 된 영아가 서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Strauss & Curtis, 1984). 또한 14-16개월 영아는 수량이 증가 또

는 감소하는 순서를 이해하였으나 12개월 영아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Cooper, 1984). 영아가 수량 변화의 결과를 이해하는지

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5개월 된 영아가 불가능한 결과를 가능한 결과보

다 더 오래 응시하는 것을 보고하였다(Wynn, 1992). 이후 Wynn은 이

연구의 결과가 수량의 변화에 기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후속 연구들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영아의 수 감각에 대한 연구들은 영아가 수량 정보에 민감하다

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Cheries, Wynn, & Scholl, 2006). 이러한 결과

들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특정 영역의 핵심 지식(innate core knowledge)

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론 이론(theory theory)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

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영아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수를 표상할

수 있으며 발달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닌 양적인 차이

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영아가 가지고 있는 수에 대한 민감성이 비연

속 수(discrete number)가 아닌 연속 양(continuous amount)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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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learfield & Mix, 1999; 2001; Feigensen,

Dehaene, & Spelke, 2004). 즉, 실험에서 양(amount)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들이 직관적으로 면적(area), 윤곽길이(contour length) 등의

전반적인 양에 근거하여 수 과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영아의 연속 양

에 근거한 수 감각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영아가 정확한 수 개념을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영아의 수 감각을 다룬 연구들이 대

부분 습관화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아가 정확한 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Mix et al., 2002). 정확한

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결과를 선택하거

나 예상되는 결과를 구성하는 과제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

한 3세 이상 유아의 수 능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조작기 유아가 가지고 있는 수 능력에 관한 연구는 Piaget(1965)의

수 보존 과제 실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Piaget는 수 보존 능력을 수 개

념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이 실험을 통해 Piaget는 전조작

기 유아가 수 보존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 유아의 수 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Piaget의

수 보존 과제를 수정하여 시행하거나 수 보존 능력 이외에 유아가 가지

고 있는 다른 수 능력을 밝힘으로써 Piaget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하였다

(Barth et al., 2006; Slaughter, Kamppi, & Paytner, 2006). 집합체 간에

수량의 동등성을 인지할 때 정확한 수에 근거하여 인지하는 능력은 2세

6개월부터 3세 6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Mix, 1999a;

1999b). 표면 유사성이 높지 않은 집합체 간에 동등성 판단은 4세 6개월

경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이 시기가 지나야 집합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수와 관련이 없는 특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수의 관계에서 정확한 수에 근거하여 서열성을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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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은 2세에서 3세 사이에 나타나며, 5세가 되어야 세 개 이상의 집

합체 간에 수량의 서열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Lyons &

Beilock, 2011). 이 시기는 수량의 동등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시기와

일치하며, 두 가지 수 능력이 초기 유아기(preschool age)에 함께 나타나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Mix et al., 2002). 이와 함께 수

(number)에 근거하여 수량의 변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2세에서 3세 사이

에 나타난다고 하였다(Huttenlocher et al., 1994). 그러나 이 결과에 대해

과제가 전체 면적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유아가 연속양에 근거하여 과

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였다(Mix et al., 2002). 수에 근거

하여 연산과제를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속변수를 통제하

여 과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비상징 수 연산능

력을 살펴본 과제는 대부분 수 비교과제와 혼재되어 있어서 연산능력만

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에 근거한 정확한 연산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속변수를 통제하고 유아가 연산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제를 구성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선천적으로 영아가 가지고 있던 수 감각은

발달을 지속하며 유아기에는 수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체계로 수의

동등성, 서수성, 변화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유아의 수 능력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였던 Piaget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

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아의 수 표상능력을 다룬 연

구들이 전체면적이나 윤곽길이, 밀도와 같은 연속변수를 엄격하게 통제

하지 않은 과제를 실시하여 유아가 수에 근거하지 않고 연속변수에 근거

하여 과제를 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전을 받고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조작기 유아가 수(numerosity)에 근거하여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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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수를 표상하는 체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수를 표상

하는 체계가 수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의견에 수렴하고

있다(McCrink & Wynn, 2008; Xu, 2003). 하나는 3이하의 작은 수를 표

상할 때 적용되는 사물 묶음 체계(object file system)이며 다른 하나는

4이상의 큰 수를 표상할 때 적용되는 추정 수 체계(approximate number

system)이다. 인간은 비상징 수를 표상할 때 추정 수 체계(approximate

number system)를 따른다. 추정 수 체계는 베버의 비율제한1) 법칙을 따

른다(Barth et al, 2006). 이는 비교되는 수의 비율이 과제해결능력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antlon & Brannon, 2006). 신생아는 사물의 수가

0.33의 비율로 제시되었을 때 구별할 수 있었지만 0.5의 비율로 제시되었

을 때에는 구별하지 못했다(Izard et al., 2009). 10개월 된 영아는 0.67의

비율로 제시된 수를 구별할 수 있지만 0.8의 비율로 제시된 수는 구별할

수 없었다(Xu & Arriga, 2007). 추정 수 체계는 발달을 지속하여 6세 경

에는 0.83, 성인은 0.9의 비율로 제시된 수를 구별할 수 있었다(Halberda,

Mazzocco, & Feigenson, 2008). 이 연구들이 연령마다 다른 실험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쉽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 큰 수 표상은 점점 더 정교해지며(Barth et al., 2006; Wood

& Spelke, 2005) 비교되는 수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과제 해결 능

력은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Cantlon & et al., 2006). 추정 수 체계는

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상능력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수를 추정하여 표상

한다. 이때 수가 커질수록 오차가 커지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1) Weber의 법칙은 ∆   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는 자극의 강도를 의미하며 C

는 상수이다. 20kg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 4kg의 무게가 더해졌을 떄 이를 감지한다면 40kg의 무게

를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8kg이 증가해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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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변동 가능성(scalar variability)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Lipton et

al., 2003). 유아의 비상징 수 표상능력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수에 대한 표상이 추정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과제가 속한 영역에서 과제의 수준을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피험자의

과제 해결 능력의 한계치(upper limit)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에서는 제시되는 수의 비율을 다

르게 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과제 해결 능력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추정 수 체계의 주요 특징인 Weber의 법칙이 전조작기 유아의 수

비교나 연산과제 수행 시에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는 비상징 수 연산

능력이 이론 이론이 주장한 것처럼 타고난 일반적 규모체계의 지식을 발

달시킨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이와 함께 선천적 수 감각이 형

식적 수 학습 이후에 나타나는 상징 수 연산능력의 토대가 되는지를 살

펴볼 수 있다(Barth et al., 2005; Barth et al., 200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은 과제 내 제

시된 수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

과제에서 연령에 따라 유아가 수행할 수 있는 두 수의 비율이 어떠한지

에 대해 살펴보고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도 일반적 규모체계의

비율 제한(ratio limit)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공간적 수 표상능력

1)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개념

인간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두 수의 차이가 클수록 빠르고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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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은 거리효과(distance effect)의 개념은 두 물체를

비교할 때 물체 간의 거리가 멀수록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다는 공간 개

념에도 나타난다(Tversky, 2011). 이는 수를 비교할 때 정신적 수의 일

직선(mental number line)을 따라서 수의 위치를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 효과는 수가 점, 수단어, 숫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 경우

에도 나타났다(Brannon & Roitman, 2003; Dehaene, Dehaene-Lambertz,

& Cohen, 1998). 이러한 점에서 인간이 대상물로서의 수를 표상하는 방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수 표상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공간적 수 표상 가설은 수 인지(numerical cognition) 모델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공간적 수 표상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수를 표상할

때 공간을 활용하거나 수에 대한 내적 심상이 공간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de Hevia et al., 2009). 공간적 수 표상능력은 수의 서열 관계와 연산으

로 인해 수의 크기가 변화한 결과를 공간 상에서 특정 수의 위치나 위치

의 이동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oper, 1984). 즉, 수의 기수성

(cardinality)을 공간에서의 위치로 파악하여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상

대 수의 위치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화를 공간상의 이동으로 이해하며,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이동의 방향에 일관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간적 수 표상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배열(arrangement)의 개념과 이동(movement)의 개

념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존에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

분 배열 또는 이동 개념 중 한 가지 개념만을 반영하여 측정하였다.

성인이 수를 표상할 때 수를 공간으로 연결하고 공간상에 위치시킨다

는 것을 밝힌 증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Opfer et

al., 2010). 첫 번째 유형은 홀짝 판단 과제(parity judgment task)를 통해

숫자의 홀수와 짝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량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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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관한 실험이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명시적으로 처

리되지는 않지만 홀수 또는 짝수에 관한 지식이 정신적 수 배열 방향과

함께 의미론적 기억(semantic memory)에 저장되어 있다면 수의 표상이

과제 수행에 개입될 수 있다(Dehaene et al., 1993; Fias et al., 2005). 이

실험의 참여자들은 짝수와 홀수를 판단하고 해당규칙에 따라 왼쪽 키 또

는 오른쪽 키를 누르도록 하였는데 숫자가 작을 때에는 왼쪽 키를, 숫자

가 클 때에는 오른쪽 키를 누르도록 한 경우에 그 반대의 경우보다 반응

시간이 짧고 정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Dehaene등(1993)은 이 실험의 결

과를 통해 수량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간적으로 부호화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수와 공간의 좌-우 반응 관계를 공간-수 반응 연

합 효과(SNARC: Spatial-Numerical Association of Response Codes)라

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선분할 과제(line bisection task)에서 수량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Bogdanova, Neargarder, & Croin-Golomb, 2008; de

Hevia et al., 2009). 과제로 실시된 물리적 선 분할 과제(physical line

bisection task)는 제시된 선의 중심점을 찾는 과제이며, 정신적 수의 일

직선 분할 과제(mental number line bisection task)는 주어진 직선의 양

쪽에 숫자나 수량을 표시한 후 선의 중심선을 찾는 과제이다. 참여자들

은 물리적 선 중심 찾기와 정신적 수직선 중심 찾기에서 같은 방향적 편

향(bias)을 보였으며 숫자가 큰 쪽이나 점이 많은 쪽으로 직선의 중심점

이 치우쳐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물리적 수직선(physical number line)

이 정신적 수직선과 유사한 수량과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ogdanova & Cronin-Golomb, 2005). 선 분할 과제에서 선 양

쪽에 제시된 수량의 효과에 의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실험도 있었는데

선 양쪽에 제시된 수량이 적은 수량인 경우에는 왼쪽 편향을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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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량인 경우에는 오른쪽 편향을 보였다(Calabria & Rossetti, 2005;

Fischer, 2001).

공간적 수 표상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론은 정신적

수의 일직선(mental number line) 이론이다. 수 인지 분야에서 수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언어적-청각적 수(예: 이십 칠),

다른 하나는 시각적-아라비아 숫자(예: 27)다. 이 두 가지는 숫자가 정신

적으로 배열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아날로그적-수량인데 이것은 숫자에

대해 의미론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 표상은 비언어적

(non-verbal)이고 추정치(approximate)이며 공간적인 ‘정신적 수의 일직

선’을 따라 활성화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Dehaene et al., 2003).

여기서 정신적 수의 일직선이란 사람들이 마음 속에 떠올리는 수에 관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연구를 통해 그 형태가 자(ruler)에 가깝다는 것을 밝

혔다. 인간은 정신적 수의 일직선을 따라 공간으로 수를 표상하며, 오름

차순(ascending order)으로 더 작은 수는 왼쪽에 더 큰 수는 오른쪽에

위치시킨다(Dehaene, 1992; Hubbard et al., 2005; Restle, 1970). 정신적

수의 일직선 이론은 초기에 두 수의 가치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정신물리학적 효과에 의해 설명되었다(Moyer & Landauer, 1967). 첫 번

째는 거리 효과(distance effect)로 두 수를 비교할 때 두 수의 거리가 멀

수록 가까운 경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크기 효과(size effect)로 두 수의 간격이 일정할 때에는 수의 크

기가 작을수록 큰 경우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거리 효과와 크기 효과는 단속적 숫자의 비교에서 뿐만 아니라 연

속적 수량(예: 점 패턴), 다양한 자극(예: 시각과 청각)을 비교할 때에도

나타났다(Nuerk, Wood, & Willmes, 2005; Temple & Posner, 1998), 이

는 수직선이 추상적이고 감각통합적 수량에 대한 표상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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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량을 비교하는 능력은 동물이나 언어학습 이

전 영아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이므로(Antell & Keating, 1983; Starkey &

Cooper, 1980) 수의 일직선(number line)은 수를 비교하고 표상하기 위

해 선천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Spelke &

Dehaene, 1999). 이처럼 정신적 수의 일직선은 사람들이 수를 비교하거

나 간단한 연산을 할 때 내적 참조물로 쓰이기 때문에 정신적 수의 일직

선의 개념과 수를 처리하는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수학적 사고를 이해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발달 초기에 수학적 사고의 발달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적 수의 일직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정신적 수의 일직선은 선(line)을 따라서 더 멀리 있는 수를 더

큰 수로 해석하는 방향 표시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시한 수에

대한 위치를 표상하도록 해준다(Ginsburg, 1983). 아동은 이러한 과정에

서 정신적 수의 일직선의 방향에 따라 수의 서열을 이해하거나 비형식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2)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달

지금까지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형식적 수

학 학습이나 읽기 또는 쓰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다. 이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수의 일직선 추정 과제

(number line estimation task)를 실시하였는데 수의 일직선 상에서 제시

된 수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었다(Booth & Siegler, 2006, 2008;

Eberbach, Luwel, Frick, Onghena, & Verschaffel, 2008). 아동의 수 추

정은 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이해하고 있는 수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로그 형태에서 선형 형태에 가까워졌다(Siegler & Opfer, 200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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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초기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던 과제를 통해 SNARC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경우에도 SNARC

효과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Berch et al., 1999; van Galen et al., 2008) 유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고 하였다(White, Szűcs, & Soltész, 2012). 구체적으로 회색으로 변하

는 숫자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는 상자에 반응하도록 하는 회색 상자

감지 과제(gray box detection task)와 숫자가 짝수인지 또는 홀수인지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에 반응하도록 하는 홀짝 판단 과제(parity

judgement task)를 실시한 경우에는 8-9세가 될 때까지 SNARC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Berch et al., 1999; van Galen et al., 2008). 회색 상자

감지 과제(gray box detection task)와 홀짝 판단 과제(parity judgement

task)와 같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수량이 명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과제

와 다르게 수량이 명시적으로 처리되는 과제인 수량 판단 과제

(magnitude judgement task)는 앞의 두 과제를 실시한 경우보다 더 이

른 시기인 7세경에 SNARC 효과가 나타났다(van Galen et al., 2008). 이

처럼 과제의 유형에 따라 SNARC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수량이 명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과제인 경우에는 홀짝 판

단과 같은 인지적 처리를 위한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령이 낮은 아

동에게는 인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

가 성인에게 제시하였던 과제를 유아에게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징 기호

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가 해결하기에 제한점이 있었다(de Hevia et

al., 2009; van Galen et al., 2008).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학령기가 되어야 공간적

으로 수를 표상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언어 발달 이전 단계의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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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공간과 수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습관화(habituation) 절차를 사용하여 8개월 된 영아가 수의 서열과 공간

길이(length)의 서열을 연결하는데 민감성을 보였다(de Hevia et al.,

2010). 9개월 된 영아가 공간, 수, 시간에 대해 일반적 규모체계로 표상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Longo et al., 2010). 이러한 결과는 비상징 수

에 대한 공간적 표상의 초기 발달은 상징 수에 대한 공간적 표상의 발달

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Yang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유아는 시공간 과제(visuospatial task)에서 수를 공간으로 연결

하였다(de Hevia et al., 2009). 공간 찾기 과제(spatial search task)에서

는 4세 유아가 수가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증가하

는 방향으로 해당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 수량 정보를 활용하였다(Opfer

et al., 2010; Thompson & Opfer, 2011). 또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양

쪽에 비상징 수가 제시되어 있는 직선의 중심점을 찾는 과제(number

line bisection task)를 실시한 결과 성인과 유사하게 더 큰 수 쪽으로 중

심을 편향하여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 Hevia et al., 2009; Girelli,

Perrone, & Macchi Cassia, 2009). 유아가 수와 직선 길이, 그리고 밝기

정도(brightness level)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에서는 수와 직

선 길이는 잘 연결하였으며 직선 길이와 밝기는 부분적으로 연결하였고

수와 밝기를 연결하는 것을 실패하였다(de Hevia, Vanderslice, &

Spelke, 201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형식적 수 교육을 받기 전이나 언

어를 배우기 전 또는 상징 기호를 획득하기 전에도 공간적 수 표상능력

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이 수와 공간을 관련지어

사고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수를 표상하는데 공간을 활용하는지를 살펴

보지 않았다. 즉, 인간이 수와 공간을 관련지어 사고한다는 것과 공간적

으로 수를 표상한다는 것이 혼재되어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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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성인이 속한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적은 수를 왼쪽에 또는 많은

수를 오른쪽에 표상하는지 또는 선의 중심점 찾기 과제를 통해 중심선의

편향을 살펴보는 등 주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러나 학령기 이전 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는 공간 과제를 해결할 때 수

량 정보를 공간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수와 공간을 관

련지어 사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초기 발달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일반적 규모체계

에 의해 수와 공간을 관련지어 표상하며(de Hevia et al., 2012), 이후에

이러한 능력이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서 공간적으

로 수를 표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방향

성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에는 형식적 수 학습이나 읽기 또는 쓰기와 같은 문화적 경험

을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기원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사물의 묶음이나

가상의 이동과 같은 메타포 경험을 기원으로 보는 입장이 제안되었다.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공간적 수 표상은 학령기 이후에 나타나지만 후자

의 입장에 따르면 학령기 전 단계의 유아도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와 초기 발달 양상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령 전 유아를 대상으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 대한 개념이 성인과 어린 연령에게 다르게 적용되

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성인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 해당하는 개념을 유아

에게도 적용하여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살펴보되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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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서 방향성을 고려한 과제로는 Opfer 등(2010)의 수량화 과제

가 있다. Opfer 등(2010)의 수량화 과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

로 구체물의 수를 세고, 덧셈을 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구체물을 추가하

며, 뺄셈을 할 때 왼쪽 방향으로 구체물을 빼는 아동을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공간적 수 표상을 읽기 또는 글

쓰기 방향이나 자의 사용과 같은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방향으로 사

고하는지를 측정한다면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유아에게는 공간

적 수 표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de Hevia & et al., 2009). 따라서

유아가 미리 정해놓은 방향대로 수를 표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보다는

과제를 수행할 때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Opfer 등(2010)의 과제는 모든 과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과제를 해결하는 유아를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는 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유아를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한 뒤 집단

간 수 과제 해결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간적 수 표상능력

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de Hevia et al.,

2009) 집단을 이분화하여 이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점수화하여 발달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4. 공간적수표상능력이비상징수비교및연산능력에미치는영향

수 인지(numerical cognition) 분야는 인간의 수학적 사고의 발달을 연

구하기 위해 수 개념에 관심을 가져왔다. 기존에 수 인지에 관한 대부분

의 연구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prototypical counting numbers)에 집

중되었다. 특히 3이하의 작은 수의 사물을 개별화(individuation) 과정을



- 24 -

통해 정확히 판단하는 즉지하기(subitizing)와 추정 수 체계(approximate

number system)에 기반을 둔 4이상의 사물의 집합체를 수량으로 구별

하는 추정 수 변별 능력은 인간이 비인간 영장류와 공유하는 인지적 전

제조건이다(Piazza, Fumarola, Chinello, & Mehler, 2011). 수 인지는 큰

수의 이해, 연산과 같이 인간에게만 발달하는 복잡한 수 능력을 설명해

야 한다(Brannon, 2002).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인지적 전제조건으로는

인간에게만 발달하는 서열이나 연산과 같은 정교한 수 능력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인지적 전제조건은 초기 수 능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해해야 한다. 따라서 인지적 전제조건을 넘어서 발달하는 인간의 수 능

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기제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수학적 사고의 초기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아나 동

물을 대상으로 인지적 전제조건을 증명하거나 전조작기 유아가 가지고

있는 수 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Gallistel et al., 2005; Leslie et al.,

2008; Lourenco et al., 2010). 특히 전조작기 유아가 가지고 있는 수 능

력에 관한 연구들은 전조작기 유아의 수 능력을 과소평가한 Piaget의 주

장에 반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Piaget(1965)는 수학적 사고의 발달에

선행하는 논리수학적 지식(logico-mathematical knowledge)이 구체적 조

작기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조작기 유아는 수 과제를 수행하기

에 인지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신 Piaget학파

는 과제의 상황이나 조건을 달리하여 전조작기 유아가 수 과제 해결 능

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Barth et al., 2006; Barth et al., 2008;

McCrink et al., 2007).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수 능력의 한계치(upper limit)에 관심을 갖거나 이것에 기저하고 있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은 인지적 전제조건이 연산과

같은 복잡한 추론 구조를 획득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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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나타나는 비교 및 연산능력은 상징 수나 언어의 획득과 같은 문

화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Cohen & Dehaene, 2000; Pimperton &

Nation, 2010). 그러나 상징 수 학습 이전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

산능력은 이러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Lakoff

와 Núňez(2000)는 인간의 상상과 추상화 과정을 만드는 영역일반적

(general-domain) 인지기제로 개념적 메타포(conceptual metaphor)를 제

안하였다. 개념적 메타포는 기저하고 있는 근본 영역(예: 공간)의 추론적

구조를 추상적인 다른 목표 영역(예: 수)에 투영하는 것이다. 개념적 메

타포의 하위영역으로는 사물의 묶음(object collection)과 가상의 이동

(fictive motion)이 있다. 사물의 묶음 메타포는 사물을 모아 묶거나 덜어

내는 일상의 활동으로부터 수를 묶음(collection)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

한다(Núňez, 2011). 또한 가상의 이동은 수 과제를 해결할 때 경로(path)

에 기반 두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Lakoff et al., 2000). 메타포 이론

에 따르면 수(number)는 경로 상의 위치를 나타내며 더 크다는 것은 시

작점으로부터 더 멀리, 더 작다는 것은 시작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는 가장 작은 묶음(collection)을 나타내며 연산

기제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행위의 방향을 나타낸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 수를 묶음이나 공간 상의 위치로 개념화하면서 이러한 일상의 인지

기제의 논리를 추상적 개념인 수로 투영할 수 있다. 즉, 사물의 묶음과

가상의 메타포의 추리적 구조가 연산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때

제공되는 것이다. 인지적 전제조건이 수 비교와 연산능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적 메타포는 최근 발달심리학이나 신경

학 분야에서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Fischer, Castel,

Dodd, & Pratt, 2003; Hubbard et al., 2005). 연구자들은 개념적 메타포

가 수학적 사고를 하는 동안에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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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이 기제의 증거로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존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비상

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공

간적 수 표상능력의 존재를 밝히는 것과 함께 이것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에 기제가 실제로 연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덧셈

과 뺄셈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를 분석하였다(McCrink et al.,

2007; Pinhas et al., 2008). 덧셈의 경우에는 과잉 추정(over-estimation)

을 하고 뺄셈의 경우에는 과소 추정(under-estimation)하는 오류는 공간

적으로 수를 표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공간적 수

표상이 상징 수를 학습하기 전 단계에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기제가 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조작기 유아를 대상으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전조작기 유아

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양상과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이 연령과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에 따

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

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달양상을 살

펴보고 연령과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더불어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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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과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0.5, 0.67, 0.75)을

다르게 하여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이 유아의 연령(3, 4, 5

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유아의 공간적 수 표

상능력을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으로 나누어 각 하위영역의 발달양상이 연

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의 비상

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연령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은 연령(3, 4, 5세)과

수의 비율(0.5, 0.67, 0.7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

1-1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은 연령(3, 4, 5세)과 수의 비율(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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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0.7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은 연령(3, 4, 5세)과 수의 비율(0.5,

0.67, 0.7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배열능력, 이동능력)은 연령

(3, 4, 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연령, 공간적 수

표상능력(배열 능력, 이동 능력)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

력은 어떠한가?

3-1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연령, 배열 능력, 이동 능력이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2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연령, 배열 능력, 이동 능력이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수의 비율, 공간적

수 표상 능력(배열능력, 이동능력)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상징 수는 아라비아 숫자나 수 단어와 같이 기호로 표기된 수를 의미

하며, 비상징 수는 상징 기호가 포함되지 않은 자극의 형태로 수량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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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전달하는 수를 의미한다.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은 비상징 형태로 제시된 수를 비교하거

나 연산을 통한 변형의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Barth et al.,

2006).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자극의 수를 비교하여 수의

서열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은 ‘비상징 수 비교능력’으로, 제시되는 자극의

수를 더하거나 뺀 후의 결과를 추정하는 능력은 ‘비상징 수 연산능력’으

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수의 비율

비율(ratio)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어 비교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의 비율을 0.5, 0.67, 0.75로 조작적으

로 정의한다.

3) 공간적 수 표상능력(배열능력, 이동능력)

공간적 수 표상은 수를 표상할 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de

Hevia et al., 2009).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는 능력은 수를 공간상의 위

치로 이해하며, 수의 증감으로 인한 수 변화의 결과를 공간상에서의 위

치의 이동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oper, 1984).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공간에 여러 가지 수를 배열하거나 수의 변화로 인해 위치를 이

동시킬 때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을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하

위영역으로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이 있다. 이 연구에서 배열능력은 제시

된 수들을 크기 순서대로 큰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배열하는 능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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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동능력은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큰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적은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수의 위치

를 이동시키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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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계
3세 4세 5세

성별
남아 23 24 18 65

여아 17 18 23 58

계 40 42 41 123

Ⅳ. 연구방법 및 절차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연구문제에 맞게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

구도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

하며, 수집된 자료에 맞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의 연령, 수의 비율(0.5, 0.67, 0.75), 그리고 공

간적 수 표상능력에 따라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중류층 거주 지역 소재 어린이집 4곳에서 3, 4,

5세 유아 총 123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표Ⅳ-1> 연구대상의 성별과 연령

<표Ⅳ-1>에 제시되어 있듯이 전체 연구대상은 총 123명이었으며, 그

중 남아가 65명, 여아가 58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3세 유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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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아 23명, 여아 17명), 4세 유아 42명(남아 24명, 여아 18명), 5세 유

아 41명(남아 18명, 여아 23명)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월령은 3세 유아

가 43.65개월(SD=2.95), 4세 유아가 55.40개월(SD=3.44), 5세 유아가

66.63개월(SD=3.18)이었다.

연구자는 수학 학습지 경험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해 사전에 학부모 설문지를 통해 수학 학습지 경험이 없는 유아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살펴

본 연구에서 손잡이와 공간적 수 표상능력 간에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Dehaene et al., 1993) 예비조사에서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유아와 오른

손을 주로 사용하는 유아 간에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경향이 다르게 나

타났다. 따라서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유아는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배열과제와 이동과제는 수량의 많

고 적음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공간적 수 표상능력

과제를 실시하기 전에 유아에게 수량 카드를 보여주고 연구대상 유아가

수량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수량의 서

열 관계에 대한 이해가 2세 6개월경에 나타난다는 연구결과(Mix et al.,

2002)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유아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수량의 많고 적

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최종 1명만이 실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와 함께 연구자는 구체물 수세기를 실시하여 연구대상 유아가 언어나 인

지 발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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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1) 비상징 수 비교능력 측정도구

가. 비상징 수 비교과제의 구성과 도구 제작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Barth 등(2005)이 개발한 비상징 수 연산과제

(nonsymbolic arithmetic task)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비

상징 수 비교과제를 구성하였다. Barth 등(2005)이 개발한 비상징 수 연

산과제는 유아에게 상징 기호가 포함되지 않은 물체의 수를 시각적 자극

으로 제시하고 유아가 수의 서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와 덧셈, 뺄셈

과 같은 연산과정을 통해 수가 변화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한 과제이다. Barth 등(2005)은 과제에서 수를 제시할 때 비교되는

수의 비율을 0.57, 0.67, 0.8로 구성하여 수의 비율에 따라 5세 유아의 비

상징 수 연산과제 해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Barth 등(2005)의 비상징 수 연산과제 중에서 비교과제(comparison

task)를 실시하였으며 수의 범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3-12까지의 수로 정

하였다. 이 연구에는 Barth 등(2005)의 연구대상보다 어린 연령인 3, 4세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을 0.5, 0.67, 0.75로

조정하였다. 비상징 수 비교 과제는 각 비율별로 동일한 문제를 왼쪽 상

자에 들어가는 수와 오른쪽 상자에 들어가는 수를 바꾸어서 한번 더 제

시하였고2), 동일한 문제를 각각 영상물과 구체물의 형식으로 제시하였으

2) 더 큰 수를 왼쪽에 제시하는지 또는 오른쪽에 제시하는지에 따라 과제수행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Patro & Haman, 2012)에 따라 동일한 문제를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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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3) 각 비율별로 영상물 2문제, 구체물 2문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

로 비상징 수 비교과제는 0.5 비율과제 4문제(영상물 2문제, 구체물 2문

제), 0.67 비율과제 4문제(영상물 2문제, 구체물 2문제), 0.75 비율과제 4

문제(영상물 2문제, 구체물 2문제)로 총 12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비상징 수 비교과제의 자세한 내용과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상징 수 비교과제는 영상물과 구체물로 제작되었다. 영상

물 과제는 컴퓨터 화면에 검정색 구슬과 검정색 구슬이 들어가는 가로 9

㎝, 세로 6.5㎝의 검정색 상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구체물

과제를 영상물 과제와 동일한 크기의 구체물로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검

정색 두꺼운 도화지로 가로 9㎝, 세로 6.5㎝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 두

개를 만들어 가로 30㎝, 세로 21㎝의 하드보드지에 부착하였다. 구체물

과제에서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구슬은 영상물 과제에서 상자 안으로 들

어가는 구슬과 동일한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 반구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반구는 윤곽길이와 배열을 영상물 과제와 동일하게 하여 투명 필름지에

부착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윤곽길이(contour length)와 총 면적(total area)을 동일하게 하기 위

해 영상물 과제와 구체물 과제 모두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원형의 구슬

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어서 한번 더 제시하였다.

3) 과제제시방법에 따라 과제수행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Flavell, 1986; Flavell,

Green, & Flavell, 1989)에 따라 동일한 문제를 영상물과 구체물로 제시하였다.



- 35 -

<그림Ⅳ-1> 영상물로 제시한 비상징 수 비교과제

<그림Ⅳ-2> 구체물로 제시한 비상징 수 비교과제

나. 비상징 수 비교능력 측정절차

연구자는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영상물 과제의

경우 유아에게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화면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연구자

는 유아에게 검정색 상자 두 개가 놓여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다음 화

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상자 안으로 검정

색 구슬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연구자가 유아에

게 어느 상자 안에 구슬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검정색 상자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

는 화면을 보여주고, 다음 화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한 상자 안으로 들어

가고, 그 다음 화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검정색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화

면을 보여준다. 모든 구슬이 상자 안으로 들어간 후 연구자는 유아에게

어느 상자 안에 구슬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유아

가 더 많은 구슬이 들어간 상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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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자가 두 개

있어요

상자 안으로

구슬이 들어가요

상자 안으로

구슬이 들어가요

어느 상자에

구슬이 더 많이

들어 있나요?

구체물 과제는 영상물 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상물 과

제는 연구자가 컴퓨터상의 화면을 넘기면서 진행하였지만 구체물 과제는

영상물 과제에서의 모든 장면이 각각 구체물로 제작되었으므로 연구자가

제작한 도구를 한 개씩 넘기면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구체물 과제를

진행할 때 검정색 상자 안으로 구슬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

슬(반구)이 부착된 투명 필름지를 손으로 이동시켜 보여주었다. 과제의

진행 속도와 유아에게 주어진 반응 시간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구체물 과제를 진행할 때 영상물 과제와 진행 속도

및 반응 시간을 동일하게 맞춰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실험 전에 과

제에 대한 설명과 질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하여 영상물 과제와

구체물 과제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한

번의 연습문제로 유아에게 실험 절차를 설명해주고 이어서 영상물 과제

6문제와 구체물 과제 6문제를 연속으로 제시하였다.

비상징 수 비교능력 점수는 문제를 모두 맞힌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영상물과 구체물로 제시한 비상징 수

비교능력 총점은 영상물 과제 점수 6점과 구체물 과제 점수 6점을 합하

여 총 12점이었다. 비상징 수 비교과제 문항구성과 측정절차 및 채점기

준은 <그림 Ⅳ-3>과 <표Ⅳ-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3> 비상징 수 비교능력 측정도구-0.5 비율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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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비율 문항수 점수 제시된 수량

비교

0.5
구체물 2

0-4 3, 6
영상물 2

0.67
구체물 2

0-4 4, 6
영상물 2

0.75
구체물 2

0-4 6, 8
영상물 2

합계 12 0～12

채점기준
정답을 맞힌 경우는 1점

정답을 맞히지 못한 경우는 0점

<표 Ⅳ-2> 비상징 수 비교능력 과제 문항구성 및 점수

(2) 비상징 수 연산능력 측정도구

가. 비상징 수 연산과제의 구성과 도구 제작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McCrink 등(2007)의 비상징 수 연산과제를 연

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비상징 수 연산과제를 구성하였다.

Barth 등(2005)이 개발한 비상징 수 연산과제는 피험자가 덧셈, 뺄셈과

같은 연산과정 이후에 양쪽 상자에 들어간 점의 수를 비교하여 서열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과제는 연산과제와 비교과제가 혼합되어 있어서

수 비교능력과 독립적으로 연산능력만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상징 수 연산능력만을 살펴볼 수 있는 과제를 실시

하고자 했다. McCrink 등(2007)의 비상징 수 연산과제는 피험자가 덧셈

과 뺄셈 이후에 연산의 결과를 추정하여 제시된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도

록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에게 선택지는 세 가지로 제시되는데

0.5 비율과제에서는 실제추정량의 1/2배, 실제추정량, 실제추정량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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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량이 선택지에 제시되어 유아가 연산의 예상 결과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0.67 비율 과제에서는 실제추정량의 2/3배, 실제추정량, 실제추정량

의 3/2배의 수량이 제시되었으며, 0.75 비율과제에서는 실제추정량의 3/4

배, 실제추정량, 실제추정량의 4/3배의 수량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덧셈의 경우 수의 비율에 따라 0.5 비율과제 4문제(영상물 2문제, 구체물

2문제), 0.67 과제 4문제, 0.75 과제 4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뺄셈의 경

우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덧셈과제 12문제, 뺄셈과제 12문제

로 총 24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비상징 수 연산과제의 내용과 제작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징 수 연산과제는 영상물과 구체물로 제작되었

다. 연구자는 영상물 과제의 경우 컴퓨터 화면에 검정색 구슬과 검정색

구슬이 들어가는 가로 9㎝, 세로 6.5㎝의 검정색 상자 한 개로 구성하였

으며, 구체물 과제의 경우 영상물 과제와 동일한 크기의 구체물로 제작

하였다. 연구자는 검정색 두꺼운 도화지로 가로 9㎝, 세로 6.5㎝의 직사

각형 모양의 상자 한 개를 만들어 가로 30㎝, 세로 21㎝의 하드보드지에

부착하였다. 구체물 과제에서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구슬은 플라스틱 재

질 반구를 사용하여 영상물 과제에서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구슬과 동일

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반구는 윤곽길이와 배열을 영상물 과제와

동일하게 하여 투명 필름지에 부착하였다. 연구자는 영상물 과제와 구체

물 과제 모두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곽길

이(contour length)와 총 면적(total area)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상자 안

으로 들어가는 원형의 구슬과 선택지 상의 구슬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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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 영상물로 제시한 비상징 수 연산과제

<그림Ⅳ-5> 구체물로 제시한 비상징 수 연산과제

나. 비상징 수 연산능력 측정절차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영상물 과제는 컴퓨터로

제작한 화면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덧셈 과제에서 실험자는 유아에게 검

정색 상자가 놓여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다음 화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또 한번 검정색 구슬이 상자 안으로 들어갈 것이

라고 얘기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상자 안에 구슬이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검정색 상자가 놓여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다음 화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화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또 한번 검정색 상자 안으로 들어간다. 모든 구

슬이 상자 안으로 들어간 후 유아에게 검정색 상자 안에 구슬이 얼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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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들어갔는지를 제시된 선택지에서 골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하였

다. 뺄셈 과제에서 실험자는 유아에게 검정색 상자가 놓여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다음 화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가 연속으

로 검정색 구슬이 상자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얘기해주었다. 그리고 나

서 상자 안에 구슬이 얼마만큼 남아 있을지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설

명해주었다. 검정색 상자가 놓여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다음 화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화면에서 검정색 구슬이

검정색 상자 밖으로 빠져나간다. 구슬이 빠져나간 후 유아에게 검정색

상자 안에 구슬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제시된 선택지에서 골라 손가

락으로 가리키도록 하였다. 선택지는 정답보다 적은 수, 정답, 정답보다

많은 수인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물 과제는 영상물 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영상물 과

제는 컴퓨터 상의 화면을 넘기면서 진행하였지만 구체물 과제는 영상물

과제에서의 모든 장면을 각각 구체물로 제작하였으므로 실험자가 제작한

도구를 한 개씩 넘기면서 진행하였다. 구체물 과제에서 검정색 상자 안

으로 구슬이 들어가는 것은 구슬(반구)이 부착된 투명 필름지를 실험자

의 손으로 이동시켜 보여주었다. 진행 속도와 반응 시간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물 과제는 영상물 과제와 진행 속도와 반

응 시간을 동일하게 맞췄다. 또한 과제에 대한 설명과 질문 내용 역시

실험 전에 script를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하여 영상물 과제와 구체물 과

제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한 번의 연

습문제로 유아에게 실험 절차를 설명해주고 이어서 영상물 과제 12문제

와 구체물 과제 12문제를 연속으로 제시하였다. 비상징 수 연산과제 문

항구성과 측정절차 및 채점기준은 <그림 Ⅳ-6>, <그림 Ⅳ-7>과 <표Ⅳ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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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한 개

있어요

상자 안으로 구슬이

들어가요

상자 안으로 구슬이

또 들어가요

상자 안에는 구슬이

얼마만큼 있을지

골라보세요.

과제 비율 문항수 점수 제시된 수량

연산

0.5
구체물 덧셈 2

0-8
덧셈: 2+4=6(선택지: 3, 6, 12)

뺄셈: 8-4=4(선택지: 2, 4, 8)
뺄셈 2

영상물 덧셈 2

뺄셈 2

0.67

구체물

0-8
덧셈: 3+3=6(선택지: 4, 6, 9)

뺄셈: 10-4=6(선택지: 4, 6, 9)

덧셈 2

뺄셈 2
영상물

덧셈 2

뺄셈 2

0.75

구체물

0-8
덧셈: 5+7=12(선택지: 9, 12, 16)

뺄셈: 16-4=12(선택지: 9, 12, 16)

덧셈 2

뺄셈 2

영상물 덧셈 2

뺄셈 2

합계 24 0-24

채점기준
정답을 맞힌 경우는 1점

정답을 맞히지 못한 경우는 0점

상자가 한 개

있어요

상자 안으로 구슬이

들어가요

상자 안에서 구슬이

빠져나와요

상자 안에는 구슬이

얼마만큼 남아 있을지

골라보세요.

<그림 Ⅳ-6> 비상징 수 덧셈능력 측정도구-0.5 비율과제 예시

<그림 Ⅳ-7> 비상징 수 뺄셈능력 측정도구-0.5 비율과제 예시

<표 Ⅳ-3> 비상징 수 연산능력 과제 문항구성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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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수 표상능력

(1) 공간적 수 표상과제의 구성과 도구 제작

이 연구는 Cooper(1984)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개념을 토대로 유아

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를 재구성하였다. 공간적

수 표상능력은 수를 공간상의 위치로 이해하며, 수의 증감으로 인한 수

변화의 결과를 공간상에서의 위치의 이동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Cooper, 1984). 수를 공간상의 위치로 이해한다는 것은 주어진 수의 서

열을 비교할 때 상대 수의 위치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의

증감으로 인한 수 변화의 결과를 공간상에서의 위치의 이동으로 이해한

다는 것은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위치가 변화할 때 이동의 방향에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Cooper(1984)의 정의에 따

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두 가지 하위영역인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을 모두 살펴본

Opfer 등(2010)의 공간적 수 표상 과제를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새

롭게 구성하였다. Opfer 등(2010)은 공간찾기과제(spatial search task)와

수량화과제(quantification task)를 통해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는 집단

과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공간

적 수 표상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능력(de Hevia et al., 2009)이

라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피험자가 연구자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사고하는지를 측정하였으므로 읽기나 쓰기, 형식적 수 학습 경험이 부족

한 유아가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점수화하여 발달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유아가 과제

를 수행할 때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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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가 형식적 수 학습을 받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 수 표상과제는 아라비아 숫자나 수단어와 같은 상징 수가 아닌

비상징 수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공간적 수 표상 과제는 유아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제시된 공간에서 큰

수가 향하는 방향과 수의 배열 방향, 그리고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

른 이동 방향을 일관적으로 사고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제로 구성되

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수직공간과 수평공간에서 수세기방향을 알아본

후 각 공간에서 ‘배열과제’, ‘이동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과제별로 수직공

간에서 2문제, 수평공간에서 2문제를 제시하였으므로 배열과제 4문제, 이

동과제 4문제로 총 8문제의 공간적 수 표상과제로 구성되었다.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은 공간적 수 표상점수로 채점되었다. 따라서 공간적

수 표상 점수가 높다는 것은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 즉 유아가 정

신적 공간에서 수를 이해하고 표상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Ⅳ-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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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fer, Thompson, & Furlong(2010) 이 연구

배

열

과

제

<연구과제>

공간찾기과제(spatial search task)

<연구도구>

- 1부터 7까지의 상징 수와 그림이 그려진

카드들이 좌→우로 커지는 순서로 배열

된 카드와 우→좌로 커지는 순서로 배열

된 카드

- 일렬로 배열된 구체물

<연구절차>

- 유아에게 ★ 표시된 숫자 카드를 보여주

고 반대편에서 동일한 숫자에 그려진 그

림을 질문, 이때 좌→우 방향의 배열과

우→좌 방향의 배열과제 수행능력을 비

교하여 유아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

로 수가 커진다고 기대하는지를 측정

<연구과제>

배열과제

<연구도구>

- 1부터 10까지의 비상징 수 카드

- 비상징 수 카드를 배열할 수 있는 수평

공간과 수직공간

- 일렬로 배열된 구체물

<연구절차>

- 유아에게 일렬로 배열된 구체물을 세보

도록 하여 각 유아의 큰 수가 향하는 방

향을 측정

- 유아가 주어진 비상징 수 카드를 순서대

로 배열하는지를 측정

이

동

과

제

<연구과제>

수량화과제(quantification task)

<연구도구>

- 일렬로 배열된 구체물

<연구절차>

- 유아가 구체물 수세기를 할 때 왼쪽에

있는 구체물부터 오른쪽에 있는 구체물

순서로 사물을 세는지를 측정

- 유아가 더 큰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

른쪽 방향으로 구체물을 더하고 더 적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방향으로 구

체물을 덜어내는지를 측정

- 좌→우로 수를 세고 오른쪽 방향으로 구

체물을 더하고 왼쪽 방향으로 구체물을

빼는 유아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있는

유아로, 그렇지 않은 유아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없는 유아로 집단을 구분

<연구과제>

이동과제

<연구도구>

- 1부터 10까지의 비상징 수 카드

- 비상징 수 카드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

평공간과 수직공간

- 일렬로 배열된 구체물

<연구절차>

- 유아에게 일렬로 배열된 구체물을 세보

도록 하여 각 유아의 큰 수가 향하는 방

향을 측정

- 제시된 수가 커지는(적어지는) 경우에 어

느 쪽 방향으로 수가 이동할 것인지를

질문

- 공간적 수 표상 능력이 있는 집단과 없

는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점수화하여 측정

<표Ⅳ-4>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공간적 수 표상과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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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된 공간적 수 표상과제의 자세한 내용과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직 또는 수평 공간은 22.5㎝의 일직선이 그려진 종이(하

드보드지, 투명 필름지)로 제작되었으며, 비상징 수는 3㎝×3㎝ 크기의 필

름지 위에 1부터 10까지가 사각형 형태(square pattern)로 제작되었다.

유아가 수 카드를 보고 수의 많고 적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각형

한 개의 면적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였다. 즉, 수가 클수록 사각형 전체

면적은 커지기 때문에 유아가 수의 서열 관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수세기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름 2㎝의 원형 자

석이 하드보드지 위에 2㎝의 간격을 두고 배열되었다. 배열과제는 유아

가 일직선 위에 수 카드를 배열하는 것이므로 22.5㎝의 일직선이 그려진

하드보드지와 10개의 수 카드로 구성되었다. 이동과제는 22.5㎝의 일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수 카드를 놓을 곳, 기준점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기준이 되는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이동할 위치

를 유아가 손가락으로 고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모든 과제에서 22.5㎝

의 일직선이 그려진 하드보드지는 연구자가 수평 공간에서는 가로 방향

으로, 수직 공간에서는 세로 방향으로 놓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연구

과제는 아동학 전공 박사 5인과 대학원생 5인, 보육교사 5인을 통해 내

용타당도를 확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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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수세기 방향 측정도구(수평, 수직)

<그림Ⅳ-9> 배열과제(수평,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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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0> 이동과제(수평, 수직)

(2) 공간적 수 표상능력 측정절차

가. 수세기방향 측정

연구자는 큰 수가 향하는 방향에 관한 유아의 사고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가 배열과 이동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수직과 수평 공간에서 일렬로

나열된 사물의 수를 세보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유아가 사물을 한

개씩 짚어보며 세보도록 하되 수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큰 수가 향하는 방향(좌-우 또는 우-좌, 아래-위 또는 위-아래 여

부)만을 조사하였다. 수세기방향 측정 절차는 <표Ⅳ-5>와 같다.



- 48 -

도구 질문내용 비고

수세기 1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여기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네요. 몇 개나 있을까요?

OO가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만지면서 큰 소리로

세어보자.

수단어를 정확

하게 인지하는

지는 고려대상

이 아니며, 큰

수가 향하는

방향이 좌→우

또는 우→좌인

지와 아래→위

또는 위→아래

인지를 기록

수세기 2

<표Ⅳ-5> 수세기방향 측정

나. 배열과제

배열과제에서 연구자는 유아에게 수의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수 카드를

보여주고 유아가 카드에 제시된 수를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유아가 수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지와 함께 유

아가 수를 세는 과정에서 나타난 큰 수가 향하는 방향(좌-우 또는 우-

좌, 아래-위 또는 위-아래 여부)으로 수를 배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 과제에서 유아가 주어진 세 개의 수를 순서대로 배열하였고 배

열된 수의 방향이 유아가 수를 세는 과정에서 나타난 큰 수가 향하는 방

향과 일치한 경우에는 2점, 세 개의 수를 순서대로 배열하였으나 배열된

수의 방향이 유아가 수를 세는 과정에서 나타난 큰 수가 향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점, 세 개의 수를 순서대로 배열하지 못한 경

우에는 0점을 받게 된다. 배열과제는 수평과 수직 공간에서 각각 2문제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아는 수평 공간, 수직 공간 각각에서 0～4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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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문항수 점수 질문내용 비고

배

열

배

열

1

수직 1 0-2
(수 카드 세 장을 주며) 이 선
위에 이 친구들을 순서대로 놓아
보세요.

배열과제를 실

시하기 전에 수

카드 세 장 중

에 가장 많은

양의 카드와 가

장 적은 양의

카드를 고르도

록 하여 수의

많고 적음을 이

해하고 있는 유

아인지를 조사

수평 1 0-2

배

열

2

수직 1 0-2 (수 카드 한 장을 표시해둔 곳에
놓으면서) 이 친구의 자리는 여
기에요. (수 카드 두 장을 주며)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자리
는 어디인지 OO가 자리를 찾아
놓아보세요.

수평 1 0-2

점수 합계 0-8

채점기준

- 세 개의 수를 순서대로 배열하였으며, 큰 수가 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면 2점

- 세개의수를순서대로배열하였으나, 큰수가향하는방향과일치하지않으면1점

- 세 개의 수를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으면 0점

※ 수평 공간에서 과제가 끝나면 도구를 세로방향으로 돌려 수직 공간으로 변형한 후
다시 한 번 과제를 실시한다.

※ 수직 공간에서 과제가 끝나면 도구를 가로방향으로 돌려 수평 공간으로 변형한
후 다시 한 번 과제를 실시한다.

총 0～8점을 받게 된다. 배열과제의 문항구성과 측정절차 및 채점기준은

<표Ⅳ-6>에 제시되어 있다.

<표Ⅳ-6> 배열과제 문항구성 및 측정절차 및 채점기준

다. 이동과제

이동과제에서 연구자는 제시된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수의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에 관한 유아의 사고를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이 과제 또한 유아가 수를 세는 과정에서 나타난 큰 수가 향하

는 방향(좌-우 또는 우-좌, 아래-위 또는 위-아래 여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았다. 즉, 유아가 수가 증가하는 방향과 감소하는 방

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동시에 수가 증가할 때에는 큰



- 50 -

과제 문항수 점수 질문내용 비고

이

동

이

동

1

수직 1 0-2 (수 카드 한 장을 표시해둔 곳에
놓으면서)이것이 더 많아지면 이쪽
(왼쪽을 가리키며)으로 갈까요, 아
니면 이쪽(오른쪽을 가리키며)으로
갈까요?

(수 카드 한 장을 표시해둔 곳에
놓으면서)이것이 더 적어지면 이쪽
(왼쪽을 가리키며)으로 갈까요, 아
니면 이쪽(오른쪽을 가리키며)으로
갈까요?

이동과제를 실

시하기 전에

수 카드 세 장

중에 가장 많

은 양의 카드

와 가장 적은

양의 카드를

고르도록 하여

수의 많고 적

음을 이해하고

있는 유아인지

를 조사

수평 1 0-2

이

동

2

수직 1 0-2

수평 1 0-2

점수합계 4 0-8

채점기준

- 수가 증가하는 방향과 감소하는 방향이 반대방향이라는 것을 이해
하였으며, 수가 증가할 때에는 큰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수
가 감소할 때에는 적은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2점

- 수가 증가하는 방향과 감소하는 방향이 반대방향이라는 것을 이해
하였으나, 수가 증가할 때에는 큰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수
가 감소할 때에는 적은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면 1점

- 수가 증가하는 방향과 감소하는 방향이 반대방향이라는 것을 이해
하지 못하면 0점

※ 수평 공간에서 과제가 끝나면 도구를 세로방향으로 돌려 수직 공간으로 변형한 후
다시 한 번 과제를 실시한다.

※ 수직 공간에서 과제가 끝나면 도구를 가로방향으로 돌려 수평 공간으로 변형한
후 다시 한 번 과제를 실시한다.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수가 감소할 때에는 적은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2점, 수가 증가하는 방향과 감소

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으나 수가 증가할 때 큰 수

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경우(수가 감소할 때 적은 수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1점, 수가 증가하는 방향

과 감소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0점

을 받게 된다. 이동과제는 2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평 공간, 수직

공간 각각에서 0～4점씩 총 0～8점을 받게 된다. 이동과제 문항구성과

측정절차 및 채점기준은 <표Ⅳ-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7> 이동과제 문항구성과 측정절차 및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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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연구자는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과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

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구도구 구성 및 연구 설계를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도구 및 연구 설계를 수정 및 보

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예비조사

연구자는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 연구 설

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3세 유아 10명, 4세 유아 10명, 5세 유아 10명, 총 30

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수정된 연구도구 및 연구 설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016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3세 유아 10명, 4세 유아 10명, 5

세 유아 10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3세 유아도 낯선 실험자와 즐겁게 과제에 참

여하였고, 다음날 다시 다른 과제를 하려고 할 때 과제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예비조사에서도 유아는 3일에 나누어 과제를 수행

하였는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연속해서 모든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유아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유아가 3일에 나누어 과제를 수행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유아

당 3회의 면접을 실시하므로 피로효과와 연습효과의 발생을 배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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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시되는 순서를 유아마다 다르게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에서 응답시간을 통제하지 않았더니 5세 유아의 경우

수세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유아

가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수행할 때 수세기를 통해 해결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한 문항 당 4초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서울에 소재하는 중류층 지역의 어린이집 총 4곳을 2016년 1

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

와 훈련받은 실험자 1명이 실험을 하였으며, 오전 자유놀이 시간에 연구

대상 유아를 개별적으로 조용한 공간으로 불러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

였다. 모든 유아들은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 공간적 수 표상과제

(배열과제, 이동과제)에 모두 참여하였다. 유아가 공간적 수 표상 과제를

수행 할 때에는 유아와 실험자가 유아용 책상에 나란히 앉았으며 유아

정면에 공간적 수 표상 도구를 놓았다. 유아가 영상물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유아 정면에 노트북을 놓았으며 실험자는

유아의 오른편에 앉았다. 유아가 구체물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

를 수행할 때에는 실험자가 유아 정면에 앉았으며 구체물이 상자에 들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유아가 실험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

든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실험자는 유아에게 이름과 소속 반을 물어보며

라포를 형성한 뒤, 정해진 지시문에 따라 유아에게 과제를 간단하게 소

개하고 과제를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실험자는 유아의 점수를 바로

기록지에 작성하였다.

모든 유아는 세 번의 면접기회를 가졌으며 1회당 과제에 소요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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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과제 문항수 합계

첫째 날

① 배열과제

수직, 수평
4

8
② 이동과제

수직, 수평
4

둘째 날(2일 후)

③ 비상징 수 비교과제

영상물
6

12
④비상징 수 연산과제

영상물
6

셋째 날(2일 후)

⑤비상징 수 비교과제

구체물
6

12
⑥비상징 수 연산과제

구체물
6

간은 약 5분씩, 총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약 2일의 간격을

두고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과제제시순서는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6개 과제의 실시 순서의 예는 <표Ⅳ-8>와 같다.

<표Ⅳ-8> 실험 순서의 예

※ 6개의 과제 중 과제제시순서는 무작위로 배정되어 실험 실시 순서에

따른 효과를 통제함. 이에 유아에 따라 ‘배열과제’를 가장 먼저 수행할

수도 있고, ‘비상징 수 연산과제(구체물)’를 가장 먼저 수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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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18.0을 사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방

법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단일표본 t검정, 반복측정변량분석, F검정, 쌍

체 t검정,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

른 비상징 수 비교능력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살펴보았다.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과 우연

수준4)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비교능력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

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고, 수의 비율을 피험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연산능력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

다.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과 우연수준5)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수의 비율

에 따른 비상징 수 연산능력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하고, 수의 비율을 피험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서 연령과 수의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F 검정을 실시하여 단순주효과

4) 비교과제 성공률의 우연수준(성공률 50%)은 유아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수(2가지)

에 근거하여 추출됨.

5) 연산과제 성공률의 우연수준(성공률 33%)은 유아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수(3가지)

에 근거하여 추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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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공간적 수 표상 성공률과 우연수준6)과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공간

적 수 표상능력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았다. 연령에 따른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정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별 배열능력점수와 이동

능력점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쌍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배열과제 성공률의 우연수준(성공률 17%)은 3개의 수를 배열하여 나올 수 있는 경우

의 수(3!)에 근거하여 추출되었으며, 이동과제 성공률의 우연수준(33%)은 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향의 수(좌, 우, 이동X)에 근거하여 추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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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위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선정된 연구문제를 근거로 연구대상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과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서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비상징수비교및연산능력의발달

1)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의 발달

(1)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유아의비상징수비교성공률과우연수준의차이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평균 성공률은 <표Ⅴ-1>

과 같다. 3세 유아는 65.63∼83.75%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4세 유아는

82.14∼98.21%의 성공률을 보였고 5세 유아는 88.41∼100.00%의 성공률

을 보였다.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은 연령과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은 유아가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

이 높게 나타났으며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1이 가까워질수록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을 단일표본 t검정

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Ⅴ-1>과 같이 3, 4, 5세 유아는 모든 과제에

서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이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3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을 살펴보면, 과제 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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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수의 비율

0.5

M(SD)

0.67

M(SD)

0.75

M(SD)

3세 83.75(22.32) 78.75(27.47) 65.63(25.12)

t 9.56 6.62 3.93

4세 98.21(6.52) 94.05(15.43) 82.14(24.87)

t 47.95 18.50 8.38

5세 100.00(0.00) 98.17(6.59) 88.41(16.86)

t -7) 46.80 14.59

는 수의 비율이 0.5인 경우(t=9.56, p<.001)와 0.67인 경우(t=6.62, p<.001), 그

리고 0.75인 경우(t=3.93, p<.001)에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을 살펴보면,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0.5인 경우(t=47.95, p<.001)와 0.67인 경우(t=18.50, p<.001), 그리고 0.75인 경

우(t=8.38, p<.001)에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세 유아의 비상

징 수 비교 성공률을 살펴보면,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0.5인 경우와

0.67인 경우(t=46.80, p<.001), 그리고 0.75인 경우(t=14.59, p<.001)에 우연수준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Ⅴ-1>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성공률과 우연수준과의 단일표

본 t검정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3, 4, 5세 유아 모두 제시된 수의 서열관계를 이해해

7) 표준편차가 0이므로 t 값을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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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수의 비율

합계0.5 0.67 0.75

M(SD) M(SD) M(SD)

3세

(n=40)
3.35(.89) 3.15(1.10) 2.63(1.00) 9.43(2.16)8)

4세

(n=42)
3.93(.26) 3.76(.62) 3.29(.99) 11.17(1.03)

5세

(n=41)
4.00(.00) 3.93(.26) 3.54(.67) 11.46(.75)

평균

(n=123)
3.76(.60)9) 3.62(.80) 3.15(.98) 10.70(1.68)

야 하는 경우 우연수준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세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수를 비교하는 능력이 나타나 이후에 발달을

지속한다는 선행연구결과(Mix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5세 유

아의 경우 0.5 비율과제에서 평균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5세 유

아가 0.5의 비율로 제시된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인지적으로 제약이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점수

연령과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

력점수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각 비율별 비상징 수 비교능력점

수는 <표Ⅴ-2>와 같다. 연령이 높은 유아일수록 비상징 수 비교능력 점

수가 높았다. 3, 4, 5세 유아는 비상징적으로 제시된 수의 서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수의 비율별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점수는 제시

되는 두 수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졌다.

<표Ⅴ-2>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비교능력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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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간
연령 41.01 2 20.51

24.98

오차 98.52 120 .82

피험자내

수의 비율 24.97 2 12.48 30.26

연령×수의 비율 .73 4 .18 .44

오차 99.01 240 .41

구체적으로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이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수의 비

율에 따른 비상징 수 비교능력점수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Ⅴ-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아의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Ⅴ-3>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비교능력 반복측정변량분석

p<.001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4.98, df=2, 120, p<.001). 이에 따라 어

느 하위영역 간에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세 유아는 4, 5세 유아와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차이가 있

었으며 4세 유아와 5세 유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세 유아의 평균점수(M=9.43, SD=2.16)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4세 유아의

평균점수(M=11.17, SD=1.03)와 5세 유아의 평균점수(M=11.46, SD=.75)

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Ⅴ-2> 참고). 이러한 결과는 수(numerosity)에

8)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서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Scheffé 사후검정

9)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서 수의 비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Scheffé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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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비교능력이 2.5세에서 3세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

(Mix et al., 2002) 결과와 유사하며 4세에 급격히 발달하여 5세경에는

안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세는 제시된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윤곽길이와 총 면적과 같은 연속 변수를 배제하고 개별 수(discrete

number)에 근거하여 서열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시기인데 반

해, 4세는 비상징 수 비교능력이 점차 안정화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수의 비율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수의 비율에

따라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0.26 df=2, 120,

p<.001). 이에 따라 어느 하위영역 간에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0.5 비율과제, 0.67 비율과제, 0.75 비율

과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0.5 비율과제에서의 평균점수는

3.76점(SD=.60)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0.67 비율과제에서의

평균점수는 3.62(SD=.80)점, 그리고 0.75 비율과제에서의 평균점수는

3.15(SD=.98)로 가장 낮았다(<표Ⅴ-2>참고). 이러한 결과는 비교하는 수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과제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결과

(Barth et al., 2008; Izard & Dehaene, 2008; Xu & et al., 2000)와 일치

한다. 지금까지 수의 비율에 따른 과제수행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영아를 대상으로 제시된 집합체 간에 수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는지를 살펴본 연구였다(Izard et al., 2009; Xu et al., 2000).

결과적으로 수 분별능력에 나타난 비율제한(ratio limit) 특성이 수를 비

교하여 서열을 판단하는 능력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타고난 수 분별능력

이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수 비교능력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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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의 발달

(1)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유아의비상징수연산성공률과우연수준의차이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 평균 성공률은 <표Ⅴ-4>

와 같다. 3세 유아는 14.29∼31.25%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4세 유아는

18.75∼50.00%의 성공률을 보였고 5세 유아는 27.44∼69.21%의 성공률을

보였다.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은 연령과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

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은 유아가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1이 가까워질수록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을 단일표본 t검정

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Ⅴ-4>와 같이 3, 4, 5세 유아는 과제 내 제

시되는 수의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을 살펴보면, 과제 내 제시되

는 수의 비율이 0.5와 0.67인 경우에는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0.75인 경우(t=-7.37, p<.001)에는 우연수

준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4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을 살펴보

면,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0.5인 경우(t=4.74, p<.001)에는 우연수준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0.67인 경우에는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0.75인 경우에는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6.02, p<.001).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을 살펴보

면,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0.5인 경우(t=10.53, p<.001)와 0.67인 경우

(t=9.18, p<.001)에는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0.75인 경우에는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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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수의 비율

0.5

M(SD)

0.67

M(SD)

0.75

M(SD)

3세 31.25(16.75) 27.81(18.01) 14.29(16.47)

t -.66 -1.82 -7.37

4세 50.00(23.26) 35.71(24.16) 18.75(14.98)

t 4.74 .73 -6.02

5세 69.21(22.03) 63.72(21.43) 27.44(23.09)

t 10.53 9.18 -1.54

<표Ⅴ-4>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 성공률과 우연수준과의 단일

표본 t검정

p<.00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비상징 수 연산능력은 4세 이후에 나타나기 시

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2.5세에서 3세 사이에

나타난다고 하였던 선행연구 결과(Mix et al., 2002)와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에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과제에서 총

면적이나 윤곽길이 등의 연속변수를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다. 유아는 연

속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할 때 수에 근거하기보다는 총면적

이나 윤곽길이와 같은 연속변수에 근거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없다. 즉, 3세 유아의 경우 덧

셈과 뺄셈으로 수가 변화한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측정방법에 따라 수

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산 이후의

결과에 대해 서열 관계를 판단하도록 하는 과제가 아닌 연산의 결과를

추정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살펴보기 위

한 과제들은 비상징 수 비교과제와 혼합된 형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이 연

구에서와 같이 연산의 결과를 추정하는 형태의 과제보다 유아가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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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수의 비율

합계0.5 0.67 0.75

M(SD) M(SD) M(SD)

3세

(n=40)
2.50(1.34) 2.23(1.44) 1.50(1.20) 6.23(2.69)10)

4세

(n=42)
4.00(1.86) 2.86(1.93) 1.14(1.32) 8.00(3.96) 

5세

(n=41)
5.54(1.76) 5.10(1.71) 2.20(1.85) 12.83(3.77)

평균

(n=123)
4.02(2.07)11) 3.40(2.10) 1.60(1.53) 9.03(4.48)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면적이나 윤곽길이 등의 연속변수를 배제하

고 덧셈과 뺄셈으로 인한 수의 변형의 결과를 수(numerosity)에 근거하

여 추정하는 비상징 수 연산능력은 4세 이후에 나타나 발달을 지속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조작기 유아가 기초연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연산과제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Piaget(1965)

의 주장과 차이가 있으며, 전조작기 유아도 연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한 신Piaget학파의 주장과 일치한다(Goldbeck &

Beckmann, 2004).

(2)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점수

과제로 제시되는 수의 비율간 연령에 따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

점수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각 비율별 비상징 수 연산점수는

<표Ⅴ-5>와 같다. 연령이 높은 유아일수록 비상징 수 연산능력점수가

높았다. 수의 비율별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점수는 선택지에 제시되

는 수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졌다.

<표Ⅴ-5>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연산능력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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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간
연령 317.03 2 158.52

38.13
오차 498.93 120 4.16

피험자내

수의 비율 381.61 2 190.81 101.18

연령×수의 비율 79.14 4 19.79 10.49

오차 452.58 240 1.89

구체적으로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연산능력점수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

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Ⅴ-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아

의 연령에 따른 주효과, 수의 비율에 따른 주효과 및 연령과 수의 비율

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Ⅴ-6>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연산능력 반복측정변량분석

p<.001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3, 4, 5세 유아의 연령에 따라 비상징

수 연산능력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8.13, df=2, 120, p<.001).

이에 따라 어느 하위영역 간에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3, 4, 5세 모든 연령에서 비상

징 수 연산능력에 차이가 있었다(<표Ⅴ-5> 참고). 3세 유아(M=.6.23,

SD=2.69)의 점수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4세 유아의 점수가 낮았으며

(M=8.00, SD=3.96), 5세 유아(12.83, SD=3.77)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나 연령이 높은 유아일수록 비상징 수 연산능력점수가 높았다.

다음으로 수의 비율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수의 비율에 따라 비상

10)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서 연령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Scheffé 사후검정

11)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서 수의 비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Scheffé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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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연산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01.18, df=2, 120, p<.001)

(<표Ⅴ-6> 참고). 수의 비율에 따른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정 결과는 0.5 비율과제, 0.67 비율과제, 0.75 비율과제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0.5 비율과제에서의 평균점수(M=4.02, SD=2,07)가 가

장 높고 다음으로 0.67 비율과제에서의 평균점수(M=3.40, SD=2,10)가 높았

으며, 0.75 비율과제에서의 평균점수(M=1.60, SD=1.53)가 가장 낮았다

(<표Ⅴ-5>참고). 이러한 결과는 비교하는 수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

록 과제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Barth et al., 2005)와 일치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상징 수 연산과제를 선택지를 세 가지로 하여 연

산의 결과를 추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선택지 간의 수의 비율이 과제수행

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에 존재하는 일반적 규

모체계의 비율제한 특성이 연산의 결과를 추정하는 비상징 수 연산능력

에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서 유아의 연령과 수의 비율 간

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탐색

하기 위해서 F 검정을 통해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그

림Ⅴ-1>와 <표Ⅴ-7>과 같다.

<그림Ⅴ-1>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서 연령과 수의 비율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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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수의 비율 평균(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é

3세

0.5 2.50(1.34)

21.35 2 10.68 7.39

a

0.67 2.23(1.44) a

0.75 1.14(1.32) b

4세

0.5 4.00(1.86)

173.71 2 86.86 46.98

a

0.67 2.86(1.93) b

0.75 1.50(1.20) c

5세

0.5 5.54(1.76)

270.36 2 135.18 57.43

a

0.67 5.10(1.71) b

0.75 2.20(1.85) b

수의비율 연령 평균(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é

0.5

3세 2.50(1.34)

186.73 2 93.33 33.33

a

4세 4.00(1.86) b

5세 5.54(1.76) c

0.67

3세 2.23(1.44)

185.75 2 92.88 31.69

a

4세 2.86(1.93) a

5세 5.10(1.71) b

0.75

3세 1.14(1.32)

23.69 2 11.84 5.39

a

4세 1.50(1.20) ab

5세 2.20(1.85) b

<표Ⅴ-7>연령과수의비율의상호작용효과에따른비상징수연산능력단순주효과분석

p<.01, p<.001

3세 유아는 연산과제에서 수의 비율에 따른 점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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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0.5, 0.67, 0.75 비율과제 모두에서 3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3세

유아가 0.5. 0.67, 0.75의 비율로 제시된 비상징 수 비교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산의 결과를 추정하는 능력은 수의 서열관

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 이후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4세 유아

는 연산과제에서 0.5, 0.67, 0.75 과제 모두에서 점수 차이가 나타났는데

(F=46.98, df=2, 120, p<.001), 0.5 비율과제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0.67, 그리고 0.75 비율과제에서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5세

유아는 연산과제에서 0.5 비율과제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0.67 비율

과제와 0.75 비율과제 간의 점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57.43,

df=2, 120, p<.001). 이러한 결과는 수의 비율이 비상징 수 표상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결과(Barth et al., 2008)와 일치한

다. 특히 0.75 비율과제에서는 3, 4, 5세 모두 비상징 수 연산점수가 급격

히 감소했으며 3세와 4세의 점수, 그리고 4세와 5세의 점수가 유사한 수

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0.5 비율과제와 0.67 비율과제의 수행이 가

능했던 5세 유아의 경우에도 0.75 비율과제에서는 수행능력이 급격히 떨

어져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산의 결과를 추정할 때 0.75

의 비율로 제시된 과제는 전조작기 유아 단계에서 해결하기에 인지적으

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상징 수 연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연산 기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발달에 적절한 비율로 수를 제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간적 수 표상능력(배열능력 , 이동능력)의 발달

1)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 성공률과 우연수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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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

배열

M(SD)

이동

M(SD)

3세
30.94

(22.47)

30.63

(33.73)

t 3.92 -.45

4세
60.71

(27.13)

50.60

(29.98)

t 10.44 3.80

5세
74.39

(21.64)

59.14

(30.49)
t 16.98 5.49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 성공률은 <표Ⅴ-8>과 같다. 3세

유아는 30.63～30.94%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4세 유아는 50.60～60.71%

의 성공률을 보였고 5세 유아는 59.14～74.39%의 성공률을 보였다. 유아

의 공간적 수 표상 성공률은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즉, 3, 4, 5세 유아의 배열과제에서의 공간적 수 표상 성공률이 이

동과제에서의 성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 성공률과 우연수준을 단일표본 t검

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Ⅴ-8>과 같이 4세와 5세 유아는 배열

과제와 이동과제 성공률이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반면 3세 유아는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 성공률을 살펴보면, 배

열의 경우(t=3.92, p<.001)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의 경우는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Ⅴ-8> 3, 4, 5세유아의공간적수표상성공률과우연수준과의단일표본 t검정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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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3세 유아의 경우 수가 감소 또는 증가하였을 때 수의

이동방향에 대해 우연수준의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배열 과제의 경우 3세 유아도 우연수준보다 높은 공간적 수 표상 성공률

을 보였다. 즉, 3세 유아의 경우 제시된 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위치

로 표상하는 능력이 발달하기는 하지만, 제시된 수가 변화하였을 때 일관

된 방향성을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은 다소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

다. 반면 4, 5세의 경우 공간적 수 표상 능력이 하위영역에 관계없이 안정

적인 발달을 보였다.

2)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

유아의 연령과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에 따른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와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표Ⅴ-9>과 같다.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전반적인 양상은 연령

이 높은 유아일수록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가 높았다. 3세 유아의 평균

점수는 4.93점(SD=.57), 4세 유아의 평균점수는 8.91점(SD=.55), 5세 유아

의 평균점수는 10.68점(SD=.56)이었다.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배열과제 평균점수

는 4.45점(SD=2.39), 이동과제 평균점수는 3.76점(SD=2.67)로 배열과제에

서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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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배열 Scheffé 이동 Scheffé 총합 Scheffé

3세(n=40) 2.48(1.80) a 2.45(2.70) a 4.93(.57) a

4세(n=42) 4.86(2.17) b 4.05(2.40) b 8.91(.55) b

5세(n=41) 5.95(1.73) c 4.73(2.44) b 10.68(.56) c

전체M(SD) 4.45(2.39) 3.76(2.67) 8.20(4.29)

<표Ⅴ-9> 연령에 따른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

연령에 따라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39, df=2, 120, p<.001). 이에 따라 어느

연령 간에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

다. 사후검정 결과,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는 3세의 평균점수(M=4.93,

SD=.57)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4세의 평균점수(M=8.91, SD= .55)가

높았으며 5세의 평균점수(M=10.68, SD=.5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Ⅴ-9>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이해하는 수

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Booth & Siegler, 2006; Siegler & Opfer, 2003)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3, 4, 5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점수가 모든 과제에서 유

의한 연령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공간적 수 표상

능력이 학령기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Berch et al., 1999; Van

Galen et al., 2008)을 수정하도록 제안한다. 즉, 유아는 형식적 수 학습

을 받기 전에도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할 수 있으며, 3세에서 5세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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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배열 이동 paired-t

3세(n=40) 2.48(1.80) 2.45(2.70) .05

4세(n=42) 4.86(2.17) 4.05(2.40) 2.15

5세(n=41) 5.95(1.73) 4.73(2.44) 3.05

M(SD) 4.45(2.39) 3.76(2.67) 2.85

적 수 표상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의미한다.

전조작기 유아가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Opfer 등

(2010)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수 표상과제를 실시하여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결

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전조작기에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Opfer 등(2010)의 연구에서 실시한

과제는 연속적인 발달을 살펴볼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표Ⅴ-10> 연령별 배열능력점수와 이동능력점수 간 차이

p<.05, p<.01

다음으로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Ⅴ-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배열과제

와 이동과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85, p<.01). 배열과제에서

의 평균점수(M=4.45, SD=2.39)가 이동과제에서의 평균점수(M=3.76,

SD=2.67)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 상에 수를 배열하는 능력이

수의 크기가 변화하였을 때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Lakoff 등(2000)의 메타포 경험

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다. 사물의 묶음의 크기를 수의 크기로 비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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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묶음 메타포는 경로를 따라 수가 이동하는 것으로 연산을 비유한

가상의 이동 메타포보다 더 이른 시기에 발달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

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Nunez, 2011; Opfer et al., 2010).

또한 유아가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 간에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

은 기존에 두 가지 능력 중 한 가지 능력만을 공간적 수 표상능력으로

보거나(Thompson et al., 2011) 두 가지 능력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고

혼합하여 측정한 선행연구결과(Opfer et al., 2010)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 간에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 유아는

하위영역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세 유아(t=2.15, p<.05)와 5세 유

아(t=3.05, p<.01)의 경우에 배열과제점수와 이동과제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세와 5세 모두 배열과제에서의 점수가 이동과제에서

의 점수보다 높았다. 또한 배열과제점수와 이동과제점수 간 차이는 연령

이 높은 유아가 연령이 낮은 유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조작기

내에서 배열능력과 이동능력 간에 발달 속도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하위영역인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은 3

세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배열능력은 이동능력에 비해 빠른 속

도로 발달하여 5세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된다. 이에 반해 이동

능력은 4세에서 5세 사이에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며, 이동능력의 높은

수준으로의 발달은 전조작기를 지나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 수 표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포 이론

(Lakoff et al., 2000) 중 이동 메타포는 수의 증감에 따른 경로 상의 이

동을 상상하여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조작기 유아가 정확히 과

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가 구체적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사고 없이 사용될 때 3-5세 아동이 해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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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Piaget의 관점(Hughes, 1986)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공간적수표상능력이비상징수비교및연산능력에미치는영향

비상징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비

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을 종속변수로, 유아의 연령, 공간적 수 표상능

력(배열, 이동)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정도

를 나타내는 변량팽창계수(VIF)를 확인하고,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검

토하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검토하였다.

1)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었다. 우선 유아의 비상

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연령, 공간적 수 표상능력

(배열능력, 이동능력)을 독립변인으로, 비상징 수 비교능력(0.5 비율과제)

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모형의 VIF는 독립변인별

로 1.26～1.7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지수

는 2.26으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이 회귀모

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12).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비상징 수 비

12) VIF는 1에 근접할수록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가진 것이다. Durbin-Watson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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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12.46, df=3, 119, p<.001) 비상징

수 비교능력 총변화량의 22%가 연령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Ⅴ-11>와 같이 과제로 제시된 수의 비율이 0.5인 과제에서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연령(t=2.89,

p<.0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과 정적인 관계

에 있으며(β=.29), 연령이 높으면 비상징 수 비교능력이 높다.

다음으로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연

령, 공간적 수 표상능력(배열능력, 이동능력)을 독립변인으로, 비상징 수

비교능력(0.67 비율과제)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모

형의 VIF는 독립변인별로 1.26～1.7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지수는 2.35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까운 수

준이어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

인은 비상징 수 비교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14.18, df=3,

119, p<.001) 비상징 수 비교능력 총변화량의 25%가 연령과 배열능력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Ⅴ-11>와 같이 제시된 수의 비율이 0.67인 과제에서 유아의 비상

징 수 비교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배열능력(t=3.46,

p<.01)과 연령(t=2.10, p<.05)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

(0.67 비율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배열능력,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배열능력은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β=.36), 배열능력 점수가 높으면 비상징 수 비교능

력이 높다. 둘째, 연령은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

으며(β=.21), 연령이 높으면 비상징 수 비교능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수의 서열관계를 이해하고 배열하는 능력이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2에 가까울수록 잔차 간의 자기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독립

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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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방향을 이해하는 능력보다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더 크게 영

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특정 수의 위치가 다른 수의 어느 쪽 방

향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수의 서열 관계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준다

고 밝힌 Cooper(1984)의 주장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연령, 공간적 수 표상능력(배열능력, 이동능력)을 독립변인으로, 비상징

수 비교능력(0.75 비율과제)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모형의 VIF는 독립변인별로 1.26～1.7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

며, Durbin-Watson 지수는 2.06으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까

운 수준이어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

립변인은 비상징 수 비교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8.72, df=3,

119, p<.001) 비상징 수 비교능력 총변화량의 16%가 공간적 수 표상능

력(배열능력)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Ⅴ-11>와 같이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0.75 비율과제)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배열능력(t=2.26, p<.05)으로 나타났다.

배열능력은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β=.25),

배열능력 점수가 높으면 비상징 수 비교능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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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독립변인 B β t R F

비

상

징

수

비

교

능

력

0.5

과제

배열 .04 .18 1.68

.22 12.46
이동 .03 .13 1.48
연령 .19 .29 2.89

상수 .76 3.44

0.67

과제

배열 .10 .36 3.46

.25 14.18
이동 .00 .02 .20

연령 .17 .21 2.10

상수 .55 2.08

0.75

과제

배열 .08 .25 2.26

.16 8.72
이동 .02 .07 .72

연령 .18 .19 1.85

상수 .13 .38

<표Ⅴ-11> 수의비율별비상징수비교능력에대한독립변인의상대적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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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비율별로 비상징 수 비교능력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낮은 0.5 비율과제에서는 독립

변인 중 연령만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었지만, 비율이 0.67로 높아졌을 때

에는 배열능력이 연령과 함께 비상징 수 비교과제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때에는 연령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보다

배열능력이 과제 수행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 0.5 비율과제

와 0.67 비율과제의 수행능력을 비교할 때 거리효과(distance effect)가

나타났다. 0.5 비율과제는 거리효과로 인해 3-5세 유아가 해결하기에 인

지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0.5 비율과제에서는

다른 요인보다 연령으로 인한 효과가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0.67 비율과제에서는 0.5 비율

과제에 비해 비교하는 두 수의 차이가 적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효과 외에 정신적 수의 일직선상에 수를 일정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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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하는 능력이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0.75 비율과제에서는 배열능력만이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었고 연령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0.5 비율과제와 0.67 비율과제의

수행능력에 연령이 영향을 주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3-5세 유아의

경우 0.75의 비율로 제시된 수의 서열을 판단하기에는 인지적으로 제약

이 있지만 배열능력이 높은 유아의 경우에는 0.75 비율과제와 같이 높은

표상 수준을 요구하는 수 비교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었다. 우선 유아의 비상

징 수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연령, 공간적 수 표상능력

(배열능력, 이동능력)을 독립변인으로, 비상징 수 연산능력(0.5 비율과제)

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모형의 VIF는 독립변인별

로 1.26～1.7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지수

는 1.85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이 회귀모형

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비상징 수 연산능

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37.00, df=3, 119, p<.001) 비상징 수

연산능력 총변화량의 47%가 연령과 배열능력, 이동능력에 의해 설명되

고 있다.

<표Ⅴ-12>와 같이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0.5 비율과제)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연령(t=4.91, p<.001), 배열능력(t=2.35,

p<.05), 이동능력(t=3.43, p<.01)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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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 이동능력, 배열능력 순으

로 나타났다. 첫째, 연령은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β=.41), 연령이 높으면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높다. 둘째, 배열능

력은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β=.20), 배열능

력이 높으면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높다. 셋째, 이동능력은 유아의 비상

징 수 연산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β=.25), 이동능력이 높으면 비상

징 수 연산능력이 높다.

다음으로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연

령, 공간적 수 표상능력(배열능력, 이동능력)을 독립변인으로, 비상징 수

연산능력(0.67 비율과제)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모

형의 VIF는 독립변인별로 1.26～1.7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지수는 2.03으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은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29.67, df=3,

119, p<.001) 비상징 수 연산능력 총변화량의 41%가 연령과 배열능력,

이동능력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Ⅴ-12>과 같이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0.67 비율과제)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연령(t=3.76, p<.001), 배열능력(t=2.16,

p<.05), 이동능력(t=3.85, p<.001)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 이동능력, 배열능력 순

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령은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과 정적인 관계

에 있으며(β=.33), 연령이 높으면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높다. 둘째, 배열

능력은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β=.20), 배열

능력이 높으면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높다. 셋째, 이동능력은 유아의 비

상징 수 연산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β=.30), 이 능력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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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높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연령, 공간적 수 표상능력(배열능력, 이동능력)을 독립변인으로, 비상징

수 연산능력(0.75 비율과제)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모형의 VIF는 독립변인별로 1.26～1.7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

며, Durbin-Watson 지수는 1.95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은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F=7.06, df=3,

119, p<.001) 비상징 수 연산능력 총변화량의 13%가 이동능력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표Ⅴ-12>과 같이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0.75 비율과제)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이동능력(t=3.38, p<.001)으로 나타났다.

이동능력은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β=.32),

이동능력이 높을수록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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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독립변인 B β t R F

비

상

징

수

연

산

능

력

0.5

과제

배열 .10 .20 2.35

.47 37.00
이동 .12 .25 3.43

연령 .61 .41 4.91

상수 -2.12 -5.05

0.67

과제

배열 .09 .20 2.16

.41 29.67
이동 .13 .30 3.85

연령 .45 .33 3.76

상수 -1.75 -4.31

0.75

과제

배열 .01 .05 .47

.13
7.06

이동 .07 .32 3.38

연령 .06 .08 .80

상수 -.33 -1.32 -1.32

<표Ⅴ-12> 수의 비율별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대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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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비율별로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0.5 비율과제와

0.67 비율과제에서는 연령과 함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하위영역인 배

열능력과 이동 능력이 모두 연산과제수행에 영향을 주었다. 이때 이동능

력이 배열능력에 비해 연산과제수행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이동방향을 이해하는 능력이 수의

서 관계를 이해하고 배열하는 능력보다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연산능력이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는 가상의 이동 메타포를 통해 발달한다고 주장한 Núňez(2011)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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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한다. 또한 이는 특정 수가 변화하였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연산(덧셈, 뺄셈)으로 인한 수 변화의 결과를 이

해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밝힌 Cooper(1984)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가장 높은 0.75 비율과제에서는 이동능

력만이 과제수행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표상수준의

과제수행에 연령과 배열능력이 함께 영향을 주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0.75의 비율로 제시된 연산과제는 연령으로 인한 발달적 변화만으

로는 3-5세 유아가 해결하기에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적 인

지기제로 공간적 수 표상의 하위영역인 이동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비상징 수 비교과제와 비상징 수 연산과제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공

간적 수 표상능력의 하위영역별로 수 표상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비교과제의 경우에는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 중에 배열능력만

이 영향을 주었으나 연산과제의 경우에는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이 모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수의 연산과정을 이해하고 연산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수의 서열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결과(Gelman & Gallistel, 1978; Siegler & Liebert, 1974;

Sopian, 2007)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수를 정신적 공간에 배열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능력은 점차 정교해진다. 또한

정신적 공간상에 배열된 수를 크기의 변화에 따라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

고 이동 시키는 능력이 형성되면서 연산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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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으며,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양상과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에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인지기제인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전조작기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 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초기 발달양상과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3, 4, 5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양상을

살펴보고, 각 과제 내 제시되는 수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타고난 일반적

규모체계에 나타나는 비율제한 특성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나

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 수 학습을 받기 전에 수 비

교나 연산능력으로 발달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

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공간

적 수 표상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초기 발달양상을 밝히기 보다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현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공간적 수 표

상능력의 초기 발달양상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들이 대부분 개념 정의나

방법론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초기 발달양상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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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초기 발달양상을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 소재 중류층 어린이집 4곳에 다니는 3,

4, 5세 유아 총 12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

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능력은 3세와 4세 사이에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 전조작기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비상징 수 비교능력이

발달하고 변화하며, 특히 3세에서 4세 사이의 시기는 보다 어려운 수준

에서도 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상징 수 비교능력이 보다 심화되고 확

장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은 4세에서 5세 사이에 발달적 변화를 보인

다. 3세 유아는 연산과제해결능력이 관찰되기 어렵지만 4세에는 연산능

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

상징 수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면적과 윤곽길

이를 모두 통제한 과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4세에서 5세 사이에는 개

별 수(discrete number)에 근거한 비상징 수 연산과제 해결능력이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은 전조작기 내내 발달을

지속하다가 학령기 이후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비상징 수 비교능력은 3세에서 4세에, 비상징 수 연산능력은 4세에서

5세 사이에 발달한다는 사실은 수의 서열관계에 대한 이해가 연산에 대

한 이해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

한다. 유아의 수 개념은 수의 동등성(numerosity)에 대한 인지, 서수성

(ordinality)에 대한 이해, 연산(arithmetic)에 대한 이해 순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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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심화 발달한다(Strauss et al., 1984). 즉, 유아의 수 개념의 발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처음에 제시된 사물들의 여러 가

지 특성들 중에서 수의 특성을 인지한다. 그리고 인지한 수의 기수성

(cardinality)을 변화시키면서 2와 3이 동등하지 않음을 인지함과 동시에

동등하지 않은 관계는 서열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과정의 마

지막 단계에서 유아는 덧셈은 더 큰 수를 만들고 뺄셈은 더 적은 수를

만든다는 지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덧셈과 뺄셈지식은 연산에 대한 초

기 단계의 지식으로 볼 수 있다.

Piaget(1965)는 하나의 수가 더 작은 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조작기 유아의 경우 연산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조작기 유아는 수학적 사고의 발달에 필요

한 논리수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전 단계에 있으므로 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Piaget의 주장은 전조작기 유아도 수를 표상

할 수 있음을 밝힌 후속연구(Barth et al., 2006; Barth et al., 2008;

McCrink et al., 2007)들과 영아도 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한 연구(de Hevia et al., 2010; Xu, 2003)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전조작

기 유아가 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의

차이는 연구 방법이나 실험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Piaget는 수 보존 과제를 통해 전조작기 유아의 수 능력을 살펴보았으며

유아가 이 과제를 해결하기에 언어적 제약이 있었다. 언어적 제약을 보

다 쉬운 과제로 해결한 후속연구들에서는 영유아에게 수 과제 해결능력

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들은 과제에서 언어적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거

나 과제를 친숙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면적이

나 윤곽길이, 밀도와 같은 연속양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가 수 과제를 해결할 때 수 능력이 아니라 면적이나 윤곽길이,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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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조작기 유아가 수 과제

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연구방법이나 과제의 차이를 통

해 살펴보아야 하며 유아의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적이나

윤곽길이와 같은 연속양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과제를 실시하였는지

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과제와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에 의하면 전조작기 유아도 형식적 수학교육을 받기 전에 수 비교나

연산 결과 추정과 같은 수 과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일반적 규모체계의 비율

제한(ratio limit) 특성이 나타난다. 3, 4, 5세 유아 모두 비상징 수 과제

에서 제시되는 수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과제수행능력이 떨어진다.

0.75 과제의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유아의 과제수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각 인지발달단계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에 한

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Piaget의 이론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타고난 일반적 규모체계의 중요한 특성인 비율제한이 학습의 영향 없

이 비상징 수 연산과제에 나타난 것은 일반적 규모체계가 연산기제에 반

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아동이 상징 연산에 대한 훈련이 없어도

연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징 수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를 통해 타고난 추정 수 체계가 인간에 의해서만 발달하는 복잡한 상징

수 능력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비상징 수 표상능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초기 수 능력의 발달을 위해 타고난

수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Piaget(1965)는 인지구조가 단계별로 발달하며 각 단계에서 아동은 인

지구조에 상응하는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므로 단계별로 아동이 습

득하는 수학적 지식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이론 이론

의 접근에 따르면 아기들은 선천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며 타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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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Gopnik et al., 1997) 타고난 지식과 이후에 발달하는 지식은 질

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 연구에서 타고난 일반적 규모체계의 중요한 특

성인 비율 제한이 이후에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나타난

것은 유아기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지식이 타고난 지식으로부터 발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이론(Spelke, 2007)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3, 4, 5세 유아는 수를 공간상의 위치로 이해하고 크기 순서대로

공간에 배열할 수 있으며, 4세경에 유아는 수의 증감에 따라 위치가 변

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때 유아의 정신적 수의 일직선(mental number line)의 방향은 비교적 일

관적인데, 유아는 머릿속에 큰 수가 향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이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수를 배열하고 이동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 수

표상의 기원을 형식적 수 학습이나 읽기 또는 쓰기 경험이라고 보고 공

간적 수 표상능력이 학령기 이후에 나타난다는 주장(Dehaene et al.,

1993; Hubbard et al., 2005)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3, 4, 5세 유아는 상징 수 학습이나 글쓰기와 같은 교육을

받기 전에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하기 시작한다.

전조작기에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의 차이는 과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유아에게 공간적

수 표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Dehaene et al., 1993;

Hubbard et al., 2005)은 유아가 해결하기에 인지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다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현

상을 살펴보았으며, 유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를 표상하는지, 즉 연

구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방향으로 수를 표상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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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반면, 유아에게 공간적 수 표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들

(Opfer et al, 2011; Opfer et al., 2010)은 유아가 수를 의도적으로 처리

하는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과제를 단순화시켰다. 전조작기 유아가 공간

적으로 수를 표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자 간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

고 이를 배열 또는 이동하는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과제에 비상징 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할 때 개별 유아가 일관된 방향

성을 가지고 수를 표상하는지를 살펴보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과제와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는 전조작기 유아에게도 공간적 수 표상능

력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넷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달하지만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열과제에서

3세 유아는 우연수준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하지만 이동과제에서는 우연

수준 정도로 과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4세와 5세는 배열과제와 이동과제

모두에서 우연수준 이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배열능력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5세경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다. 이동능력은 3세에서 4세 사이에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며 4세경

에 안정화되지만 높은 수준의 발달은 학령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이는 전조작기 유아의 경우 표상을 이용하여 대상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시기인데 표상의 특성 상, 상상을 더 많이 요구하는 이

동능력은 배열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전조작기 내에서도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의 발달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 간의 차이가 다르게 나

타난다.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3세 유아는 두 가지

하위영역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5세 유아는 전조작기에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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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하는 배열능력과 4세 경 발달속도가 둔화되는 이동능력 간의 차

이가 가장 크다. 유아는 공간상에 수를 배열하는 과제를 수의 증감에 따

른 이동과제보다 더 쉽게 해결한다. 이는 사물의 묶음 메타포가 가상의

이동 메타포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나며 배열능력이 정교해질수록 이

동과제를 해결하기 쉬워진다는 주장(Lakoff et al., 2000; Opfer et al.,

2010)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

별로 발달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3-5세 시기는 배열과 이동능력을 통해

정신적 수의 일직선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있어서 공간적 수 표상

능력이 중요하다. 비상징 수 비교능력의 경우에 과제에서 요구하는 표상

수준이 낮을 때에는 연령의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

수준이 높을 때에는 공간상에 수를 배열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즉, 특

정수의 위치에서 다른 수가 어느 쪽 방향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

시된 수의 서열관계를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비상징 수 연산능력의

경우에 과제에서 요구하는 표상수준이 낮을 때에는 연령의 영향력과 함

께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제가 요구하는 표상수준

이 높을 때에는 다른 요인보다 이동능력이 중요해진다. 즉, 특정수가 증

가 또는 감소할 때 위치의 이동에 일관된 방향성을 갖는 것이 제시된 수

의 덧셈과 뺄셈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 하위영역에 따라 비상징 수 비교능력과 연산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 수의 크기를 공간 상의 위치와

관련지어 사고할수록 두 수가 주어졌을 때 서열 관계를 이해하기 쉬우

며, 일직선상에 배열된 수의 크기가 변화하였을 때 수의 위치의 이동방

향에 대해 일관적으로 사고할수록 연산의 결과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

다. 배열능력이 발달하면서 정신적 수의 일직선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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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 수의 일직선이 점차 정교해

지고 점차 선형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의의 및 제언

이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비상징 수 표상능력

에 대한 이해를 비상징 수 비교능력과 연산능력으로 나누어, 이를 동시

에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비상징 수 표상능력의 발달순서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힐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3세에서 5

세가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고 안정화되어

지는 시기임을 밝혔다. 그리고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은 타

고난 일반적 규모체계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나타난 것임

을 밝혔다.

둘째,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초기 발달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조작기

유아가 공간적으로 수를 표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론적 논쟁점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3세에서 5세가 공간적 수 표상능력이 나타나고 발달을 지속하는 중

요한 시기임을 밝혔다.

셋째,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을 배열능력과 이동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이 비상징 수 표상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공간

적 수 표상능력이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전조작기 유아는 논리수학적 지식이 부족하므

로 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Piaget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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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방법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전조작기 유

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의 발달양상을 밝히기 위해 전조작기

유아의 수 과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각적 요인인 전체면적과

윤곽길이를 통제한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그동안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이 개별 수

(discrete number)에 근거한 수행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윤곽길이와 총면적을 통제한 과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유

아가 개별 수(discrete number)에 기반하여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

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유아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추정한 연산의 결

과를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살펴보았던 연구들이 비상징 수 연산과제를 비교과제와 결합

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비상징 수 연산능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비상징 수 연산과제를 비교과제와 분리하여

실시하였고, 실제 연산의 결과를 추정하는 과제를 제시하였으므로 유아

의 비상징 수 연산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 과제’는 시각자

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물과 영상물 두 가지의 형태로 제시하

였다. 기존에 비상징 수 표상능력을 살펴보았던 연구들이 대부분 유아에

게 영상물 과제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형태에 따라 과제를 다

르게 제시한 경우 유아의 과제수행능력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과제

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제시한 경우에는 유아의 과제수행능력을 측정하

기에 제한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과제를 다양한 시각자료로 제공하

여 유아의 과제수행능력을 측정하였으므로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

산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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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연구는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과제로

측정한 기존 선행연구들(Ebersbach, 2015; Opfer et al., 2011; Yang et

al., 2014)과 다르게 배열에 대한 이해와 이동에 대한 이해로 구분하여,

이를 동시에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공간적 수 표상능력의 발

달 순서를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배열능력과 이동능

력 각각이 비상징 수 비교능력과 비상징 수 연산능력에 미치는 요인인지

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수학교육의 방향

과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일반적 규모체계가 발달하여 수 비교나 연

산과 같은 기초 수 능력으로 이어지므로 유아수학교육에 있어 타고난 수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가 즉지하기나

수 분별하기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수 감각이 수 능

력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적 수 표

상 능력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수를 비교하고 연산의 결과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활용한 수 활동이 중요하다. 구체물을 순서대로 배열

하거나 수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관된 방향으로 구체물을 이동시키는 경

험을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유아수학교육은 유아의 수학적 사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 방법론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야한다.

유아의 비상징 수 비교 및 연산능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비상

징 수 비교 및 연산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적이나 길이 등의

연속양(continuous amount)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Feigenson et al., 2002).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비상징 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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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윤곽길이와 전체면적을 통제

하였지만 밀도와 같은 다른 연속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비상징 수 과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속변수에 대한 연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의 경우 비상징 수 연산능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비상징 수 연산과제를 시행할 때 전체면적과 윤곽길이를

통제하지 않은 과제를 함께 실시하여 연산과제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난

것의 원인이 연속변수에 근거한 판단 때문인지, 연산기제(arithmetic

operation)를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보다 구

체적으로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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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비상징 수 비교과제

1. 영상물 과제

2. 구체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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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비상징 수 연산과제

1. 영상물과제

2. 구체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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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공간적 수 표상과제

1. 수세기 방향 측정도구

1) 수평방향

2) 수직방향

2. 배열과제

1) 수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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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방향

3. 이동과제

1) 수평방향

2) 수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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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일반적 특성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유아의 인지 발달 연구에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 유아

의 일반적 특징을 알기 위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1. 귀하의 자녀는 형제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이상

2. 귀하의 자녀 형제 수는 어떻게 되나요?

① 외동 ② 1명 ③ 2명 이상

3. 귀하의 자녀 어린이집 재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1년 이상

4. 귀하의 자녀가 수학과 관련된 학습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씽크빅, 눈높이, 빨간펜, 구몬 등)

① 있다(4-1번으로) ②없다(5번 문항으로)

4-1. 귀하의 자녀가 학습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5. 자녀의 부모님의 학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 )안에 적어주세요.

5-1. 아버지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 ) 5-2.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

게 되나요? (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6. 자녀의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 )안에 적어주세요.

6-1.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6-2.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

입니까?( )

① 전문기술직 ② 사무관리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노동직 ⑤주부 ⑥ 기타 ( )

7. 귀하의 월 평균 가정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⑤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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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reefold: (1) to investigate

whether the children's performance of nonsymbolic number tasks

showed the signature of ratio limit; (2) to investigate aspects of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and (3)

to investigate the effect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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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nd arithmetic ability.

A total of 123 children of ages three, four and five participated this

study. The following participants were chosen from four

day-care-centers located in the middle class residential areas of

Seoul. Each child was to perform the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tasks,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nd nonsymbolic arithmetic

tasks.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one sample t-test, repeated measured

ANOVA, F test, paired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presented below:

First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bility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4-and

5-year-old children showed higher levels of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bility than 3-year-old children.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bility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compared quantities. Participants'

accuracy decreased as the ratio of the compared quantities approached

1.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nonsymbolic

arithmetic ability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3-year-old

children showed the lowest level of nonsymbolic arithmetic ability of

the three age groups. 5-year-old children showed the highest level of

nonsymbolic arithmetic ability of the three age groups.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nonsymbolic arithmetic

ability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presented quantities. Participants'

accuracy decreased as the ratio of the presented quantities approached

1.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ability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 113 -

3-year-old children showed the lowest level of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ability of the three age groups. 5-year-old children

showed the highest level of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ability of

the three age groups.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sub-area of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3-year-old children showed the lowest level of spatial

arrangement ability of the three age groups. 5-year-old children

showed the highest level of spatial arrangement ability of the three

age groups. 4-and 5-year-old children showed higher levels of spatial

movement ability than 3-year-old children. In addition,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children's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sub-area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group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3-year-old children's spatial arrangement ability level and

spatial movement ability level. Wherea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4-, 5-year-old children's spatial arrangement

ability level and spatial movement ability level; the level of spatial

arrangement ability was higher than that of spatial movement ability,

the difference between spatial arrangement ability level and spatial

movement ability level was higher in 5-year-old children than in

4-year-old children.

Fourth, the influential variable for the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bility was the age when the level of representation was

low. When the level of representation was middle, the effect of

spatial arrangement ability was found to be the strongest, followed

by the age. Also, the influential variable for the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bility was the spatial arrangement ability

when the level of representation was high.

Fifth, for the nonsymbolic arithmetic ability, the effect of the age

was found to be the strongest, followed by spatial move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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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patial arrangement ability when the level of representation

were low or middle. When the level of representation was high, the

influential variable for the nonsymbolic arithmetic ability was the

spatial movement ability

In sum,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nd arithmetic ability

according to children's ages. Also, children's performances on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nd arithmetic tasks show the

ratio limit of the generalized magnitude system. In addition,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ability according to children's ages and the aspects of sub-areas.

Lastly,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spatial arrangement ability and

the spatial movement ability affect the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nd arithmetic ability.

keywords : spatial numerical representation ability, spatial

arrangement ability, spatial movement ability, nonsymbolic magnitude

comparison and arithmetic ability, ratio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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