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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구조 응 이론을 근거로 유아가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공간 치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이를 해 공간과제 특성

(사물 종류,유추 조건)에 따라 4가지의 공간 치 유추 과제를 구성하

다.먼 연령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연령에 따라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은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한 유추 발달에 한 이론 논쟁을 규명하기 해 공

간과제 특성에 따라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서로 상호작

용하여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연령(3,4,5세) 공간과제 특성(사물 종류,유추 조

건)에 따라 유아의 공간 치 유추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연령(3,4,5세)에 따라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방향,회

, 칭, 합,부분/ 체)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해 서울에 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39명,4세 44명,5세 42명 총 125명의 유아를 상으로 사물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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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 조건에 따른 공간 치 유추 과제와 공간기하 인지 과제를 수행하

다.수집된 자료는 SPSS20 로그램에서 빈도 분석,평균,표 편차,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다변량 분산분석

(multivariateANOVA),상 계분석(parson'scorrelationanalysis),

다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analysis)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 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유아의 공간 치 유추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3

세 유아는 공간 치 유추에 어려움을 보인 반면 4,5세 유아는 모든 과

제에서 안정 으로 공간 치를 유추할 수 있었다.

둘째,유아의 공간 치 유추는 공간과제 특성인 사물 종류와 유추 조

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유추 조건이 상이조건보다는 유사조

건인 경우에 공간 치를 잘 유추하 으며,사물 종류가 단종인 경우보다

는 다종인 경우에 공간 치를 잘 유추하 다.

셋째,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유

아의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도 증가하 으나,공간

기하 지식의 발달 양상은 하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방향과 회

지식은 3세와 4세,4세와 5세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나,

칭, 합,부분/ 합 지식은 3세와 4,5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고,

4세와 5세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은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과 방향 지식이,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과 칭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이조건-다

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과 회 지식이,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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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이 공간 치 유추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

용 효과는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유사조건-다종사물에

서는 연령과 상호작용하는 공간 지식이 없었으며,유사조건-단종사물에

서는 칭 지식이,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부분/ 체 지식이,상

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회 지식이 연령에 따른 공간 치 유추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연령이 낮아도 과제별로 련되는 지식이

높으면 공간 치 유추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체

계 으로 비교하여 으로써 공간 치 유추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

인과 발달 순서에 한 이해의 토 를 제공하 다.이 연구에서는 바탕

공간에 배열된 사물 종류와 두 공간간의 유추 조건에 따라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차이가 있으며,공간 치 유추 발달에 있어 3세와 4세가

요한 시기임을 밝혔다.이와 더불어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공간 치 유

추에 향을 미치는 공간기하 지식의 하 요인이 다르며,공간기하 지

식이 연령에 따른 공간 치 유추를 조 하는 양상이 공간과제 특성에 따

라 차이를 보임을 입증하여 공간과제 특성이 갖는 차이를 실증 으로 규

명했다.이를 통하여 계 유사성에 근거한 공간 치 유추가 연령에 따

른 반 성숙을 바탕으로 특정 인 역 지식에 의해 확장된다는 이론

논쟁 을 규명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공간 치 유추,공간과제 특성,사물 종류,유추 조건,공

간기하 지식

학 번 :2008-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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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제기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고등인지 과정에서,과

거 경험했던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유추(analogy)란 서

로 다른 두 상이나 상들의 체계를 유사성에 기반하여 비교하는 추론

활동이다(Bartha,2013).유추는 귀납 추론의 한 형태로서 지능의 일반

요인(g)에 한 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심리학과 수학교육학 분

야에서 인지과정의 핵심기제(English,2004;Gentner,1989;Holyoak&

Thagard,1996)로 주목을 받아온 개념 하나이다.유추는 문제해결뿐

만 아니라 기존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는 창조 인 사고

활동을 이끈다(Goswami,2004;Klauer& Phye,2008).

유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두 문제 간의 유사성을 추론

할 수 있어야 하는데(Chen,1996;Goswami,1991),이 때 유사성은 표

면 유사성과 계 유사성으로 구분된다.유추 능력을 조사한 연구들은

유추 추론의 발달이 표면 유사성을 사용하는 것에서 계 유사성을 사용

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며,이러한 양상을 계 이동

(relationalshift)이라고 설명한다(Gentner& Toupin,1986).

유아가 두 공간의 배열을 응하도록 요구받았을 때,3세는 강하게

사물 특성을 연결시킨 반면,5세는 사물 특성을 무시하고 공간 계를

연결시켜서 응시킬 수 있었다(Gentner& Rattermann,1991).공간

계를 일반화하는 기 는 아기부터 형성된다(Casasola,2008).그러나

공간 계를 일반화하는 능력이 일 부터 시작된다고 해서,유아들이

항상 공간 배열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일정한

치(좌측- 앙-우측)에 크기(작은- 간-큰) 순서가 유사하게 배열된

응 과제에서 3,4세 유아의 약 반정도만 계 유사성에 근거한 선택

을 하 다(Rattermann,Gentner& DeLoache,1989;1990).

유아가 공간 내 사물의 배열을 다른 공간에 용시켜 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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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한 심은 사진,모형 등 공간 표상물을 이용한 공간 응 과

제를 통해 연구되었다.DeLoache등(1987)은 공간 응 과제(spatial

mappingtask)를 개발하여 유아가 사진이나 모형 등의 공간 표상물과

실제방의 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연구결과 2.5세 유아

도 사진과 실제방간의 련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3세 유아는 모형을

이용해 실제 방에서 같은 자리에 숨겨진 사물을 성공 으로 찾을 수 있

었다.그리고 4세 이후 유아들은 2차원 평면에 수직조망으로 표상된 지

도와 실제방의 련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DeLoache와 동료들은 어린 유아도 공간 표상물과 실제 공간 간의 계,

즉 바탕 공간과 표 공간 간의 련성을 이해하고 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DeLoache,1987;1991).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 유아가 두 공간 간의 련성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유아가 계

유사성에 근거해 두 공간 간의 치를 응시킨 것인가에 해서는 학자

들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따라서 유아가 사진이나 모형 등의

공간 표상물을 이용하여 실제 공간에서 사물을 찾는 능력이 표면 유사성

에 근거한 것인지 계 유사성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Blades,1991; DeLoache,Mendoza,& Anderson,

1999)유아의 과제 수행을 계 유사성에 근거한 유추로 합의하지 못하

는 이유는,연구에서 사용한 공간과제에 표면 유사성과 계 유사성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공간 표상물을 이용한 공간 응 과제 연구들

은 주로 유아가 표면 유사성에 근거하여 두 공간을 응시킬 수 있는지

에 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두 공간의 사물 속성이 동일할 때 표면

유사성에 근거하여 사진,모형,지도 등의 공간 표상물과 실제 공간을

응시킬 수 있는지(민미희・이순형, 2012; DeLoache, 1991, 1995;

DeLoache& Burns,1994),표면 유사성의 수 을 다르게 했을 때는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DeLa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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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stad,Anderson,1991).몇몇 연구들은 유아의 공간 응 과제를 공간

표상물에 한 표상 이해가 아닌 두 공간 간의 공간 혹은 기하학

이해에 을 두고 진행되기도 했었다.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이해는 조망(viewing)거리나 축척,조망 각도,조망 방

(azimuth)등에 제한된다.즉 유아가 공간 표상물을 바라보는 방향이

나 각도,축척이 다를 때도 두 공간에 있는 사물의 치를 응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 경우 여 히 두 공간 간의 사물 치는

사물의 고유한 표면 특성을 통해 응된다.따라서 이 과제 역시 유아가

두 공간의 사물 치를 계 유사성에 의해서 응시키는지를 확인하기

는 어렵다.유아가 공간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물의 치에 한 인식은

가장 기 인 내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공간 응 과제에서

두 공간 간의 사물 치를 일 일로 응시킬 수 있는지에 해서는 합

의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유아가 표면 유사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간 내에 배열된 개별 사물들의 치를 새로운 공간에 응시킬

수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간 응 과제에서 사물의 종류는 바탕공간에 나열된 사물의 공간

치를 이해하는데 향을 수 있다.기존 연구들에서는 그림이나 모

형 등의 공간 표상물에 배열된 사물 종류가 다양했었는데,이 경우 유아

는 공간 치 이해하고 표상하는 과정에서 사물 간의 차별 인 특성을 이

정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반면 사물 종류가 단일한 경우는 공간

치에 배열된 사물의 언어정보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사물의 배열을 기

억하거나 인출할 때 사물의 계 구조에 한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두 조건에서의 수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특히 사물 종류

가 동일한 경우는 과제 수행에 미치는 표면 유사성의 향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유아의 유추 수행이 계 유사성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사물 종류가 다종사물인지 단종사물인지에 따른

유아의 수행을 비교함으로써 유아가 언제부터 표면 유사성의 도움 없이

도 두 공간에서 나타나는 계 유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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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유아가 유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탕 문제와 표 문제 간의

유사성(similarity)의 수 과 정도에 따라 과제 수행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Chen,1996;Daehler& Chen,1993).두 공간 간의 표면 특성과

계 특성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추 과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하

다(Bransford,Brown,& Cocking,1999;Gentner,& Toupin,1986;

Loewenstein,& Gentner,2001;Pierce,& Gholson,1994).유추 과제에

서 비교하는 두 문제의 유사성이 높아서 서로 매우 가깝게 연결되는 경

우를 근 응(near/closemapping)이라 하고,두 문제간의 유사성이

낮아서 상 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고립되어 보이는 경우를 원격

응(farmapping)이라고 한다(Bransfordetal.,1999;Loewenstein,&

Gentner,2001).공간 표상물과 참조 공간 간의 표면 유사성이 높은 근

응의 경우 과제를 수행하기 쉽지만 유아의 과제 수행이 표면 유사

성 때문인지, 계 유사성 때문인지를 악하기가 어렵다.반면 표면 유

사성도 낮고, 계 구조의 체계도 다른 경우는 계 복잡성이 높은 조건

으로 유아가 계 유사성에 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비교하는 두 공간에 있는 사물의 종류가 일치하는

조건과 교차하는 조건은 두 공간간의 계 복잡성 수 에서 차이가 있으

므로,두 조건 간의 수행을 비교하는 것은 유아가 표면 으로 유사하지

않은 원격 유추의 조건에서도 공간 치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유추 능력의 발달에 련된 연구들은 지 까지 계 이동의 원인,

즉 유추의 발달 기제가 무엇인지에 해 을 두어 왔다.유추 발달에

한 이론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그 하나는 계

이동의 발달이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 변화에 기인한다는 입장으

로,Piaget가 표 이다.Piaget와 동료들은 모든 역에서 동시에 통합

으로 진행되는 인지 구조의 발달을 강조함으로써 역 일반

(domain-general)과정으로 인지발달을 설명한다(Flavell,1982;Pia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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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성숙에 의한 발달을 주장하는 다른 한 부류는 신(新)피아제 이론

을 지지하는 학자들이다.Halford의 경우 유아는 정보의 양이나 계의

복잡함에 따라 정보처리 능력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 다.그리고 유아의

정보처리용량은 연령과 함께 변화하며,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해 4세경의

유아도 계 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Halford,1993).한편 다른

연구자들은 계 이동의 발달이 기반하는 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주장한다(Brown,Kane,& Echols,1986;Gentner,1989).유아가

한 역에서 계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는 주로 그 역에 한

그들의 지식에 의존한다고 본다(Brown,1989;Chen& Daehler,1989;

Gentner & Ratterman,1992; Gentner,Ratterman,Markman,&

Kotovsky,1995;Goswami& Brown,1989).이와 같이 유아가 계 유

사성을 악하는 능력이 연령이나 처리용량의 반 변화에 의한 것인

지, 역 지식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유추 학습 유아의 인지 발달

반에 걸쳐 매우 요한 발달 이슈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유아의 공간 치 유추 능력에 연령과 역 지식이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일반 으로 3세 이상의 유

아들은 유추에 의한 추론이 가능하며(Goswami,1992;2001),3세부터 5

세까지 차 다양한 계 지식을 습득하고, 계 유사성에 기 하여

단할 수 있게 된다(Uttal,Gentner,Liu,& Lewis,2008).지각 유사

성을 추리하는 능력은 개념 유사성을 추리하는 능력을 선행한다

(Gentner,1989)는 사실을 고려할 때,지각 표상에 한 이해를 바탕

으로 추론할 수 있는 공간 역의 과제는 과제의 조건에 따른 유아의 수

행차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유아의 유추 능력

발달에 연령과 역 지식이 미치는 향을 포 으로 이해하기 해 유

아들에게 친숙하고,지각 표상에 근거해 계를 유추할 수 있는 공간

응(mapping)과제를 사용하여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지도를 이용하여 실제 공간과 같은 치를 응하는 과제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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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4세 사이에 과제 수행에 격한 발달을 보 다(민미희・이순형,

2012;Bluestein,& Acredolo,1979).축척이 유사한 두 모형 공간에 사

물을 배열하되 2개를 동일한 사물로 배열한 연구(Blade,1991;Blades

& Spencer,1994)에서 3세 유아는 사물의 치를 구분이 어렵고,4세는

간단한 지도를 이해하는 수 을 보이며,5세 유아는 성공 으로 사물의

치를 구분하 다.실제 방 공간에 한 평면 지도를 이용했을 때 4~6

세 유아도 구체 사물을 기 으로 지도를 읽을 수 있다(Blades&

Spencer,1994;Gentner,1989)는 선행 연구를 참고할 때,3세 유아도 과

제의 조건에 따라 공간 치를 유추할 수 있음이 상된다. 치 표상과

련하여 유아의 지도 이해 능력을 알아보는 연구(Blades& Spencer,

1989;Somervill& Bryant,1985)에서 공간을 나타낸 간단한 지도상의

정보로 목표물을 찾는 실험을 통해 좌표 인식능력을 알아보았는데,과제

를 단순화시켜 제시할 경우 4~6세 유아들도 좌표지각 능력을 보이며,

공간상의 특정 치를 좌표체계를 참조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3~5세는 유아가 공간 표상의 이해

를 발달시켜 나가는 요한 시기라 상할 수 있다.

한편 역 특정 이론에서는 공간 치 유추에는 연령뿐만 아니라

련 역 지식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그러나 선행연구에

서는 공간 치를 유추하거나 공간 표상물을 이해하는 능력과 지식으로서

의 공간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민미희・이순형,2012b;최낭수,2000),

공간 련 문제해결 과제에 공간 개념 요소들을 포함시킨 뒤,그 과제

를 성공 으로 수행하면 련된 공간개념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과잉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다.몇몇 연구들에서 공간 표상물의 실

용 측면에 을 두고 지도를 이용하거나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개인

의 어떤 특성과 련되는지를 규명한 연구에서 개인차를 밝히는 요인으

로 공간 능력이나 공간 기술을 함께 조사하 다(Christensen,2011;

Fenner,Heathcote,& Jerrams-Smith,2000;Quaiser-Pohl,Lehmann,

& Eid,2004).그러나 이 경우 공간 시각화나 공간 방향화와 같은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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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간 능력을 측정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과제와 연결되는 특정 공

간 지식을 밝히기는 어려웠다.따라서 공간 치 유추의 발달에 공간지식

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서는 유아의 공간 치 이해와 련되는

공간기하 지식의 하 과제를 이용하여 구체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공간 치 유추 과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구체 이고 분 인 내

용으로 공간 지식을 선정하고 그 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간 치 유추 능력은 공간 내에 사물들 간의 치를 응시키는 과

제이므로 공간기하 지식이 역 지식으로 하다고 간주된다.이에

련지식으로 공간기하 지식을 선정하고,3~5세 유아가 수행하기에

한 난이도로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더불어 공간

치 유추에 있어서 역-특정 요인인 공간기하 지식과 역-일반 -

요인인 연령의 상 인 향력을 확인하는 것도 요하다.하지만 각각

의 독립 인 기여도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에 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Ceci,1989;Sternberg,

1989).따라서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해 공간기하 지식을

조 변수로 투입하여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공간기하

지식이 조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물 종류와 유추 조건에 따라 공간과제를 구성하여 유아

의 공간 치 유추 발달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서 계 이동의 발달은 어떠한지를 재고해보는 이론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공간 치 유추에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향이 어떠

한지를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나 어 살펴볼 것이다.이 연구결과는 공

간 치 유추 발달 시기 기제에 한 이론 의의뿐만 아니라 유아가

주변 공간에 한 경험이 많아지고 공간 표상 능력을 실생활로 용시키

는 맥락에서 공간 치 유추 능력을 신장시키고 그 능력의 용을 돕기

한 교육 로그램 개발 교사와 부모의 교육 지원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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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해 유아의 공간 치 유

추의 개념과 발달을 살펴보고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유추 발달에 한 이론

1)유추의 개념과 발달

유추(analogicalreasoning)는 친숙한 혹은 알고 있는 문제와 새로운

문제 간의 계 응을 알아내어 이 문제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추론하

는 능력이다(정명숙・박 신・이 진・김경미,2010).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표 문제(targetproblem)라 하고,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동원되는 친숙한 문제를 바탕문제(baseproblem)라고 한다.유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표 문제를 바탕문제에 연 지우고 이에

기 하여 두 문제간의 유사성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Chen,1996;

Goswami,1991).유추는 유아가 새로운 상에 한 추론을 하고, 역

(context)간의 학습을 유도하고,일상 학습 경험에서 련된 정보를

추출하게 하는 개념 략으로,유아의 고차 수 의 인지 발달을 한

요한 구성요소이다(Richland,Morrison,& Holyoak,2006).

유추는 귀납추론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귀납추론이 외 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유추추론은 계 유사성에 근거한

다는 에서 둘은 구별된다.즉 유추 추론의 핵심 특성은 바탕 문제와

표 문제 간의 계 유사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Gentner,1989;

Gentner,Rattermann,Markman,& Kotovsky,1995;Goswami,1991;

Holyoak& Koh,1987).유추와 련된 연구들은 유추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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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유추 상을 체계 으로 설명하기 하여 유추 이

론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유추 발달 이론들은 표면 유사성에 근거한

이에서 차 순수한 계구조 유사성에 근거한 이로 발달해 가는

계이동 상에 주목하고, 계이동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시기를 밝히기

해 노력해 왔다.

Piaget의 인지구조 이론(cognitivestructuraltheory),Sternberg등의

정보처리이론, Gentner(1989)의 구조 응 이론(structural mapping

theory),Goswami(1992) 등의 지식-기반 인 설명(knowledge-based

account)등 유추 발달 이론에 따라 유추의 발달에 한 설명은 서로 다

르지만 계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역 일반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계 이동의 원인을 연령

에 따른 성숙의 차이로 보는 반면, 역 특정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과제와 련되는 역 지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계 이동이 연령에 따른 유추능력의 차이 때문에 계이동의 가능

성이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표 인 이론가로는 Piaget를 들 수 있다.

Piaget는 유추능력은 형식 조작기에 해당되는 12세 정도에 획득되기

때문에 그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유추 이수행에서 실패한다고

보았다.Piaget와 동료들(Piaget,Montangero,& Billeter,1977)은 ‘자

거:핸들::배:?’와 같은 ‘A:B::C:?’형식의 비율유추과제를 그림 형태로

아동들에게 제시하고 가장 완벽한 답이 되는 그림을 고르도록 하 다.

그 결과 나이든 아동들은 정답인 방향키를 선택함으로써 성공 인 유추

를 할 수 있었던 반면,학령 기의 어린 아동들은 유추에 실패하 다.이

러한 결과를 토 로 Piaget는 학령 기 아동들은 고차 계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유사성에 근거한 유추를 할 수 없다

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학령 기 아동들이 계-유사성

에 근거한 유추를 할 수 있음이 밝 지면서(Brown,Kane,& Echols,

1986;Chen,1996;Gentner,1989),유추 발달에 한 정보처리

이 두되게 되었다.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유추의 과정 요소,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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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원의 부호화,바탕 유추원 인출,두 유추원간 응 등을 이행하는 능

력이 연령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유추 추리 수행에서 발달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해왔다.이들은 유추 능력의 발달이 무 한 정보를 억제

하는 억제통제나 작업기억,정보처리 용량 등 상 인지 능력의 변화에

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계이동이 연령에 따른 유추능력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추문제가 기반하고 있는 역에 한 지식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

난다고 보는 표 인 연구자들로는 Brown과 Goswami,Gentner를 들

수 있다.Brown과 Goswami(1989;1990)는 통 으로 형식 조작기

이 의 유아들이 해결하는데 실패한다고 알려져 온 고 인 유추과제인

‘A:B::C:D’의 비율유추과제를 사용하여,학령 기 유아들도 고차 계

체계를 근거로 유추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 연구에서는 3,4,

6세 유아들에게 자르다(cutting)나 녹다(melting)와 같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물리 인과 계로 문제를 구성했을 때 3세 유아들도 고

인 유추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이를 토 로 그들

은 유추 발달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계의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다고 보며,이를 계-난이도 가설로 설명했다(Goswami,1992).Gentner

도 계이동이 유추문제가 기반하고 있는 역에 한 지식 정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Gentner,Ratterman,Markman,& Kotovsky,1995).

그는 유추과제에 따라 문제해결을 해 요구되는 지식수 이 다르고 피

험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도 다르다고 강조하 다.그 기 때문에

계이동이 과제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에서 발견되며 이를 바탕으로

계이동 상이 유추 문제에 한 지식에서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주

장하 다(Gentner,Ratterman,Markman,& Kotovsky,1995;Kotovsky

& Gentner,1994).

2)구조 응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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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련 이론 에서도 Gentner(1983)의 구조 응 이론

(structure-mappingtheory)은 유추의 발달 기제와 요소과정을 가장 포

으로 다루면서,유추의 내재 해석 규칙을 설명한다.구조 응 이론

에서는 유추를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두 문제에 공통으로 내재된

계구조를 악하고 이를 응시키는 과정으로 본다(Gentner,1983;

Markman& Gentner,1993).이 이론이 언 하고 있는 상들과 계구

조의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면 유사성(surface-similarity)과

계 유사성(relationalsimilarity)이다. 를 들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빨간

사과’와 ‘식탁에서 떨어지는 빨간 공’이 있다고 할 때,표면 유사성이란

‘빨간 사과’와 ‘빨간 공’에서 ‘빨갛다’는 사물의 색과 같은 표면 수 에서

의 유사성을 말한다. 계 유사성이란 ‘나무에서 떨어지는~’과 ‘식탁에서

떨어지는~’에서 ‘어디에서 떨어지는 무엇’과 같이 두 상황에 포함된

계나 구조들 간의 유사성을 말한다.

Gentner는 구조 응 이론에서 두 가지 응의 원리를 제시하 다.

첫 번째는 유추는 상들의 속성에 해당되는 표면 유사성보다는 상들

간의 구조,즉 계 유사성을 응시키는 특성을 가진다는 원리이다.즉,

바탕문제와 표 문제 간의 연결은 상이 갖는 개별 속성의 응이 아니

라 상들 간의 계성의 응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것이다.두 번째 원

리는 어떤 계가 응될 때 그것은 보다 높은 수 의 계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으로,체계성 원리(systematicityprinciple)라고 부른다.즉

유추에서 계는 사물 속성보다 우 에 있기는 하지만,모든 계가 동

일하지는 않다. 계 에서도 단편 인 사실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체계

를 이루고 있는 지식이 더 잘 이됨을 말한다.

계 유사성에 기 하여 추론하기 해서는 계의 자원이 되는 논

항과 논항들 간의 계를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이 때 논항이 많

아지게 되면 계 한 단일 계에서 이차,삼차 계로 복잡해지게 되

며, 계가 복잡해질수록 유추 수행이 어려워지게 된다.구조 응 이론에

서는 유추의 발달 변화를 래하는 요한 요인으로 계 복잡성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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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한다(Richland,Morrison,& Holyoak,2006). 계 복잡성(relational

complexity)은 련되어 있으면서 처리되어야 하는 변량 자원의 수로 정

의할 수 있다(Andrews& Halford,2002;Halford,1993).Halford(1993)

는 복잡한 계를 처리하는 능력이 작업 기억 능력의 발달과 련되며,

유아는 2세 이후에 이차 계를 처리할 수 있고,5세 이후에 3차 계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계가 복잡한 고차 수 의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은 련 규칙에 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고와 행동에 한 발달 통제를 통해 발

달된다고 보았다(Zelazo& Muller,2002).

한편 구조 응 이론에서는 사례들이 공유하고 있는 표면 유사성과

계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유사성의 수 을 구분하고,유추와 유사성

간의 차이를 설명하 다.비교되는 두 상황에 내재된 계 유사성이 동

일하다 하더라도 두 사례 간에 공통되는 표면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완

유사(literalsimilarity)와 유추(analogy)로 구별할 수 있고,이들이 이

분법 이라기보다는 사물 속성의 복(overlap)정도에 따른 연속체라고

보았다(Gentner& Markman,1997).즉,유추는 두 사례 간에 공유되는

표면 유사성이 낮은 경우에도 계 혹은 구조를 악할 수 있어야만

계 유사성에 근거한 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하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유아의 유추 발달은 연령과 더불어 련

역 지식에 따라 향을 받으며,이 외에도 유추 과제에 내포된 계

복잡성의 수 이 유아의 유추 과제 수행에 요한 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은 유아가 유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

펴보기 해서는 유추 과제가 내포하고 있는 맥락과 련 요인들을 더욱

면 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유추 과제의 종류

유추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과제의 내용과 형태,선택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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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연구자들의 이론 에 따라 다를 수 있고,이는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유추 과제는 문항에 포함된

자극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언어유추(verbal analogy), 수유추

(numericalanalogy),도형유추(figuralanalogy),그림 유추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이 언어 유추는 문항의 형태 혹은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

라 고 유추(classicalproblem,혹은 비율(proportional)유추),문제

상황 유추(problem analogy,혹은 이야기 유추),문장 완성형 유추로 다

시 나 수 있다(최종근,1999).이들 상이한 과제의 해결에 작용하는 기

본 유추원리는 거의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Sternberg,1985;

Sternberg& Nigro,1980;Sternberg& Rifkin,1979),과제 종류에 따

라 유추 능력의 발달 양상은 차이를 보인다.

유추 과제의 종류 에서 유아들도 수행할 수 있었던 과제를 살펴보

면 언어나 수보다는 도형이나 그림 유추에서 유아들의 유추 유능성을

확인하기가 수월했고,과제 자극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고 인 비율 유

추 과제보다는 이야기 유추와 같은 문제 상황 유추 과제에서 수행이 높

았다.Gentner등(1987)이 신체부분 응 과제를 이용했을 때,4~6세도

공간 계를 유추할 수 있었다.Alexander와 동료들(Alexander,Wilson,

White& Fuqua,1987;Alexander,Wilson,Fuqua,Clark,Wilson,&

Kufikowch,1989)의 연구에서 색깔,모양,크기의 3가지 차원에 변이를

가한 ‘큰 붉은 원:작은 붉은 원=(큰 푸른 사각형:작은 푸른 사각형)’

과 같은 기하유추 과제를 제시하 을 때,4세 유아들은 상당한 수행 수

을 나타내었다. 한 Goswami(1989)의 비율 계에 기 한 기하유추

과제에서도 4세 유아들은 나이 많은 아동들과 유사한 수 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형을 포함한 기하유추 과제는 언어나 수과제에

비해 유추의 과정이나 유추 이에 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한 체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언어유추나 수유추 과제는 주어지는 자극자체

가 상징 이기 때문에 바탕 문제를 이해하기 해 개념 표상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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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하지만 도형유추 과제에서 주어지는 자극은 도형이나 사물 그림

등으로 분명하고 직 인 지각 표상에 한 이해만을 요구하므로 유

추 과정에서의 인지 부담을 일 수 있다.특히 최근 신경생리학 연

구들은 공간 역의 문제를 처리하는 인지양식이 상 양식과 공간 양식

으로 구분됨을 입증하 다.개별 상의 자세한 형태에 한 정보인

상정보와 상의 치,움직임,공간 계 등에 한 정보인 공간정보

의 처리는 서로 다른 뇌 역의 활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

희・김 복,2013).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도형 유추와 같이 공간 내

상 특성을 유추하는 과정과 공간 내 배열된 사물의 치 계를 유추하

는 과정은 차이가 있을 것임이 상된다.따라서 도형과 같이 단일 상

이 아닌 공간 내에 배열된 다수의 사물에 한 계에 한 구조를 악

하고 응시킬 수 있는지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공간 치 유추의 개념과 발달

1)공간 치 유추의 개념

공간 치란 주어진 공간 내 배열된 사물들의 상 치를 말한다.

치는‘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 는 그 자리’라는 의미로(표 국어

사 ),경우에 따라 인 특정 지 이나 다른 사물들 간의 련 속

에서의 상 인 입지를 의미한다. 의미에서의 치란 특정 도시

나 국가의 치와 같이 장소와 유사한 의미이다.상 인 의미의 치

란 주어진 공간 내에서 어떤 자리에 사물이 있는지,즉 ,아래,앞,뒤,

오른쪽,왼쪽 등 공간 계에 따른 사물의 자리를 말한다.

공간 치 유추란 공간 내에 있는 사물들의 상 치를 새로운 공

간과의 련성을 바탕으로 응시키는 것을 말한다.공간 치를 유추하

기 해서는 공간 치 정보를 부호화하여 공간 내 사물들의 계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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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머릿 속의 이미지를 토 로 새로운 공간에 응시킬 수 있어야 한

다.공간 치 유추는 공간 계를 일반화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공간 치 유추는 공

간 유추의 하 역 하나로 공간을 차지하는 특정 상이나 단일

계에 한 유추를 넘어서서 공간 내 사물들의 배열,즉 공간 계 구조에

한 유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공간 치 유추의 발달

(1)공간 치 이해의 발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속한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공간 문제에 직면한다.특정 장소에 정리된 물건을 찾거나 가고 싶은 장

소를 찾아가는 일은 유아도 일상에서 쉽게 하는 공간 문제이다.

Piaget와 Inhelder(1956)는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에

한 이해를 어떻게 발달시켜 나가는지에 심을 두었다.그 결과 공간

계가 이해되는 세 가지 기본 인 방식을 확인하 다. Piaget와

Inhelder(1956)는 유아의 공간표상 발달 연구에서 공간 계를 상 ,사

,유클리드 공간 계로 구분하 다. 상 공간 계는 물체의 크

기나 기하학 모양,각 등의 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단지 형상과 근

치 등의 에서 한 물체와 다른 물체간의 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즉 근 ,분리,순서,연속,주 와 같은 계를 이해하는 것이다.사

공간 계는 몇 개의 물체를 특정 에서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발

된 단계로서 사물을 에서 혹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소, 치에

따라 그 사물이 달라 보임을 아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유클리드 공간

계는 수평,수직의 좌표,축척,거리와 비율 등과 같이 안정 이고,추상

인 체계와 련하여 공간을 표상하는 것으로 공간의 계량 혹은 측정

특성과 련된다. Piaget는 공간개념 발달에 해 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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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logicalprimacythesis)을 주장하면서, 상 공간 계는 3~7세,

사 공간 계는 5~6세에서 10세,유클리드 공간 계에 한 이해는

9세 이후에 형성된다고 보았다.이후 유아의 공간 개념 발달이 어떠한지

를 확인하고자 하는 많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졌고,발달 시기와 개념의

정교성,과제의 성에 한 비 과 논의는 지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Beilin,1984).

Piaget의 공간 개념에 한 설명이 실험실 내에서 조작 가능한 소규

모 공간을 기반으로 했던 데 반해,Hart와 Moore(1973)는 이러한 설명

을 규모 실제 공간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그들은 공간 배치

(layout)에 한 유아들의 이해가 세 가지 단계로 나뉘며,각각은 특별한

유형의 거 체계(referencesystem)와 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공간

의 거 체계 연구는 사람들이 공간에서 자신의 치를 악하는데 사용

되는 정보의 형태에 을 맞춘다. 거 체계란 공간 내에서 지표물 등

공간 인식 요소의 입지를 선정하고 치를 결정하는 기 을 만드는 틀이

다(Hart& Moore,1973).유아는 공간 내 사물의 거리와 치를 부호화

할 때 다양한 거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 Huttenlocher와

Newcombe(1984)는 유아의 거체제가 자기 심 표상에서 이정표에

의한 표상,객체 심 표상으로 발달해간다고 보았다(김 주,2013).자

기 심 표상(egocentricrepresentation)은 내 자신의 치와 다른 물체

들 간의 계로 이루어진다.따라서 한 사물의 치를 표상할 때 ‘내 왼

쪽으로 열 발자국’과 같이 자신을 기 으로 한다.이정표에 의한 표상

(landmark-basedrepresentation)은 목표 물체의 치가 환경 안에 있는

다른 물체와의 계로 표상된다. 를 들어 ‘탁자 에 소 가 있다’,‘아

빠 뒤에 엄마가 있다’와 같이 물체나 사람을 이정표로 사용하여 표상하

는 것을 뜻한다.객체 심 표상(allocentricrepresentation)은 찰자의

기 이 아니라 지도나 수직수평선 상의 좌표와 같은 객 거체계와

의 계로 공간 배치를 표상한다(Rump& McNamara,2007;Siegler,

1996).



-17-

Acredolo(1976)은 연구에서 3세 유아들은 목표 물체와 그들 자신의

치와 계에 많이 의존하고,5세 유아는 목표 물체와 책상과 같이 방

안에 있는 다른 물체와의 계에 많이 의존하며,7세 유아들은 목표 물

체의 치와 방의 벽들이 만드는 틀과의 계에 많이 의존한다고 함으로

써 유아의 이정표 사용의 특징에 해 보고하 다(김지 ・이정욱,

2004).최근 연구들은 5세 이하의 어린 유아도 공간 내에 배치된 사물

수가 4개 정도인 경우 공간 기억을 해 객체 심 거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Ribordy,Jabes,Banta,& Lavenex,2013).

한편 유아는 주변 환경에 한 경험을 통해 머릿 속에 공간에 한

인지 지도(cognitivemap)를 장하게 된다.인지 지도는 환경에 한

일련의 장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Golledge& Stimson,1997),같은

공간을 경험하더라도 각자의 인지 지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개인의 인

지 지도는 공간 경험의 유형(직 ,간 )이나 경험의 정도 등에 따

라 다를 수 있지만,인지 지도를 구성하는 요한 요소는 공간 경험에서

개인이 얻은 공간 인지 지식이다.이 때 공간 인지 지식은 앞서 살펴본

공간 개념과는 달리 특정 공간이나 문제에서만 제한 으로 기능한다는

특성을 갖는다.일반 으로 공간 인지 지식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

달되는데,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정표 지식으로부터 경로 지식,개

지식으로 구성된다.이정표 지식(landmarkknowledge)은 특정 공간 형

태를 포함하는 요소로, 치,크기 등의 특징을 갖는다(Mark,1999).경

로 지식(routeknowledge)은 특정 경로를 따라가기 해 필요한 연속

행 와 련된 정보로,이정표 지식의 나열을 통한 일종의 차 지식

이라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개 지식(surveyknowledge)은 이정표

지식과 경로 지식의 계에 근거한 형태학 인 네트워크 등이 통합된 가

장 높은 수 의 지식으로(Christensen,2011; Ishikawa & Montello,

2006),조망 지식이나 형태구성 지식(configurationalknowledge)으로 명

명하기도 한다.개 지식은 많은 경험을 통해 일반화된 세상 심 이

고 공간 인 표상으로,공간 추론의 기 로서 작용한다(Golledge,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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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유아의 공간 치에 한 이해는 공간의 상

구성에서 측정 구성으로의 변화,자기 심 에서 타자 심 지식으

로의 변화,이정표 지식에서 경로 지식,그리고 개 지식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Christensen,2011;Hart& Moore,1973;Sigel& White,

1975).즉 발달 기 유아는 주로 자신과 사물,사물과 사물 등 과

의 계로 치를 이해한다. ,아래, ,안 등 상 계에 차 익

숙해지면 후,좌우,상하 등 어떤 에서의 연결된 1차원 치

계를 이해하게 되고,이러한 수직,수평이나 다양한 경로들이 통합되면서

평면에서의 치,방향,크기,거리 등은 물론 입체 공간에서의 조망각도

등 2차원 이상의 복잡한 치 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유아

가 공간 치에 한 이해에서 발달 기에는 공간 내에 사물들이 갖는

이정표 지식이 요하며,유아의 공간 경험이 많아지고,공간 개념에

한 지식이 축 될수록 체 공간의 계나 구조에 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2)공간 치 유추의 발달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확인하기 해 많은 연구들은 응 과제를

사용해 왔다(Blades & Cooke,1994 ; DeLoache,1987,1991 ;

Rattermann,Gentner& DeLoache,1989,1990). 응 과제에는 공간

배열을 나타내는 바탕(base)공간이 있고,그 계를 일반화해야 하는

목표(target)공간이 있다.두 공간 간의 계를 유추하기 해서는 A

(바탕공간):B(특정 치 사물)::C(표 공간):D(동일 치 사물)

의 계를 이해하고,D에 해당되는 치를 찾아 응시켜야 한다. 응

이란 두 공간 간의 련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으로(Vosmik,

2005),두 공간 내에 배열된 사물의 개수나 응해야 하는 공간 계의

수 이 어떠한지에 따라 공간 치 유추의 발달은 달라질 수 있다.

‘~ 에,아래에, 에,앞에,뒤에’등 두 개의 사물로 이루어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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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공간 치 계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어린 아들도 공간 배

열에 한 민감성을 보여주었다.하지만 공간 치에 한 이해가 기에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항상 공간 배열,즉 공간 치를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Casasola,2008;Park,2015).몇몇 연구들

(Rattermann,Gentner& DeLoache,1989; 1990; Loewenstein &

Gentner,2005)은 3개 정도의 사물을 일렬로 제시하고,상 치(왼

쪽, 간,오른쪽)에 따른 공간 계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상 치(좌우, 간)와 크기(작은, 간,큰)에서 유사성이

있는 응 과제에서 공간 치 유사성이 사물의 표면 유사성과 치될

때,3,4세 유아의 약 반정도만 공간 치에 따른 수행을 했다.두 공간

배열간의 응에서 3세 유아는 사물 응에 근거한 반면,5세 유아는 사

물 응을 무시하고 공간 계에 근거하여 응할 수 있었다(Gentner

& Rattermann,1991). 한 좁고 긴 모래 상자를 이용하여 지도에 표시

된 자리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Huttenlocher,

Vasilyeva,Newcombe,& Duffy,2008; Vasilyeva & Huttenlocher,

2004),단일 차원 지도에서는 축척을 고려하는 능력이 3세부터 나타나서

차 으로 향상되며,2차원 지도 과제에서는 4세 유아 60%와 5세 유아

90%가 물건의 치를 찾기 해 거리 정보를 사용할 수 있었다.이상의

결과에서 단일 차원의 경우 3세부터도 계 유사성에 근거한 공간 치

유추가 가능하지만,과제 조건 내에 표면 유사성과 계 유사성에 따른

선택지가 경쟁하는 경우 다소 어려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평,수직을 포함하는 평면 공간에서 유아가 공간 치를 유추

할 수 있는지는 공간 표상물을 이용하여 주로 많이 연구되었다.유아가

공간 표상물( ,지도)을 이용해서 공간 치를 응시킬 수 있는지는 이

론 이나 실용 인 이유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심을 받아 왔

다(Blades & Spencer,1994; Boardman,1989; DeLoache,1989;

Gerber,1981;Liben,1997;Liben& Downs,1989a).DeLoache와 동료

들은 찾기 과제에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세 유아도 모형방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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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간의 공간 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DeLoache,1991;

DeLoache& Burns,1994;Flavell,Miller,& Miller,1993).그러나 찾기

과제에서의 성공 인 수행이 두 공간 간의 계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

는가 하는 에 있어서는 연구자들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이러

한 의견 차이는 이 과제를 근하는 이 어떠한지와 련된다.

고 인 공간 응 과제를 개발한 DeLoache와 동료들은 유아가 상

징물과 참조물(symbol-referent)간의 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을 두었다.그들은 공간 표상물이 참조 공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가에 을 두었기 때문에,사진,모형방,지도 등 표상물

의 종류를 다르게 했을 때 유아가 표상물이 갖는 사물 자체로서의 두드

러지는 특성을 억제하고 다른 공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에 주목하 다.따라서 유아가 공간 표상물을 이용하여 참조 공간에서

같은 사물이 놓여진 자리에서 장난감을 찾아낼 수 있다면 두 공간간의

공간 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유아의 표상 련성의 이해는 상 으로 이른 나이에 시작된다.

존재한다고 본다.선행 연구들은 구체 으로 공간 표상물의 종류에 따라

발달 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사진이나 그림은 2세 후,모

형은 2세 6개월 ~ 3세로 비교 일 성 있는 결과가 제시되었다(Blades

& Spencer,1994;Callaghan,1999;DeLoache,1987,1991;Tomasello,

Striano,& Rochat,1999).하지만 지도의 경우 사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4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도 지도에 나타난 구체물을 기 으로 지도

를 읽을 수 있다(Blades& Spencer,1994;Gentner,1989)고 보거나 취

학 유아들은 지도의 계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는(Liben &

Downs,1989,1993)등 연구에 따라 발달 시기에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차이의 원인 하나는 ‘의미 연결성’일 수 있다. 를 들어,상징이 그

자체로 참조물의 어떤 특징과 연결될 때 둘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상징의 특징들이 임의 이거나(사각형 모양이

특정 종류의 가구나 건물로 표시될 때)개념 으로 상충된다면 8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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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그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Myers& Liben,2008).

그러므로 유아의 표상 련 이해에서 지각 유사성 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갖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아의 공간 응 수행이 어떠한지를 확인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Gentner와 동료들은 공간 표상물과 참조 공간 간의 유사성

계에 을 두었다.그들은 공간 응 과제에서 유아들이 두 공간을 연

계시키고 추론할 때 구조 정렬 응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Gentner1983,1995;Markman& Gentner,1993;Medin,Goldstone

& Gentner,1993).두 공간의 구조화된 표상은 사물을 나타내는 속성

요소와 그러한 사물간의 계를 나타내는 계 요소를 갖고 있으며,각

각을 표면 유사성과 계 유사성으로 구분했다. 한 어린 유아들은

응 과정에서 표면 유사성에 더 많이 의존하며 계에 한 지식 습득을

통해 차 계 유사성에 근거해 응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유사성 계에 을 두는 학자들은 표면 특성과 계 특성이 어떻

게 련되는지에 따라 유아의 유추 과제 수행에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

다.Gentner와 Toupin(1986)는 유추 과제에서 표면 특성과 계 특성이

일치하는 정도를 투명성(transparency)이라 명명하 고,‘인형 놀이’과제

를 이용하여 투명성이 유추 이의 정확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표면 특성과 계 특성이 유사하여 투명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유치원생

들도 유추 이에 성공할 수 있었다.반면 응되는 계에 있는 사물의

표면 특성이 유사하지 않아 투명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유추 과제 수행이

어려웠고 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어서야 표면 특성에 계없이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추 이를 수행할 수 있었다.이후 Pierce와

Gholson(1994)은 투명성의 개념을 토 로 직 응(directmapping)과

교차 응(crossmapping)조건을 구분하여 유아의 유추 문제해결을 확

인하 다.직 응 조건에서는 표면특성과 계특성이 일치하여 표면

유사성만으로도 바탕문제를 표 문제에 바르게 이할 수 있게 되는 반

면,교차 응 조건에서는 바탕 문제와 표 문제 간에 교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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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성들을 제거하고, 계 유사성을 발견해야만 올바른 이를 할 수

있었다.교차 응의 경우 8~9세 이후가 되어서야 가능하 다.

찾기 과제에서의 수행을 공간 계 이해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한

이론 논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찾기 과제에서 사

용된 그림이나 모형 등의 공간 표상물에 포함된 사물은 실제방에 배열된

사물과 유사한 표상물로,그 안에 표면 특성과 계 특성이 통합되어

있다(Blades,1991).이로 인해 유아가 공간 표상물에 있는 의자를 보고,

실제방에서 의자를 찾았을 때,표면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응인지( ,

의자 1->의자 2)과 계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응인지( ,아래의

장난감 1->아래의 장난감 2)를 구분하기 어렵다.따라서 유아의 공간

계 이해에 한 논쟁을 규명하기 해서는 유아의 공간 응 과제 수

행이 표면 유사성에 근거한 결과인지 계 유사성에 근거한 결과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과제에 포함된 선택지 한 유아의 유추 과제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유아는 과제에 제시된 표 공간에서 동일한 치의 사물을 찾

을 때,사물 속성(의미,모양,크기 등)에 한 정보와 계( 치)에

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DeLoache와 동료들의 찾기 과제에서는 사물

유사성에 근거한 정보와 계 유사성에 근거한 정보가 일치한다.반면

Gentner와 동료들이 이용했던 공간 응 과제들에서는 사물 특징이나

의미 유사성과 계 유사성에 근거한 정보가 서로 경쟁한다(Gentner&

Toupin,1986).따라서 이 과제에서 공간 치에 근거해 응 과제를 수

행하기 해서는 작업 기억 내에서 표면 유사성에 따른 반응을 억제

(inhibitory control)해야 한다(Viskontas,Morrison,Holyoak,Hummel,

& Knowlton,2004).표면 반응이 할 때 억제에 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Diamond,Kirkham,& Amso,2002; Richland,Morrison,&

Holyoak,2006),두 유사성에 근거한 반응이 경쟁 인 경우에는 공간

치를 유추하기가 보다 어려울 수 있다.즉,사물의 속성이 어떠한지에 따

라 계 유사성에 한 이해 없이도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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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면,속성 혹은 표면 유사성 억제에 한 부담이 계 유사성에

한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따라서 유아의 계 유사성 이해가 어

떠한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사물 속성의 향을 통제할 수 있는 과제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공간 응 과제를 통해서 살펴 본 유아의

공간 계 이해는 사물의 속성에 따라 향을 받으므로 사물 정보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조건에 따른 유아의 수행 정도를 면 히 분석하여 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특히 사물 정보와 계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3세부터 공간 계에 한 이해가 시작되지만(DeLoache,1989),공간 내

에 포함된 사물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lades,& Spencer,1986;Bluestein,& Acredolo,

1979).반면 5세가 되면 사물 종류가 동일하거나 사물 정보와 계 정보

가 경쟁하는 과제 조건에서도 매우 잘 수행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

다(Blades,1991;Lowenstein& Gentner,2001).3세부터 5세까지 유아

는 차 다양한 계 지식을 습득하고, 계 유사성에 기 하여 단

할 수 있으므로(Uttal,Gentner,Liu,& Lewis,2008),3세,4세,5세를

상으로 공간 치 유추의 발달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발달은 과제의 특성이나 조건 뿐 아니

라 역 지식 수 에 따라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 역 지식이 유추

발달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유아가 계 구조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두 조건에 한 유사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Brown,

1989;Chen,Sanchez,& Campbell,1997; Gentner& Rattermann,

1991;Goswami,1992).지 까지 유아의 공간 응 능력을 다룬 연구들

은(민미희・이순형, 2012; 최낭수, 2010; DeLoache, 1991, 1995;

DeLoache& Burns,1994;Liben& Yekel,1996)방향,조망각도,척

도 등 공간 이해와 련되는 개념들을 변수로 포함시켜 과제를 구성하

다.그러므로 공간 개념이 포함된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가 언

제 가능한지에 한 일반 인 발달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유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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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따라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연령과 더불어 공간지식이 미치는 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3.공간과제 특성과 공간 치 유추

1)사물 종류와 공간 치 유추

사물 종류는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향을 수 있다.고 인

찾기 과제에서 유아가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응했는지를 보다 구체

으로 규명하기 해 Blade(1991;1994)는 실제 공간 내에 사물 4가지

2가지를 동일한 사물로 구성하여 유아의 찾기 수행을 확인하 다.그

결과 사물의 차별성에 따라 유아의 수행에 차이를 보 다.3,4세를 상

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연령차는 크지 않았으나,사물이 차별 인 경우

는 4 만 의 과제 수행에서 수가 2.6 ,2.64 이었는데 반해,사물이

동일한 경우의 수는 1.35 .1.54 으로 히 감소했다.이 결과를 두

고 몇몇 학자들은 어린 유아가 사물 유사성에 의존하여 과제를 수행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Lowenstein& Gentner,2001).그러나 이

러한 과제 조건은 유아가 두 공간을 응시키는 과정뿐만 아니라 바탕

공간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향을 미칠 수 있다.즉 바탕

공간에 배열된 사물간의 차별성이 공간 치 이해에 향을 주었고,이로

인해 유아의 과제 수행이 차이를 보 을 수 있다.유추 문제해결을 정

보처리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유추란 바탕 자원에 한 정보를 부

호화하고, 응 용시키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본다.

유아가 공간 치 이해를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공간 내의 사물

종류는 이정표 단서가 될 수 있다.유아는 지도 사용에서 상의 치에

한 직 단서로서 이정표를 일 으로 매우 많이 사용한다

(Bluestein& Acredolo,1979;Dalke,1998;Dehaene,Izard,P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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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lke,2006;Liben& Yekel,1996;Shusterman,AhLee,& Spelke,

2008).사물들 간에 차별되는 특징이 있는 경우,유아는 그 차별 인 특

징을 통해 두 공간에 있는 사물들의 계를 응시킬 수 있다.공간 내

배열된 사물의 모양은 같고 서로 다른 색으로 제시된 경우(Dalke,1998),

3세 유아들의 50%와 만 4세 유아들의 90%가 비교 정확하게 공간 치

를 유추할 수 있었다. 치 찾기에서 이정표가 첨부되었을 때 기억수행

이 증가하 고,자기 심 공간 행 에서 객 인 공간 행 로의 발달

에 이정표의 존재가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지도를 보고 목

표물의 치를 찾는 연구들(Bluestein& Acredole,1979;Presson,1982;

Blades & Cooke,1993)은 3~5세 유아들이 지도읽기에서 이정표

(landmark) 심으로 치를 인식한다고 지 했다.특징 인 이정표는

공간 치는 물론 경로를 기억하는 과정에서도 향을 미친다.

한편 이 표상 가설에 따르면 세상의 지식은 두 개의 표상부호,즉

언어부호와 심상부호로 표상되며,표상부호가 다양할수록 더 잘 기억되

고 인출된다(AllanPaivio,1986).왜냐하면 정보가 두 가지 부호로 표상

되는 경우에는 비록 한 가지 부호가 활성화되는데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

호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선행 연구(민미희・이순형,

2012;최낭수,2010;DeLoache,1991,1995;DeLoache& Burns,1994;

Liben& Yekel,1996)에서 주로 이용한 그림이나 모형 등과 같이 공간

표상물 내에 배열된 사물 종류가 다양한 경우,유아는 공간 치에 한

표상으로 언어부호와 심상부호 두 가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사물 종류가 다양한 경우는 유아가 바탕 공간에

배열된 공간 치를 구분하기도 용이하고, 치에 한 표상부호도 다양

해서 정보를 기억하고 인출하기에 쉬운 조건이 된다.사물의 치는 심

상부호와 더불어 각 사물( :침 ,의자 등)의 구체 인 언어부호나 의

미부호로 표상되기 때문이다.반면 사물 종류가 단일한 경우는 바탕 공

간에 제시된 사물들간에 언어부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간 치 정보를

기억하고 인출할 때 심상부호에만 의존해야 한다.여기서 심상부호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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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간의 공간 치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심상부호만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물 속성을 통제함으로써 엄 한 의미의 계 유사성에

근거한 수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유추 조건과 공간 치 유추

공간 응 과제에서 주어진 두 공간이 얼마나 유사한지는 유아가 공

간 치를 유추하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유추 문제해결에 한 연구

들은 문제들 간의 유사성이 유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 유사

성을 문제해결과 한 련이 있는 구조 유사성(structuresimilarity)

과 문제해결과 련이 은 표면 유사성(surfacesimilarity)으로 구분한

다(Bassok,2003).Gentner와 Markman(1997)는 유사성을 속성, 계,

체계 등 세 가지 수 으로 구분하 다.첫 번째 수 인 속성(attribute)

유사성은 개개 요소들의 특징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표면 유사성과 같은

의미이다.둘째, 계 유사성은 두 요소들 간의 계가 다른 두 요소들의

계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구조 유사성을 말한다.셋째,체계

유사성은 상 계의 유사성,즉 계들 간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Holyoak,Gentner,& Kokinov,2001).여러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세트

는 요소들 간의 계들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 인 계에 있어서 다른

세트와 유사할 수 있다.

공간 치 유추에서 표면 유사성의 수 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지 까

지 연구들은 사물의 재질,색깔 등 부분 지각 특성을 동일하게 한

경우와 다르게 한 경우에서의 수행 정도를 비교하 다(DeLoache,1987;

DeLoache,Kolstad,& Anderson,1991;Blades& Cooke,1994).모형과

실제방 간의 지각 유사성이 높을 때는 3세 유아도 모형에서 치에

한 정보를 악하여 찾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었지만 두 공간에 배열

된 사물의 색과 모양이 잘못 연결되어 지각 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과제 수행에 실패했다.그러나 사물의 지각 유사성 뿐 아니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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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도 과제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의미 연결성(Gelman

& Markman,1986; Schneider,& Sodian,1988)이나 언어 명명

(label)(Rattermann,,Gentner,& DeLoache,1990)등은 유아가 범주화

과제나 일반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략이다.사물 간의 지

각 유사성이 낮다 하더라도,사물 간 의미가 같다면 두 공간의 련성

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미 단서를 이용하여 유추 과제를 수행할 수 있

다.따라서 응되는 사물의 의미를 다르게 했을 때도 계 구조를 유추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두 공간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가 아니라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계 구조를 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다.

계 복잡성에는 표면 특성 뿐 아니라 체계 특성도 련된다.하나

의 공간에 배열된 사물의 종류가 다양한지,단일한지는 계를 이루는

상 계로 체계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두 공간의 체계 특성이 다른

경우는 부분 표면 유사성까지도 다른 경우로, 계 복잡성의 수 이

높기 때문에 유아가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반면 이 과제에서의 수행

을 성공 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유아가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

추할 수 있음을 보여 다.이에 사물 종류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기

으로 유추조건을 유사조건과 상이조건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사물 종류가 일치하는 조건은 표면 특성과 계 특성이 일치하는 조

건으로 투명성이 높고,수 이 낮은 차 계라고 볼 수 있다.반면 사

물 종류가 교차하는 경우 유아가 공간 치를 유추하기 해서는 복잡한

계를 이해해야 한다.사물 종류가 교차되는 조건은 두 공간 내에 제시

된 사물간의 표면 유사성도 낮지만, 계의 수 도 더 복잡하여 계 유

사성에 근거해 추론하기에 더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이 조건은 공

간 배열과 사물의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공간 치 유추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 조건으로 유추 능력의 발달 차이를 확인하기에 한 조건

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공간 계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즉 사물 종류(단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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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종사물)과 유추 조건(유사조건,상이조건)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

아의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칠 수 있다.유추 조건이 유사조건인 경

우에는 사물 종류(단종사물,다종사물)에 따라 수행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상이조건인 경우에는 바탕 공간과 표 공간의 응이 서로

혼합되어 있게 된다(단종사물-다종사물,다종사물-단종사물).이 때 두

공간간의 련성을 이해하고 용시키기 해서는 구성이 다양하게 제시

된 공간에 해 속성 요소를 억제하고 계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

는 인지 과정이 부가되게 된다.그러므로 상이조건에서는 사물 종류에

따라 수행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상된다. 

4.공간기하 지식과 공간 치 유추

유추 발달에서 지식 기반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어린 아이도

특정 역의 과제에 한 핵심 지식 여부에 따라 과제 수행에 차이를 보

인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공간 과제를 이용하여 유아의 역 지식이

과제 수행에 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성인을

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은 공간 기술이 규모 환경에서의 공간 능력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 다(Fenneretal.2000;Liben,Myers,&

Christensen,2010;Quaiser-Pohl,Lehmann,& Eid,2004).이 연구들은

공간 지각,심 회 ,공간 시각화 등 기본 인 공간 기술1)이 환경 수

행 표상 수행을 측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부분 성인을 상

으로 한 연구 기에 동일한 과제를 유아에게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등학생을 상으로 동일한 공간 과제를 이용하여 공간 기술이

1)공간 인지를 구성하는 하 요인은 학자마다 범주나 내용에 차이를 보이며

(DelGrande,1990;Linn,& Peterson,1985;McGee,1979),하 구성 요소에

따라 공간 지식을 측정하는 과제도 달라진다.Linn과 Petersen(1985)는 공간

기술을 공간지각,심 회 ,공간시각화 등 3가지로 범주화하 는데,공간지각은

WLT(수면 과제),심 회 은 2차원 MRT(정신 회 과제),공간시각화는

HPT(숨은 그림 찾기)와 PFT(종이 기 검사)과제를 통해 주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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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사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Christensen,2011).

이 연구에서는 공간 기술의 수 이 높을수록 지도 사용의 략(지도가

놓여진 방향을 돌려 바르게 정렬하거나 특정 지 을 가리키는 등의

략) 사용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나(Liben,

Myers,& Christensen,2010),제시된 체 공간 치에 한 구조 이

해인 조망 지식 습득과의 련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 이러한 일

련의 연구들에서 공간 기술은 주로 소규모 과제를 통해 측정된 반면,

제시한 지도의 참조 공간은 높은 건물이 포함된 규모 환경이었기 때문

에 유사한 공간 규모를 이용했을 때,유아의 역 지식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고 찾기 과제를 이용하여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연구한

학자들은 유아가 공간 표상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표상 응과 함께

기하학 응의 역할을 강조하 다(Liben & Yekel,1996; Liben,

2002).유아가 기하학 응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들은 상

,사 ,유클리드 공간 계 혹은 방 ,조망 각도,척도,배열 상

태 등에 따라 과제조건을 달리했을 때 유아의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음

을 보고하면서(민미희・이순형,2012; 최낭수,2010; Dehaene,Izard,

Pica,& Spelke,2006;DeLoache,1991,1995;Liben& Yekel,1996;

Shusterman,AhLee,& Spelke,2008),이러한 결과들이 유아의 기하학

지식의 발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아가 공간 치를 유추하는 능력과 공간 기술 혹은 기하학 지

식은 모두 공간 사고에 포함되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공간

사고는 다양한 인지 기능의 복합체로,공간 사고를 해서는 공간 개

념,공간 표상,공간 추론 등의 기능이 필요하다(CSTS,2006).공간 개

념은 공간이 가지는 속성에 한 이해로 공간 기술이나 기하학 지식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반면 공간 추론은 상의 구조와 기능 그리

고 이들의 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결과를 측하거나 각각의

것들을 비교하고, 성 등을 단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공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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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추하는 능력은 공간 추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유아의

공간 사고의 발달에 한 이해를 해서는 기하학 지식을 공간 과

제에 포함시켜 확인하기보다는 공간기하 지식과 공간 치 유추 능력을

구분하여 둘 간의 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공간 지식 에서도 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

는 지식은 공간기하 지식이다.유아는 공간 속에서 물체의 형태나 구조

를 탐색하고 물체간의 계를 악하며 그 움직임에 따른 변형 인 계

등을 이해하는 등의 기하학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유아

들은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통해 기하학 계의 비형식 지식을 획득

하며 기하학 지식과 추론의 기 가 되는 보 개념을 획득한다(홍혜

경,2004;Clements,2004).

공간기하 지식의 하 역과 련하여 해 NCTM(2000)은 취학

유아의 교과 내용 규 에서 공간기하 역을 도형, 치와 공간 계

( 치/방향/거리 포함),변환/ 칭(이동/뒤집기/회 포함),시각화/공간

추리 등 네 역으로 구분한다(나귀옥,2006).한편 Kennedy와 동료

들(2004)은 유아기의 기 기하학 경험이 최소한 4가지 기하학 체

계,즉 상기하,유클리드 기하,좌표기하,이동기하의 기본 인 측면들

과 련된다고 주장한다.2)NCTM(2000)과 Kennedy와 동료들(2004)의

공간기하 내용 구분을 비교해 보면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와 유사하고,

치와 공간 계는 상기하 좌표기하와 련된다.변환/ 칭은 이동

기하와 련되며,시각화나 공간 추리는 상기하 이동기하와 련

2) 상기하는 공간 내에서의 치를 설명하는 것으로,근 ,순서,개폐,분리

등과 같이 불변하는 특성을 포함한다.유클리드 기하는 평면 입체도형에

한 것으로 이차원 삼차원 공간에서 ,선,원과 구,삼각형과 삼각뿔,정사

각형과 정육면체,직사각형과 사각뿔과 같은 여러 평면 입체도형에 해서

다룬다. 한 좌표 기하는 2차원,3차원 공간에서의 특정 치를 좌표체계를 사

용하여 수리 으로 악하는 것이며,이동기하는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를 변화

시키지 않은 채 치만의 변환을 다루는 기하 역이다(최연・이정욱,2006;

NCT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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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체 으로 매우 유사하다.그러나 NCTM의 구분에는 공간 개념,

표상,추론 등 공간 사고의 다양한 수 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

Kennedy와 동료들의 구분은 공간 사고를 계 수 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 역으로 구분하고 있기에 공간 치 유추와의 련성을 검

토하기에 보다 합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

간기하 지식을 상,유클리드,좌표,이동 기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더

불어 각 개념들을 측정하는 과제는 련 과제들간의 수행 비교를 수월하

게 하기 해 김보경(2013)의 공간기하 인지 과제를 사용한다.선행 연

구에서는 상기하는 방향 과제로,좌표기하는 합과 부분/ 체 과제로,

이동기하는 회 과 칭 과제로 측정하 다.본 연구에서는 과제는 동일

하게 사용하지만,과제가 의미하는 기하 역의 구분에 해서는 다른

을 취한다.방향,회 , 칭 과제는 선행 연구와 동일하지만, 합과

부분/ 체 과제는 좌표 기하가 아닌 유클리드 기하로 구분하 다.

방향 과제는 상기하 역에 포함되며,공간 계와 모든 공간 감

각에 기본이 된다.회 과제는 이동기하 역에 포함되며 정신 변환에

가장 기본이 된다. 칭 과제는 회 과제와 함께 이동기하 역에 포함

되며,정신 변환에 기본이 된다.거울상 인지와 련하여 유아의 공간 인

지의 기본이 된다.회 과 칭 과제는 심 회 과제와 연결된다. 합

과제는 곡선과 직선, 계성과 연속성을 인지하는 기본 인 공간 능력으

로 상 기하 역에 포함된다.부분/ 체 과제는 형태-지각 능력 공

간 시각화 능력과 련되며 도형과 공간에 한 기본 능력이라는 의미에

서 유클리드 기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방향 과제와 련하여 선행연구들은(김경희,1981;윤경숙,1985;

Piaget,1956) 체로 4세에 ,아래의 개념을,5~6세에 왼쪽,오른쪽

개념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회 과제와 련한 연구들은(최연・이정

욱,2006;Piaget& Inhelder,1971;Rosser,Ensing,Clider,& Lane,

1984;Clements,1999;2004)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돌리기 등의 회

과제 수행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 고,쉬운 과제의 경우 3~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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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도 회 에 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칭 과제와 련

해서는 3~5세 유아들도 칭에 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특히

조작할 수 있는 구체물이 있는 경우,3세 유아들도 과제를 부분 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최연・이정욱,2006; Rosser,Ensing,

Clider,& Lane,1984).한편 합과 부분/ 체 과제에서는 유아의 형태

지각 능력과 련되는 것으로 5~6세경에는 부분 특정 지각이 고 형

태 변별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완・김정률・김주일・

정도성,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는 기하학 사고의 발달에 요

한 시기로,이는 계 유사성에 한 이해가 발달하는 시기와도 유사하

다.지 까지 연구들은 주로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반면,공간기하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분명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해 왔다.따라서 연령과 더불어 공간

기하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

이 제기된다.

공간기하 지식과 공간 치 유추의 계는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유아의 기하학 정보 사용에 한 연구들은

(Dehaene,Izard,Pica,& Spelke,2006; Shusterman,Ah Lee,&

Spelke,2008)이정표(landmark)정보가 유아의 기하학 정보에 한

민감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세 개의 사물로 구성된 공간 배열에

한 지도를 보고 실제 공간에서 이를 찾게 했을 때 이정표가 있는 경우

에 비해 이정표가 없는 경우 거리나 각도 등의 기하학 정보를 사용하

여 표 치를 더 정확하게 찾았다.공간과제 특성 하나인 사물의 종

류에서 다종 사물과 단종 사물은 이정표 정보의 유무와 련된다. 한

공간기하 지식의 하 과제인 방향, 칭,회 , 합,부분/ 체 등은 각

과제별로 발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되는 바,공간과제 특

성에 따라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치는 공간기하 지식의 양상도 차이

를 보일 수 있다.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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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유추 발달에 한 이론 논쟁 을

규명하기 해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공간 계 유추에 미치는 상

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이러한 작업은 이후 유아의 공간 유추 학습

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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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문제 용어정의

선행 연구 고찰을 근거로 구체 인 연구문제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 으로 정의한다. 한 연구문제와 련된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조

작 으로 정의한다.

1.연구 문제

이 연구는 유아의 공간 치 유추가 연령 공간과제 특성(유추 조

건,사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과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연령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유아의 공간 치 유추

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연령에 따라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방향,회 , 칭,

합,부분/ 체)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

는 향은 어떠한가?

3-1.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3-2.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3-3.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35-

3-4.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

는 향을 조 하는가?

4-1.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4-2.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4-3.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4-4.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2.용어 정의

1)공간 치 유추

치의 사 정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 는 그 자리’3)

이지만,학문 역이나 맥락에 따라 ‘치’라는 용어는 의미 혹은

상 의미로 사용된다.이 연구에서 공간 치는 ‘공간 내에 배열된 사

물들 간의 상 치’로 조작 으로 정의한다.

유추란 과거에 획득한 지식들을 연합하거나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상

황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이 때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표 문제(targetproblem)라 하고,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동원되는 친숙한 문제를 바탕문제(baseproblem)라고 한다.유추를

3)naver국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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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표 문제를 바탕문제에 연 지우고 이에

기 하여 두 문제간의 유사성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Chen,1996;

Goswami,1991).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공간 치 유추’란 바탕공간에

배열된 사물의 치를 표 공간에 연결시켜 동일한 치를 추론할 수 있

는 능력이라고 조작 으로 정의한다.

2)공간과제 특성

(1)유추 조건

유추 과제 수행은 바탕 문제와 표 문제 간의 유사성(similarity)의

수 과 정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Chen,1996; Daehler& Chen,

1993).두 공간간의 표면 특성과 계 특성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추 수행이 수월하다(Bransford etal.,1999; Gentner,& Toupin,

1986;Loewenstein,& Gentner,2001;Pierce,& Gholson,1994).

이 연구에서 유추 조건은 바탕공간과 표 공간 간의 표면 유사성의

일치 여부에 따른 비교 조건을 말한다.바탕공간의 사물 종류가 표 공

간의 사물 종류와 일치하는 경우를 유사조건,두 공간간의 사물 종류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상이조건이라고 조작 으로 정의한다.즉 유사

조건은 바탕공간과 표 공간의 사물 종류가 단종사물-단종사물 혹은 다

종사물-다종사물로 응되는 조건이며,상이조건은 바탕공간과 표 공간

의 사물 종류가 다종사물-단종사물 혹은 단종사물-다종사물로 응되는

조건이 된다.

(2)사물 종류

이 연구에서 사물 종류는 바탕 공간에 배열된 사물이 다양한 종류인

지,단일한 종류인지를 말한다.바탕 공간에 배열된 사물이 의자,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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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탁자 등 서로 다른 종류로 구성된 경우를 ‘다종사물’,배열된 사물

이 한 종류인 경우를‘단종사물’이라 한다.4)

3)공간기하 지식

기하는 우리가 사는 물리 인 세계를 모양,크기, 치,방향,동작으

로 표 하고 분류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Copley,2000),다루는 상에

따라 도형기하와 공간기하로 구분할 수 있다.공간기하는 공간의 성질을

다루는 기하이며,유아기에 경험하는 공간기하는 상기하,유클리드 기

하,좌표기하,이동기하 등 4가지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Kennedyet

al.,2004).이 연구에서는 공간기하 지식은 공간기하의 하 역들 한

지식으로,이 연구에서는 방향,회 , 칭, 합,부분/ 체 지식의 합으

로 조작 으로 정의한다.

(1)방향 지식

방향이란 어떤 방 를 향한 쪽으로 정의된다.이 연구에서 방향 지

식은 왼쪽-오른쪽, -아래 등의 방향을 지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

구되는 지식으로 조작 으로 정의한다.

(2)회 지식

회 이란 한 이나 축 는 어떤 물체를 심으로 도는 것을 말한

다.이 연구에서 회 지식은 한 을 심으로 오른쪽 는 왼쪽으로

돌려진 상을 원래 상과 비교하여 지각, 단하고,한 상을 심 으

4)유사한 과제를 사용한 선행연구(민미희・이순형,2012b;Blade,1991,1994;

Loewenstein,& Gentner,2001)에서는 공간에 배열된 사물 일부인 2개의 사

물만을 동일하게 제시하 는데,이 때 같은 사물이 2개인 경우를 ‘둥이(twin)

조건’,같은 사물이 없이 모두 다른 사물로 제시한 경우를 ‘고유(unique)조건’이

라고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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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려 상을 변환하고 추리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으로 조작 으로 정

의한다.

(3) 칭 지식

칭은 사물들이 서로 동일한 모습으로 마주보며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이 연구에서 칭 지식은 사물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마주보며 짝을 이루는 상태를 지각, 단하고,한 상을 수직 ,수평

으로 마주보며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심 으로 변환하고 추리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으로 조작 으로 정의한다.

(4) 합 지식

합은 둘 이상의 것을 한데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이 연구에서

합 지식은 둘 이상의 상이 한데 맞붙는 상태를 지각, 단하고 이들

상 간의 계를 단하고 추리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으로 조작 으로

정의한다.

(5)부분/ 체 지식

부분/ 체는 한 공간 는 상의 부분과 체를 포함한다.이 연구

에서 부분/ 체 지식은 한 공간 는 상의 부분과 체를 지각하고 그

들의 계를 단,추리하는 것과 련되는 지식으로 조작 으로 정의한

다.



-39-

Ⅳ.연구방법 차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 방법 차로 이루어졌다.먼 연구 상을 선정하고,연구도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 인 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으며,수집

된 자료를 통계 분석하 다.

1.연구 상

이 연구는 유아의 공간 치 유추,공간기하 지식을 살펴보기 해

서울 경기 지역의 류층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 4곳에 다니는 만 3,

4,5세를 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 고,그 부모가 연구자료 수

집에 한 동의를 한 131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연구 상을 모

집하기 이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SNUIRB)의 연구승인을 받

았으며, 승인된 연구 차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IRB

No.1509/002-008).실험에 참여한 체 131명의 유아 실험 차상 제

외되거나 결석으로 인하여 모든 실험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상을 제외

한 125명을 <표 Ⅵ-1>과 같이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연구 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3세 41.62개월(연령 범 36~47개월),4세 53.64개

월(연령 범 48~59개월),5세 64.74개월(연령 범 60개월~71개월)이

었다.

<표 Ⅳ-1>연구 상

연령
성별

전체
남아 여아

3세 26 13 39

4세 15 29 44

5세 23 19 42

전체 64 6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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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경변 N(%)

아

별
아

여아

64

61

생순

동

첫째

째

째 상

결측치

27(21.6)

35(28)

35(28)

11(8.8)

17(13.6)

연

30  하

31~35

36~40

41~45

46~50

결측치

0

21(16.8)

47(37.6)

33(26.4)

6(4.8)

18(14.4)

3(2.4)

45(36)

37(29.6)

22(17.6)

0

18(14.4)

학

고졸 하

전 졸

학 졸

학원 상

결측치

12(9.6)

15(12)

73(58.4)

8(6.4)

17(13.6)

10(8)

20(16)

73(58.4)

5(4)

17(13.6)

직업

전 직(6)

사  리직(3)

상공업(5)

매 비스직(4)

전업주 , 직(1)

타/결측치(7)

28(22.4)

50(49)

12(9.6)

8(6.4)

0

26(20.8)

19(15.2)

40(32)

6(4.8)

3(2.4)

27(21.6)

28(22.4)

수

150만원 미만

150~350만원 하

350~550만원 하

550만원 상

결측치

0

10(8)

46(36.8)

54(43.2)

15(12)

전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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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공간 응 과제(spatialmappingtask)를 연구 목 에 맞게 과제

특성에 따라 구성하 다.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공간기하 인지 과제를 사용하여 방향, 칭,회 , 합,부분/ 체 등 5

가지 하 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1)공간 치 유추 과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Blades,1991; Dalke,1998; DeLoache,

1987;DeLoacheetal.,1991;Loewenstein,& Gentner,2001)에서 사용

된 공간 응 과제를 토 로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공간 치 유추 과제

를 구성하 다.공간과제 특성은 유추 조건과 사물 종류에 따라 유사조

건-다종사물,유사조건-단종사물,상이조건-다종사물,상이조건-단종사물

등 총 4가지 과제로 구성하 다.연구도구의 내용 구성은 아동학

공 박사 4인과 학원생 3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 다.구체 인

연구도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바탕공간과 표 공간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바탕공간과 표 공간 간의 련성을 두 공간

의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바탕공

간을 그림지도로,표 공간을 모형방으로 사용하 다.선행연구에서는 주

로 지도나 모형 등을 바탕공간으로 사용하고,실제방을 표 공간으로 사

용하 으나 공간의 규모가 다른 경우 공간 정보 처리에 서로 다른 기제

가 작동할 수 있다(Morris& Parslow,2004).특히 표 공간이 실제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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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간 치 유추 과제를 수행하기 해서는 두 공간간의 공간 치를

응시키고 실제방의 응되는 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이 때 응되는 치가 유아의 신체를 기 으로 앞/뒤/좌/우 어디인지에

따라 유아의 과제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공간 치를 유추하는데 공간의 규모가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서

바탕공간과 표 공간의 규모를 유사하게 하여 유아가 바라보는 이

동일하도록 하 다.

3세 유아도 공간표상물이 공간 내 사물 특성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체 지도인 경우 실제공간에 한 상징물로 쉽게 이해할 수 있

으므로(민미희·이순형,2012b;최낭수,2000;DeLoache,1987,1989),바

탕공간은 그림지도로 제작하 다. 바탕공간인 그림지도의 크기는

16*14cm이며,두 공간에서 제시된 사물의 색이 같고 다름에 따라 과제

수행에 미칠 수 있는 향을 고려하여,흑백의 바탕공간에 모형방에 있

는 사물의 형태만 스 치하여 제작하 다. 체 공간은 2차원 평면으로

구성하고,공간 내에 치한 구체물은 실제 사물을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림으로 제시하 다.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4가지 그림지도를 구성한

다음,미색 A4용지에 출력하여 책자의 형태로 묶어 두었다가 련 과제

에 해당되는 그림지도를 펼쳐서 유아에게 제시하 다.

표 공간인 모형방은 40*35cm로 그림지도의 2.5배 으며,3면은 벽

면으로 둘러싸여 있고,앞부분은 유아가 잘 볼 수 있도록 벽면이 없도록

제작하 다.모형방의 외부 벽면에는 과제에서 찾아야 하는 ‘고양이 사

진’을 확 하여 붙여두었고,윗면에는 부직포를 붙여서 과제 수행시에 유

아가 미리 방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려두는 용도로 사용하 다.

바탕공간과 표 공간에 배열하는 사물의 개수는 5세 유아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기억 용량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5개로 정하 다.

두 공간에 배열된 사물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구들이었으며,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그림지도와 모형방에 배열된 가구의 종류와 구성

은 달랐다.과제 조건 4가지 2가지 조건은 사물의 배열을 십자가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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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머지 2가지 조건은 사각형의 배열로 구성하 다.

<그림 Ⅳ-1>바탕공간인 그림지도와 표 공간인 모형방

(2)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바탕공간과 표 공간

이 연구에서 사물 종류는 바탕공간에 배열된 사물이 다양한 종류인

지,단일한 종류인지에 따라 ‘다종사물’과 ‘단종사물’로 구분된다.‘다종사

물’은 바탕공간에 배열된 사물이 의자,침 ,쇼 ,탁자 등 서로 다른 종

류로 구성된 경우이며,‘단종사물’은 바탕공간에 배열된 사물이 같은 종

류로 구성된 경우이다.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공간 응 과제에서는 바탕

공간에 배열된 사물은 주로 다종사물이거나(민미희,이순형,2012b;박

찬형,이종희,2011;DeLoache,1987;DeLoacheetal.,1999;Marzolf

& DeLoache,1994), 체 사물 일부만 단종 사물이어서(민미희・이

순형,2012b;Blade,1991,1994;Loewenstein,& Gentner,2001),유아

의 공간 응 과제 수행에 사물 종류의 향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다.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공간 안에 배열된 사물을 모두 단일한 종류로 구성한

‘단종사물’조건을 포함시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사물 종류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한 유추 조건은 바탕공간과 표 공간간의 사물 종류가 일치하는지

아닌지로 구분하 다.‘유사조건’은 바탕공간과 표 공간의 사물 종류가

일치하는 경우이며,‘상이조건’은 두 공간간의 사물 종류가 서로 불일치

하는 경우이다.즉 유사조건에서 바탕공간과 표 공간의 사물 종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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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물-단종사물 혹은 다종사물-다종사물로 일치하며,상이조건에서 바

탕공간과 표 공간의 사물 종류는 다종사물-단종사물 혹은 단종사물-다

종사물로 불일치한다.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그림지도와 모형방에 배열된 사물의 종류와

구성은 다르게 하 다.유사조건-다종사물 조건에서 배열된 사물은 두

공간 모두 다종사물로 2인용 쇼 (9*4.5*5.5cm),침 (12*5.6*5.5cm),의

자(3.4*3.8*6cm),테이블(지름 7cm,높이 4.5cm), 탁 등 5종류의 가구

으며,바탕공간인 그림지도에는 가구 그림을,표 공간인 모형방에는

미니어쳐 가구 모형을 배열하 다.유사조건-단종사물 조건에서 배열된

사물은 두 공간 모두 단종사물로 1인용 쇼 (5*4.5*5.5cm)1종류 으며,

바탕공간인 그림지도에는 동일한 쇼 그림 5개를,표 공간인 모형방에

는 동일한 미니어쳐 소 모형 5개를 배열하 다.

상이조건-다종사물 조건에서는 바탕공간의 사물 종류는 다종사물이

고,표 공간의 사물 종류는 단종사물이었다.바탕공간인 그림지도에는

옷장,서랍장,원탁테이블,화장 와 의자 등 5종류의 가구 그림을 배열

하 고,표 공간인 모형방에는 동일한 의자(3.4*3.8*6cm)5개를 배열하

다.상이조건-단종사물 조건에서는 바탕공간의 사물 종류는 단종사물

이고,표 공간의 사물 종류는 다종사물이었다.바탕공간인 그림지도에는

동일한 원탁 테이블 그림 5개를 배열하 고,표 공간인 모형방에는 옷

장,침 ,미끄럼틀,흔들의자,놀이매트 등 5종류의 미니어쳐 모형이 배

열되었다.모형방 외벽에 붙여 둔 고양이 사진은 작은 크기로 코 하여

(2*3cm),표 공간에 배열된 미니어쳐 가구 아래에 숨겨 두고,공간 치

유추 과제에서 찾는 물건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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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유사 조건의 바탕공간과 표 공간

조건

사  

종
탕공간 적공간

사

조건

다종 

사

 

단종 

사

<표 Ⅳ-4>상이 조건의 바탕공간과 표 공간

유추

조건

사물

종류
바탕공간 표 공간

상이

조건

다종

사물

단종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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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간 치 유추 과제의 차와 내용

공간 치 유추 과제는 ‘바탕공간과 표 공간의 비교,공간 치 유추’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공간 치 유추에서 두 공간간의 련성을 비교하

는 과정은 유아의 수행에 직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요한 부분이

다.유아가 바탕공간과 표 공간에 있는 사물간의 물리 유사성을 탐지

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의도된 두 공간간의 계에 한 분명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DeLoacheetal.,1999).이 과정에서 유아 혼자 주목하는

것보다 유능한 성인에 의해 두 공간의 물리 유사성과 응을 발견하도

록 안내받을 때,유아는 두 공간의 응을 보다 더 잘 알아차리게 된다

(민미희,이순형,2012a).이에 연구들은 유아의 공간 응에서 바탕공간

과 표 공간간의 계에 해 유아에게 주어지는 정보나 설명의 요성

을 강조하 다.특히 DeLoache(1995a,1995b,2002)는 모형모델(The

ModelModel)’에서 ‘설명’의 요성을 강조하 고,Liben(1999)은 유아

의 공간 표상을 활성화시켜 수 있는 여러 요인 하나로 성인의 사회

지도를 제시하 다(민미희,이순형,2012a).일반 으로 모형-방 과제

에서 성공 수행을 보이는 3세 유아들도 분명한 지시가 없는 경우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보 다(DeLoache,1989;

DeLoacheetal.,1999;Marzolfetal.,1999). 한 두 공간의 계를 비

교하는 것은 3세 유아가 인과 이고 기능 인 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을 돕는다(Loewenstein& Gentner,2001).이 연구에서 유아에게 제시

되는 공간 치 유추 과제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유아가 수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공간 치를 유추하기

에 조사자가 바탕공간과 표 공간간의 련성을 비교해 주는 과정을

포함시켰다.바탕공간인 그림지도와 표 공간인 모형방이 같은 공간

배열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해 모형방에 배열한 사물의 사진자

료와 그림지도를 일 일로 응시키면서 두 공간의 련성을 설명하

다.설명과정에서 구체 인 가구 이름 신 ‘여기’,‘이곳’등의 장소를 지



-47-

칭하는 지시 명사로 설명하도록 하 다.그리고 바탕공간과 표 공간을

유아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정렬 방향이 다름으로 인해 과제 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 공간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제시하 다.

그 다음 조사자는 유아에게‘고양이 사진 찾기 게임’을 제안하고,유

아가 보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모형방의 특정 사물 아래에 고양이 사진

을 숨긴다.유아에게 그림지도를 보여주며 그림지도에서 고양이 사진이

숨겨진 치를 알려주고,유아의 정면에 모형방을 제시하면서 같은 치

에서 고양이 사진을 찾도록 한다.공간 치 유추 과제에서 유아는 5곳의

장소에 숨겨진 고양이 사진을 찾게 되며,숨기는 장소는 무작 로 선정

하되 한번 숨겼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 고양이 사진을 숨기지 않도록 했

다.

<표 Ⅳ-5>공간 치 유추 과제의 차

주  절차  내   료

1. 친 감 

2.  개

(책상 에  , 아가 볼 수 없도  돌

는다.) 늘  생님과 찾   할 거에 . (

 가리키 ) 여 는 고양  에 . 안에 엇  

지 하지 ? 그래  생님  고양  사진  가지고 

어 . (과제 에 는 사진 료  보여주 ) 사진  보

 고양  에 는 건들  어  는지 알 수가 어

.

    

과  사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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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절차  내   료

3. 과 

그림지도 간  

계 비

 (과제 에 는 그림지도  보여주 ) 그림 도 건

 어  는지  알 수 는 ,  그림  저 보여  사

진과 짝꿍 야.  개가 얼마  비슷한지 살펴볼 ? 

 (조사 는  사진 료  그림지도에  같  치에 

는 사  가리키   공간간   해 다) 

여  같  리는 여 고, 여  같  리는 여

다. 

     

 사진 료  그림지도 간  계 비

4. 공간 치 

 과제 개

(그림지도만 제시한 상태에 ) 그럼, 지   그림  

가지고 고양  사진 찾  게  해 볼 거야. 생님  

에 가  건 아래에 고양  사진  숨겨 거야. 그 다

에 그림에  고양  사진  숨겨  리가 어 지 

알  거에 . 그럼, 친 가 에 가  같  리에 는 

건  집어  고양  찾아주  . 그런   게

에는 규칙  어. 친 가 맨 처 에 찾  리가 맞  

만 진짜 찾  걸  하는 거야. 그러니   생각하고 답

해 주 . 

5. 공간 치 

 과제 수행

① 고양  사진 숨  - ( 에 고양  사진  숨 ) 

, 그럼 생님  고양  사진  숨 니 친 는  

다 . (조사 는  돌  아가 볼 수 없게 한 

상태에  정해진 리에 고양  사진  숨 다) 

② 고양  사진 숨  치  그림지도에  알 주  - (고

양  사진  숨  다  그림지도에  숨   가리키

) , 생님  고양   여 에 숨겨 어. 친 가 

여  같  리에  고양  찾아 래? 한 만 찾  수 

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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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절차  내   료

5. 공간 치 

 과제 수행

③ 고양  사진 찾  - ( 아가 그림지도   동시

에 보지 못하도  그림지도  집어 고  아 

정  겨주고, 고양  사진  찾게 한다. 다  곳  

찾  경우,  한 만  찾아볼 수 게 해 주고, 그래도 

못 찾  조사 가 어  는지 시켜주고 어간다. 

한 에 찾  경우에만 수행에 공한 것  한다.)

6. 공간 치 

억 

( 아가 수행에 공하지 못한 경우 억에 한 과 지

 하  한 절차 , 고양  사진  찾  다 ), 생

님  좀전에 그림에 는 어 에 다고 했었는지 가리켜  

수 니?

∙각 과제당  째 ~ 다  째 각  다  에 고양  

사진  숨  ‘5. 공간 치  과제 수행 ~ 6. 공간

치 억 ’  복함

7. 별 사 과제가 다  , 약 한  주고 별 사하

공간 치 유추는 유아가 그림지도를 이용하여 모형방에 숨겨둔 고양

이 사진을 시행 착오없이 한 번에 찾아내었는지 아닌지로 단하 다

(Trosethetal.,2007).즉,침 아래에 고양이 사진이 숨겨져 있을 때,

가장 먼 침 아래를 보고 고양이 사진을 찾은 경우 성공이고,다른

곳을 먼 보고 나서 침 아래로 가서 고양이 사진을 찾은 경우 실패로

단하 다.이에 공간 치 유추 수는 각 찾기에서 유아가 고양이 인

형을 찾으면 1 ,찾지 못하면 0 으로 평가한다.한 가지 조건은 5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유아는 과제 조건당 각각 0~5 을 받을 수

있고,과제가 모두 4가지이므로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총 은 0~20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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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공간 치 유추 과제의 구성

공간과제 특
 점수 

 조건 사  종

사조건
다종사 0~5점

단종사 0~5점

상 조건
다종사 0~5점

단종사 0~5점

합   계 0~20점

2)공간기하 지식 과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간 치 유추와 련된 역 지식으로 공간

기하 지식을 측정하 다.선행연구(Christensen,2011;Liben,Myers,&

Christensen,2010)에서 공간능력의 개인차를 규명하기 해 사용한 공간

능력 세트나 공간 기술 과제들은 요인 분석에 따른 공간 능력의 하

역을 반 하고 있기는 하나,과제에 포함된 요소들 간의 독립성이나 체

계성이 부족하여 유아의 공간능력에 한 설명과 교육 함의를 제시하

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역

지식의 향이 어떠한지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공간 지식을 기하

학 요소에 따라 구분한 공간기하 지식을 사용하 다.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를 토 로 공간기하의 하 요인을 구분하고,학령 기 유

아의 능력을 측정하기에 한 수 으로 과제를 개발한 공간기하 인지

과제(김보경,2013)를 사용하 다.이 과제는 최연과 이정욱(2006),

Piaget(1956),Piaget와 Inhelder(1971),Jedrysek과 동료들(1972),Rosser

와 동료들(1984)등이 개발한 과제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높은 난이도

로 인하여 유아의 과제 수행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피하기 해 난이도를

낮추고,유아에게 친숙하고 단순한 자극을 이용하여 과제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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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기하 지식은 방향,회 , 칭, 합,부분/ 체 등 5개의 하

지식으로 구분되며,각 항목당 2문항씩,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당 시 문제 1개와 본 문제 3개가 제시되며, 시 문제의 설명을

듣고 본 문제 3개를 모두 맞춘 경우에만 1 을 부여한다.본 문제 3개

하나라도 틀린 경우는 0 을 부여한다.따라서 공간기하 지식의 총

은 0~10 이며,하 항목별로 방향 0~2 ,회 0~2 , 칭 0~2 ,

합 0~2 ,부분/ 체 0~2 이다.공간기하 인지의 정확한 측정을

하여 공간기하 지식 과제는 유아가 친숙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하 다.자세한 과제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1)방향 과제

방향 과제는 좌우방향 과제와 상하방향 과제의 두 종류로 구성되었

다.좌우방향 과제는 앙에 유아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배치하고 좌우에

다른 친숙한 이미지를 배치시켜 제작하 고,상하방향 과제도 이와

유사하게 앙에 유아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배치하고 상하에 다른 친

숙한 이미지를 배치시켜 제작하 다.

방향 과제 수행의 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좌우방향 과제의 경우,

먼 연습시행에서 유아의 식사하는 손과 그 반 손의 방향을 각각 확

인시켜 후,“○○( 앙 이미지)의 오른쪽에 무엇이 있나요?”,“○○

( 앙 이미지)의 왼쪽에 무엇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여 과제 수행을

미리 연습해 보도록 하 다. 답을 잘못한 경우는 “○○( 앙 이미지)

오른쪽에 ○○가 있고,○○( 앙 이미지)왼쪽에 ○○ 있지요”라고 질

문의 방향에 있는 그림(이미지)을 확인시켜 다.이후 본 시행부터는

바로 방향 지식 과제 질문을 하 다.상하방향 과제 수행의 경우에도,연

습시행을 통하여 유아가 과제에 익숙해지도록 한 후,본 시행을 실시하

다.한편 유아의 발화 수 이 응답에 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과제 수

행에서 유아가 지시 방향에 있는 것을 말하거나 는 손으로 가리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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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2)회 과제

회 과제는 우로 회 과제(오른쪽으로 90도 회 ),좌로 회 과

제(왼쪽으로 90도 회 )도구의 두 종류로 구성되었다.각 과제 도구는

기 이미지를 상단에,정답을 포함하는 세 개의 보기 이미지를 하단에

놓아 제작하 다.

회 과제 수행의 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 연습 시행에서는

유아에게 이미지가 인쇄된 실물 조각(4.5cm*5.0cm)으로 회 과제를 시

연한 후 회 된 이미지와 같은 것을 보기 에서 찾도록 하여 유아가 회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 다.이후 본 시행에서는 “○○(기

이미지를 가리키며)를 조 과 같이 오른쪽/왼쪽으로 돌리면 어떤 모

양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여 실물 시연없이 회 과제를 심 으로 수행

하도록 하 다.

3) 칭 과제

칭 과제는 Y축 칭 과제와 X축 칭 과제의 두 종류로 구성되었

고,과제는 회 과제와 마찬가지로 상단에 각 과제의 기 이미지를,하

단에는 정답을 포함하는 세 개의 보기 이미지를 배치하여 제작하 다.

칭 인지과제 수행의 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 연습 시행에

서는 유아에게 연습 과제를 제시하고 조사자의 손을 이용하여 좌우가 뒤

집힌 칭 계를 설명해 주었다. 시에서 조사자는 기 이미지를 손

으로 덮고,손을 Y축(X축)을 기 으로 뒤집은 후,이와 같이 좌우(상

하)가 뒤집힌 이미지를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 다.조사자는 유아와

함께 정답을 확인하고 유아가 칭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 다.

이후 본 시행에서는 “○○(기 이미지를 가리키며)를 조 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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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되나요?”라고 질문하여 칭 과제를 유아가 심

으로 수행하도록 하 다.

4) 합

합 인지 도구는 좌우 합 과제와 상하 합 과제의 두 종류로 구성

했다.좌우 합 과제의 경우 좌측에,상하 합 과제의 경우 상단에 기

이미지를 배치하고,정답을 포함하는 세 개의 보기 이미지를 그 반 편

에 각각 배치하여 과제 도구를 제작하 다.

합 인지과제 수행의 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 연습 시행에

서는 유아에게 시 과제를 제시하고 기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모양은 무엇인지 유아가 제시된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도록 하 다.조사

자는 유아와 함께 정답을 확인하며,유아가 합 과제를 확실하게 이해

하도록 하 다.이후 본 시행에서는 “○○(기 이미지를 가리키며)과

딱 맞아 떨어지는 모양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여 유아가 합 과제

를 수행하도록 하 다.

5)부분/ 체

유아의 부분/ 체 인지 수행을 살펴보기 해 빠진곳찾기 과제로 부

분/ 체 지식 도구를 제작하 다.이 논문에서는 유아에게 친숙한 체

동물 그림 일부를 빈칸 처리하고,하단에 정답을 포함함 세 개의 보

기 이미지를 배치하여 제작하 다.제작된 이미지는 색을 통제하기 하

여 흑백처리 되었다.

부분/ 체 인지과제 수행의 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다.빠진곳찾기

과제의 연습시행에서는 제시된 이미지에서 빠진 부분에 들어가기 한

이미지를 고르도록 하 다.조사자는 유아와 함께 정답을 확인하여,유아

가 빠진곳찾기 과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 다.이후 본 시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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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을 손으로 가리키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라고 질문하

여 유아가 부분/ 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

3.연구 차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측정하는데 합한 연구도구 연구 설계

를 구성하기 해 비조사를 실시한 후 비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도구

설계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 다.

1) 비조사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측정하기에 합한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그

합성을 검증하고 연구 설계의 타당도를 높이기 해,2015년 8월 24일

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1차 비조사를,9월 3일

부터 4일까지 다른 어린이집 2곳에서 2차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를 실시한 결과,유아에게 고양이 인형 찾기 놀이를 한다고

과제를 소개하 더니 3세 유아도 낯선 연구자와 즐겁게 과제에 참여하

고,다음날 다시 다른 과제를 하려고 할 때 서로 먼 하고 싶어 하며

과제에 해 기 감을 표 하 다.공간 치 응 과제에서는 이 연구

들에서 어린 유아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당 부분이 그 이 에

숨겼던 장소에서 찾는다는 일 된 오류를 보 음을 참고하여(Marzolfet

al.,1999), 비조사에서는 유아들이 같은 장소를 찾을 때 매번 다른 색

스티커를 가구 아래에 붙여두고 찾도록 하 다.그러나 스티커를 사용한

경우 붙 다 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연구자도 5번의 찾기 장소마다

숨기는 치와 더불어 스티커 색깔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과제 진행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많아 스티커 신 고양이 인형 사진을 작은 크기

로 코 하여 사용하 다.코 한 고양이 인형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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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바닥에 보슬이를 붙이고,고양이 인형 사진에는 까슬이를 붙인 뒤,

유아가 고양이를 찾으면 직 떼어 달라고 하여,간 으로 고양이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 다.

비조사에서도 과제는 이틀에 걸쳐서 수행하도록 했고,이틀간 4가

지 과제를 모두 끝낸 유아들에게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그러나 이 경우 특히 3세 유아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워서 첫째

날도 작은 선물을 비하여 과제를 다 마친 유아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변경하 다.

2)본조사

본조사는 9월 7일부터 9월 25일에 걸쳐서 서울의 류층 지역의 어

린이집 4곳에서 3세 41명,4세 48명,5세 42명,총 131명을 상으로 실

시하 다.본조사를 실시하기 에 각 어린이집에 미리 방문하여 어린이

집의 별도의 공간에 책상과 의자를 세 하고,다음날부터 오 ,오후 자

유놀이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와 일 일로 실험을 실시하 다.모든 유

아는 2회에 걸쳐 실험에 참여하 는데,첫 번째 실험 후 약 2일 후에 두

번째 실험에 참여하 다.그림 지도를 제시하면서 바탕공간과 실제 공간

간의 계에 해 설명하고,지도에 고양이 인형이 숨겨진 치를 가리

켜서 알려 뒤,실제 공간에서 고양이가 숨겨지는 것을 기다리도록 한

후,유아로 하여 실제 공간에서 고양이 인형을 찾도록 하는 순서로 진

행되었다.모든 실험에서 유아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바로 기록지에 작

성하 다.자세한 기록지는 부록에 첨부한다.

과제의 조건에 따라 그림지도와 인형방의 조합만 다를 뿐 실험의 순

서는 동일하 다.유아는 유추 조건(유사조건,상이조건)과 사물 종류(다

종사물,단종사물)에 따라 구분된 4개의 과제,즉‘유사조건-다종사물’,‘유

사조건-단종사물’,‘상이조건-다종사물’,‘상이조건-단종사물’과제에 모두

참여하 는데,그 순서는 무작 로 배정되어 실험 실시 순서에 따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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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제하 다.과제 유형과 더불어 하루에 수행하는 2개의 과제에서

동일한 공간 배열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연구자는 과제의

순서효과를 통제하고,공간 배열도 골고루 제시될 수 있도록 실험 참

여 순서를 A부터 H까지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 체 상 유아를

A부터 H 유형에 골고루 할당하여,각 유형에 따라 표기된 기록지를 이

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과제를 찾는 치를 통제하기 하여 유형에

따라 9개의 찾는 치(좌상,상,우상,좌, 간,우,좌하,하,우하)도 미

리 랜덤화시켜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 다.

유아는 첫날 2개의 과제에서 10번의 고양이 인형 찾기를 수행하

고,2일 후에 다른 2개의 과제에서 10번의 고양이 인형 찾기를 수행하여

총 4개의 과제에서 20번의 고양이 인형 찾기를 하 다.과제 소요시간은

약 10분씩,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그리고 둘째 날에는 2개의 과제

가 끝난 뒤에 잠깐 쉬었다가 공간기하 과제를 실시하 다.4개 과제의

실시 순서의 는 <표 Ⅳ-7>과 같다.

유아 각 개인은 4가지 조건의 과제를 모두 수행하며,집 도 피

로도를 고려하여 하루에 2가지씩 2회에 나 어 실시하 다.

<표 Ⅳ-7>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실험 차

공간과제 특 수행 합계

공간 치

 과제

사조건 다종사 5

 4개 과제

20  찾

사조건 단종사 5

상 조건 다종사 5

상 조건 단종사 5

공간 하 과제
향, 전, 칭, 

접합, /전체

과제별

6 항

 5개 과제

30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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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통

계 방법으로는 빈도 분석,평균,표 편차,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ANOVA),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ANOVA),상 계

분석(parson's correlation analysis),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계 회귀분석(hierarchicalregressionanalysis)을 이용했다.

먼 연구 상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반 인 경향을 악하기 해

공간 치 유추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았다.다음으로 공간과제 특

성(유추 조건,사물 종류) 연령에 따라 공간 치 유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유추 조건과 사물 종류를 피험자

내 요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연령에 따른 공간기

하 지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그리고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Scheffe사후검증

을 실시하 다.

한 유아의 연령,공간기하 지식,공간 치 유추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 피어슨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고,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에서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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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과 해석

선정된 연구문제를 토 로 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실시한 공간

치 유추에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련 선행연구와의 일 성 여부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연령 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차이

1)연령 공간과제 특성(유추 조건,사물 종류)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반 경향

연령 공간과제 특성(유추 조건,사물 종류)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반 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Ⅴ-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공간과제 특성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는 유사

조건-다종사물인 경우 4.34 (SD=1.03),유사조건-단종사물인 경우 4.01

(SD=1.25),상이조건-다종사물인 경우 3.94 (SD=1.34),상이조건-단

종사물인 경우 3.82 (SD=1.33)으로,공간과제 특성이 유사조건-다종사

물인 경우 공간 치 유추 수가 가장 높았고,상이조건-단종사물인 경

우 가장 낮았다.다음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 유아는 3.06

(SD=1.10),4세 유아는 4.41 (SD=0.49),5세 유아는 4.52 (SD=0.44)

으로,3세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가 가장 낮았고 5세 유아의 수가

가장 높았다.구체 으로 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3,4,5세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

에서 공간 치 유추 수는 3세 3.46 (SD=1.30), 4세 4.68

(SD=0.60),5세 4.81 (SD=0.40),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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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유추 수는 3세 3.10 (SD=1.50),4세 4.42 (SD=0.82),5세 4.43

(SD=0.89),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공간 치 유추 수는 3세

2.95 (SD=1.62),4세 4.34 (SD=0.86),5세 4.43 (SD=0.94),상이조

건-단종사물 과제에서 공간 치 유추 수는 3세 2.72 (SD=1.56),4세

4.23 (SD=0.94),5세 4.43 (SD=0.70)이었다.따라서 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반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

치 유추 수가 증가하 다.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공간과제 특성에

계없이 일 되게 나타났다.

<표 Ⅴ-1>연령 공간과제 특성(유추 조건,사물 종류)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반 경향

조건

사

종

연

평균(N=125)3 (n=39) 4 (n=44) 5 (n=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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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조건

다종

사
3.46(1.30) 4.68(0.60) 4.81(0.40) 4.34(1.03)

단종

사
3.10(1.50) 4.42(0.82) 4.43(0.89) 4.01(1.25)

전체 3.28(1.08) 4.55(0.53) 4.62(0.49) 4.18(0.95)

상

조건

다종 

사
2.95(1.62) 4.34(0.86) 4.43(0.94) 3.94(1.34)

단종

사
2.72(1.56) 4.23(0.94) 4.43(0.70) 3.82(1.33)

전체 2.83(1.41) 4.28(0.69) 4.43(0.67) 3.88(1.19)

전체

다종

사
3.21(1.18) 4.51(0.61) 4.62(0.53) 4.14(1.02)

단종

사
2.91(1.30) 4.32(0.68) 4.43(0.56) 3.92(1.12)

전체 3.06(1.10) 4.41(0.49) 4.52(0.44) 4.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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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살펴본 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공간 치 유추의 반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가 증가하며 공간과제 특성인 유추 조

건과 사물 종류에 따라 공간 치 유추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령별로 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공간 치 수행 수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3,4,5세 모두 유사조건-다종사물,유사조건-단종사

물,상이조건-다종사물,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의 순서로 공간 치 유추

수가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수의 변화 폭

에는 차이가 있었다.3세의 경우 가장 높은 수행을 보인 유사조건-다종

사물 과제의 공간 치 유추 수와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인 상이조건-단

종사물 과제의 공간 치 유추 수의 차이가 0.72로 차이가 큰 편이었으

나,4세의 경우 0.45,5세의 경우 0.38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간과제 특성

에 따른 수의 편차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의 기 에 따라 공간 치 유추 수가 75% 이상인 경우를

유아가 과제에 성공했다고 간주한다고 할 때,3세 유아의 경우 모든 과

제에서 성공하지 못한 반면 4세와 5세는 모든 과제 유형에서 안정 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4세와 5세 유아는 바탕공간의 사물 종

류나 응되는 두 공간간의 유추조건이 어떠한지에 계없이 바탕공간에

배열된 사물의 치를 표 공간에 있는 사물 치와 응시킬 수 있지

만,3세 유아는 아직 바탕공간과 표 공간에 있는 사물 치를 정확하게

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다.

다양한 공간과제 특성 에서도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는 유아가

순수한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공간 치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게 해 주는 과제이다.이 과제에서 4세 유아가 공간 치 유추에 높은 성

공률로 성공한데 반해 3세 유아는 성공의 기 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은 공간 치 유추 역에서의 계 이동은 4세경에 이루어짐을 시사한

다. 한 상이조건-단종사물과 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는 유아가 사물

속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공간의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추할 수

있는지를 반 하는 과제인데,이 두 과제에서 역시 4세 이상의 유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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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높은 수로 성공했다는 결과를 통해 유아들은 4세 이상이 되면 공

간 치 역에서도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추할 수 있음을 보여 다.

2)연령 공간과제 특성(유추 조건,사물 종류)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차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가 연령 공간과제 특성(유추 조건,사물 종

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고,공간과제 특성(유추 조건,사물 종류)을 피험자내 변인으

로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는 <표 Ⅴ-2>와 같

다.연령(F=50.89,df=2,122,p<.0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유추 조건(F=13.23,df=1,2,122,p<.001)과 사물 종류

(F=7.99,df=1,2,122,p<.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 사물 종류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유아의 공간

치 유추는 단종사물보다 다종사물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7.99,df=1,

2,122,p<.01).이는 공간 내에 배열된 사물 부분 으로 단종사물인

경우 다종사물에서보다 수행이 낮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민미희・이순형,2012b; Blades &,Cook,1994; Loewenstein,&

Gentner,2001).이러한 결과는 공간 치를 유추할 때 사물 종류가 차별

인 경우 개별 치에 한 이정표 지식이 더해지면서 공간 치의 부호

화를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추 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유아의 공간 치 유

추는 상이조건보다 유사조건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13.23,df=1,2,

122,p<.01).이는 투명성(transparency)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교차 응보다는 직 응에서,원격 응보다는 근 응에서 유추를

더 잘 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ransford etal.,1999;

Gentner,& Toupin,1986;Loewenstein,& Gentner,2001;Pierce,&

Gholson,1994).유아가 공간 치를 유추할 때도 다른 역에서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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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표면 특성과 계 특성이 어떤 계인지에 따라 과제 수행에

향을 받을 수 있다.표면 특성이 계 특성과 일치,혹은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 유아는 공간 치 유추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물 종류와 유추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사물 종류에 따른 수행 차이가 유사조건과 상이조건에서 다른 양상

을 보일 것으로 상하 으나,그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분은

과제의 난이도와 련될 수 있는 부분으로 4세 이상의 유아들이 부분

의 과제 조건에서 수행에 성공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표 Ⅴ-2>연령 공간과제 특성(유추 조건,사물 종류)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의 차이

변동원 승합 도 평균 승 F

피

험

간

연 214.50 2 107.25 50.89***

차 257.11 122 2.11

피

험

내

 조건 11.24 1 11.24 13.23***

 조건✕연 1.43 2 .72 0.84

차 103.62 122 .85

사  종 6.38 1 6.38 7.99**

사  종 ✕연 .29 2 .14 .18

차 97.44 122 .80

 조건✕사  종 1.55 1 1.55 2.05

 조건✕사  종 ✕연 .39 2 .20 .26

차 92.04 122 .75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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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아의 공간 치 유추는 연령(F=50.89,df=2,122,p<.001)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연령의 주효과를 세부 으로 살펴보기

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Ⅴ-3>와 같이 3세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는 4,5세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3세 유아는 4세와 5세에 비해 유의하게 공간 치 유추 수가 낮았

고(p<.001),4세와 5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 결과는 3세와

4세 사이에 공간 치에 한 유아의 이해가 격하게 발달한다는 선행연

구(민미희·이순형,2012b;Bluestein,& Acredolo,1979)와 일치하는 것

으로 4세가 공간 치를 이해하는 발달 환기임을 보이는 결과이다.

이는 3세 유아의 과제 수행 수 이 낮았던 결과는 어린 아동들이 나이든

아동과 성인들보다 유추 과제에서 외면 ,지각 차이 과 연합의 방해

를 더 많이 받는다(Chen,1996;Chen,Yanowitz,& Daehler,1995;

Goswami& Brown,1990)는 사실이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인형방과 유사한 크기에서 사물 종류가 단종인

경우 5세가 되어서야 두 공간의 사물 치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결과

(Blade,1991;Blades& Spencer,1994)와는 차이가 있다.본 연구에서

는 단종 사물의 경우에서도 유아의 공간 치 유추가 더 어릴 때부터 나

타남을 보여주는데,이 사실은 두 공간의 련성에 한 직 인 설명

을 추가한데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표 Ⅴ-3>연령별 사후검증 결과

연 N M SD Bonferroni

3 39 3.06 1.10    a

4 44 4.41 0.49         b

5 42 4.52 0.4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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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

1)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의 반 경향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의 반 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Ⅴ-4>에 제시한 바와 같다.공간기하 지식 총 은 5가지 하 역 수

를 더한 값으로 수 범 가 0~10 이며,각각의 하 역은 수 범

는 0~2 이다.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의 반 경향을 살펴보면,모든

공간기하 인지 역에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간기하 지식의 총 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가 2.64

(SD=1.60),4세가 5.98 (SD=1.99),5세가 7.64 (SD=1.86)으로 공

간기하 지식은 4세경에 보 인 수 이 되며,5세경에 보다 향상된 수

으로 발달하 다.

하 역별로 구체 으로 살펴보면,3세 유아는 하 요인 에서

부분 체의 수가 0.95 (SD=0.79)으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이 방향

으로 0.74 (SD=0.64)),그 다음이 합으로 0.49 (SD=0.64)이었다.4

세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은 부분 체 수가 1.41 (SD=0.73), 합이

1.27 (SD=0.62),그 다음이 방향으로 1.25 (SD=0.53)순으로 나타났

다.5세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은 부분 체 수는 1.76 (SD=0.53)으로

가장 높았고,회 은 1.67 (SD=0.61),방향은 1.60 (SD=0.50)순으로

나타났다.모든 연령에서 부분 체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그 다

음이 방향,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칭 역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낮

은 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공간기하 지식 부분

체와 방향, 합에 한 과제가 유아에게 보다 쉬웠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김보경,2013),유아들은 회 과제를 칭 과제보다 더 어려

워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나는 결과이다(김보경,2013;최연·

이정욱,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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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의 반 경향

백분 :%

공간 하 

지식

연
평균(N=125)

3 (n=39) 4 (n=44) 5 (n=42)

M

(SD)

M

(SD)

M

(SD)

M

(SD)

향
.74

(.64)
37

1.25

(.53)
63

1.60

(.50)
80

1.21

(0.65)
61

전
.23

(.54)
12

1.16

(.75)
58

1.67

(.61)
84

1.04

(0.87)
52

칭
.23

(.43)
12

.89

(.72)
45

1.05

(.73)
53

0.74

(0.73)
37

접합
.49

(.64)
25

1.27

(.62)
64

1.57

(.59)
79

1.13

(0.76)
57

/전체
.95

(.79)
48

1.41

(.73)
71

1.76

(.53)
88

1.38

(0.76)
69

점
2.64

(1.60)
26

5.98

(1.99)
60

7.64

(1.86)
76

5.50

(2.74)
55

공간기하 지식의 5개 하 요인에 한 평균을 기 으로 할 때 부분/

체,방향, 합은 평균 이상의 수행을 보 으며,회 과 칭은 평균

이하의 수행을 나타냈다.이는 회 과 칭 과제의 경우 심 회

(mentalrotation)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일 수 있다. 한 유아가 회

과제보다 칭 과제에서 더 어려움을 보 다는 결과는 칭 과제에 비해

회 과제 수행이 상 으로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진다는 결과(최연·이

정욱,2006;Piaget,1971;Roser,Ensing,Clider,& Lane,1984)와는 차

이가 있는 결과이다.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과제 수행시 구체물 사용과

련될 수 있다.정신 회 수행시 조작할 수 있는 구체물의 제시 유

무에 따라 수행이 달라질 수 있는데(최연·이정욱,2006),본 연구에서 회

과제에서는 시 과제에 있는 사물 그림을 코 한 구체물을 이용하여

과제 내용을 설명한 반면 칭 과제에서는 수직,수평선을 심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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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뒤집으면서 시 과제를 시연했던 이 이러한 차이를 나타냈을

수 있다.

2)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의 차이

연령에 따른 공간기하 지식 수의 차이를 다변량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표 Ⅴ-5>와 같이 공간기하 지식 총 은 물론 모든 하 역에

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표 Ⅴ-5>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의 차이

독립변수 종 변수 승합 도 평균 승 F

연

향 14.79 2 7.39 23.86***

전 42.66 2 21.33 51.89***

칭 15.03 2 7.51 17.88***

접합 25.20 2 12.60 32.87***

/전체 13.42 2 6.71 14.07***

공간 하 

점
521.65 2 260.83 77.69***

***p<.001

연령의 주효과를 세부 으로 살펴보기 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Ⅴ-6>과 같이 하 역에 따라 집단 간 차이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

났다. 칭, 합,부분/ 체의 경우 3세에서의 수행 수는 4,5세에서의

수행 수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3세 유아는 4세와 5세에 비해 유

의하게 수행 수가 낮았고(p<.001),4세와 5세 유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3세와 4세 사이에 유아의 칭, 합,부

분/ 체에 한 지식이 크게 발달함을 의미한다. 합과 부분/ 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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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세에 이미 상당한 수 으로 발달하며,4세 이후에는 지식을 숙달시

켜 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칭의 경우는 4세경에 비로소 보 인

수 의 발달을 보이며,이 수 이 5세에도 유사한 수 으로 지속되는 경

향을 보인다.반면 방향,회 지식은 3세와 4세,5세 각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p<.001).방향과 회 에 한 지식은 3세,4세,5세에 걸쳐

진 으로 발달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Ⅴ-6>연령별 사후검증 결과

연

Scheffé

향 전 칭 접합 /전체 공간 하 점

3 a a a a a a

4 b  b  b  b  b  b  

5 c c b b b c

3.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

연구문제 1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 선정한 공간과제 특성이 유

아의 공간 치 유추에 분명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2개 변인으로부터 구성된 4가지 과제 상황에서 공간 치

유추에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연구문제 3에서는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

는 상 향력을 확인하기 해 연령을 연속변수(개월수)로 투입하여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연령 변수의 범 는 36개월에서 71개월이며

평균은 53.62개월(SD=9.96)이었다.여기에서는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미치는 향을 공간과제 특성(유사조건-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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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과제,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상이조건-단

종사물 과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각 요인이 어떠한 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이를 하여 공간

과제 특성에 따른 공간 치 유추와 유아의 연령,공간기하 지식의 계

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Ⅴ-7>과 같다.분석 결과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5개 하 요인,공간 치 유추 수 등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은 회 (r=.65,p<.001), 합

(r=.61,p<.001),부분 체(r=.52,p<.001),방향(r=.48,p<.001),

칭(r=.46,p<.001)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고,연령과 공간 치

유추는 유사조건-다종사물(r=.54,p<.001),상이조건-단종사물(r=.53,

p < .001),상이조건-다종사물(r=.47,p < .001),유사조건-단종사물

(r=.46,p<.001)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다.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는 공간기하

지식 방향(r=.40,p<.001),회 (r=.39,p<.001), 합(r=.39,p<

.001),부분 체(r=.36,p<.001), 칭(r=.31,p<.01)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으며,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는 칭(r=.43,p<.001),

회 (r=.40,p<.001), 합(r=.40,p<.001),방향(r=.29,p<.01),부

분 체(r=.20,p<.05)의 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다. 한 상이조

건-다종사물 과제는 공간기하 지식의 회 (r=.45,p < .001),방향

(r=.33,p<.001), 칭(r=.30,p<.01),부분 체(r=.30,p<.01),

합(r=.28,p<.01)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고,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는 회 (r=.41,p<.001), 합(r=.36,p<.001), 칭(r=.32,p<

.001),부분 체(r=.29,p<.01),방향(r=.19,p<.05)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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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7> 연 , 공간 하 지식, 공간 치  간  상 계

연령 방향 회 칭 합 부분/ 체
유사조건

다종사물

유사조건

단종사물

상이조건

다종사물

상이조건

단종사물

연령 1 　 　 　 　 　 　 　 　 　

공간기하

지식

방향 .48*** 1 　 　 　 　 　 　 　 　

회 .65*** .44*** 1 　 　 　 　 　 　 　

칭 .46*** .24** .46*** 1

합 .61*** .40*** .54*** .42*** 1 　 　 　 　 　

부분/ 체 .52*** .29** .39*** .34*** .49*** 　1 　 　 　 　

공간 치

유추

유사조건

다종사물
.54*** .40*** .39*** .31** .39*** .36*** 1 　 　 　

유사조건

단종사물
.46*** .29** .40*** .43*** .40*** .20* .39*** 　1 　 　

상이조건

다종사물
.47*** .33*** .45*** .30** .28** .30** .49*** .47*** 1 　

상이조건

단종사물
.53*** .19* .41*** .32*** .36*** .29** .49*** .50*** .59*** 1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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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기하 지식과 공간 치 유추 간의 계는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다.방향 지식의 경우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와는 상

지수가 0.39로 비교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상이조건-단종

사물 과제와는 0.19로 비교 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회 지식은

모든 과제와의 상 지수가 0.39이상으로 모든 과제와 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칭과 합 지식은 모두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와 가장

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부분/ 체 지식은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와 가장 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을 종합하면 공간 치

유추가 연령,공간기하 지식과 유의한 련이 있음을 보여주며,특히 회

지식이 모든 과제와 비교 높은 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이동기하,즉 칭,회 지식이 공간추론능력의 발달과 계가 있다

는 선행연구(Casey,Kersh,& Young,2004)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계가 유의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하 요인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행을 측하는 변수와 그 상 향력을 알아

보기 해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8>과 같다.연령과 공

간기하 지식이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에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

(Tolerance),Durbin-Watson지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팽창요인

(VIF)은 모두 2.35이하 고,공차한계도 .43에서 .72의 범 에서 나타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tsom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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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

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  Ⅴ-8> 사조건-다종사  과제에  연 과 공간 하 지식  

공간 치 에 미치는 향

사조건-다종사  과제 공간 치 

B β
R2

(수정 R2)
F

연  .037 .364**
.325

(.291)

9.473***

공간

하

지식

향 .273 .173*

전 .011 .009

칭 .073 .052

접합 .041 .031

전체 .110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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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유의한 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연령(β=.364,p<.01)과 방향 지식(β=.173,p<.05)으로 나

타났다.이 변인들이 모두 포함된 회귀모형의 R2은 .325로 유사조건-다종

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방향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해 32.5%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하 요인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행을 측하는 변수와 그 상 향력을 알아

보기 해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9>과 같다.연령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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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하 지식이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에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Durbin-Watson지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팽창요인(VIF)은 모두 2.35이하 고,공차한

계도 .43에서 .72의 범 에서 나타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tsom 지수는 2.079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

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  Ⅴ-9> 사조건-단종사  과제에  연 과 공간 하 지식  

공간 치 에 미치는 향

사조건-단종사  과제 공간 치 

B β
R2

(수정 R2)
F

연  .031 .249*
.297

(.261)

8.306***

공간

하

지식

향 .107 .056

전 .111 .077

칭 .424 .249**

접합 .228 .139

전체 -.21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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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유의한 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연령(β=.249,p<.05)과 칭 지식(β=.249,p<.01)으로 나

타났다.이 변인들이 모두 포함된 회귀모형의 R2은 .297로 유사조건-단종

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칭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해 29.7%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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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

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하 요인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행을 측하는 변수와 그 상 향력을 알아

보기 해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0>과 같다.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에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Durbin-Watson지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팽창요인(VIF)은 모두 2.35이하 고,공차한

계도 .43에서 .72의 범 에서 나타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tsom 지수는 1.673으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  Ⅴ-10> 상 조건-다종사  과제에  연 과 공간 하 지식  

공간 치 에 미치는 향

상 조건-다종사  과제 공간 치 

B β
R2

(수정 R2)
F

연  .036 .267*
.273

(.236)

7.377***

공간

하

지식

향 .222 .108

전 .346 .223*

칭 .134 .073

접합 -.189 -.107

전체 .124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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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유의한 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연령(β=.267,p<.05)과 회 지식(β=.223,p<.05)으로 나

-74-

타났다.이 변인들이 모두 포함된 회귀모형의 R2은 .273로 상이조건-다종

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회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해 27.3%

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

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하 요인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행을 측하는 변수와 그 상 향력을 알아

보기 해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1>과 같다.

<  Ⅴ-11> 상 조건-단종사  과제에  연 과 공간 하 지식  

공간 치 에 미치는 향

상 조건-단종사  과제 공간 치 

B β
R2

(수정 R2)
F

연  .060 .450***
.301

(.266)

8.481***

공간

하

지식

향 -.216 -.105

전 .179 .116

칭 .138 .076

접합 .051 .029

전체 .00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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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의 공간 치 유

추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에 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

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

Durbin-Watson지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팽창요인(VIF)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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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이하 고,공차한계도 .43에서 .72의 범 에서 나타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tsom 지수는 1.894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

고 볼 수 있다.

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유의한 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연령 뿐(β=.453,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 회귀

모형의 R2은 .301로 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수행에 해 30.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공간과제 특성을 유사조건-

다종사물,유사조건-단종사물,상이조건-다종사물,상이조건-단종사물로

구분하고 각 과제에서 연령과 더불어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측하는

변수와 그 상 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공간 치 유추를 측하는 변수와 상 향력은 다른 양

상을 보 다.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β=.364,p<.01)과 방

향 지식(β=.173,p<.05)이,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β=.249,

p<.05)과 칭 지식(β=.249,p<.01)이,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연

령(β=.267,p<.05)과 회 지식(β=.223,p<.05)이,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β=.453,p<.001)만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는 모든 유형의 공간과제에서 연령은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측하는 요한 변인이며,공간과제의 특성에 따라 유아의 공간 치 유

추에 향을 미치는 공간기하 지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 상이조건-단종사물의 경우 연령 이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공

간기하 지식의 하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유아의 공간 치 유

추에 한 설명력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상이조

건-단종사물의 경우 다른 과제와 비교할 때 연령의 향을 많이 받는 과

제임을 시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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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령과 유아의 공간 치 유추 간 계에서 공간기

하 지식의 조 효과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있어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즉,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에서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계 회귀분석과 다회귀 분석을 모두 이

용할 수 있다(배병렬,2015).두 경우 모두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동일하

지만 계 회귀분석의 경우 상호작용항이 없는 모델과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델의 계수의 크기와 방향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조 효과의

종류5)를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장 이 있다.이 연구에서는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과를 분명히 밝히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

과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

5)조 효과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유형(강화효과,완화효과, 립효과)으로 구분

할 수 있다.강화효과는 조 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독립변수와 조 변수가 종속변

수에 같은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효과가 가법효과(additiveeffect:상

호작용항이 없는 경우의 효과)보다 더 큰 향을 미치게 된다.완화효과는 조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를 약화 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이 경우 조 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은

가법효과에 비해 감소한다. 립효과는 조 변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반 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이 경우 독립변

수와 조 변수는 종속변수에 동일한 방향으로 향을 미치나 상호작용효과는

반 방향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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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우선 연령(A)과 방향,회 , 칭, 합,부분/ 체 등 공간기

하 지식(B)을 평균 심화(meancentering)6)하 고,연령(A)과 공간기

하 지식의 각 요소(B)를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산출하 다.

<표 Ⅴ-12>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과

사조건-다종사  과제에  공간 치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연 .055 .537*** .037 .364** .039 .378***

향 .273 .173* .225 .143

전 .011 .009 .010 .008

칭 .073 .052 .097 .069

접합 .041 .031 .040 .029

/전체 .110 .082 .008 .006

연 * 향 -.025 -.146

연 * 전 .001 .008

연 * 칭 -.009 -.060

연 *접합 -.012 -.086

연 * /전체 -.021 -.149

R2(△R2) .288 .325(.037) .423(.098)

F 49.863*** 1.281 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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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연령만 투입하

6)상호작용항은 변인간의 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해 각 독립변인 값에서 평균

값을 뺀 센터링 값을 이용하여 사용한다(박 배,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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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간기하 지식의 각 요소(방향,회 , 칭,

합,부분/ 체)를 추가로 투입하 으며,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

을 추가하 다.분석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

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Durbin-Watson지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팽창요인은 모두 2.01이하 고,공차한계는 .39에서

.73의 범 에 있어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Durbin-Watsom 지수는 1.911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

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

다.

계 회귀분석의 구체 인 결과는 <표 Ⅴ-12>와 같다.상호작용항

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단계보다 13.5%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체 설명력은 42.3%로 나타났다(F=3.825,p<.01).3단계에서는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의 향은 여 히 유의하 으나(β=.378,p<.01),공

간기하 지식의 향과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즉,유사조건-

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유의미하게

조 하는 공간기하 지식은 없었다.

2)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

과

유아의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해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와 동일하게 3단계에 걸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Durbin-Watson지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

팽창요인은 모두 2.01이하 고,공차한계는 .39에서 .73의 범 에 있어 독

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Durbin-Watsom 지수는 2.104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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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계 회귀분석의 구체 인 결과는 <표 Ⅴ-13>와 같다.2단계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을 투입하 을 때,연령(β= .249,p<.05)과 칭 지

식(β= .249,p<.01)모두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유의하게 측하 다.

<표 Ⅴ-13>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과

사조건-단종사  과제에  공간 치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연 .057 .458*** .031 .249* .022 .175

향 .107 .056 .060 .031

전 .111 .077 .112 .078

칭 .424 .249** .551 .323***

접합 .228 .139 .177 .108

/전체 -.210 -.128 -.210 -.128

연 * 향 -.024 -.119

연 * 전 .006 .036

연 * 칭 -.034 -.185*

연 *접합 -.023 -.129

연 * /전체 .030 .172

R2(△R2) .210 .297(.087) .361(064)

F 32.640*** 2.9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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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투입된 3단계에서 설명력이 2단계보다 6.4%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체 설명력은 36.1%로 나타났다(F=2.252,p<.05).3단계에서

는 칭 지식의 향력은 여 히 유의하 으나(β=.323,p<.001),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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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이는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에 비해 칭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력이 더 강한 것

을 의미한다. 한 연령과 칭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β=-.185,p<.001),이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이

칭 지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가 칭 지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칭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14>,<그림 Ⅴ-1>과 같다. 칭 지식이 낮

은 집단에서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를 유의하게 측하 지만(β=.448,

p<.01), 칭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특히 연령과 칭 지식이 모두 공간 치 유추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상호작용 효과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칭 지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정 인 계가 반 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즉 유사조건-단

종사물 과제에서 조 변수인 칭 지식은 연령과 공간 치 유추 간의

계에서 립 효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14>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칭 지식 수 에 따라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효과

칭

지식
독립변수

사조건-단종사  과제에  공간 치 

B β R2 F

낮 연 .062 .448 .200(.185) 13.029**

연 .021 .197 .039(.025) 2.800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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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칭 지식의 조 효과

3)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

용 효과

유아의 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해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와 동일하게 3단계에 걸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Durbin-Watson지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

팽창요인은 모두 2.01이하 고,공차한계는 .39에서 .73의 범 에 있어 독

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Durbin-Watsom 지수는 1.877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

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계 회귀분석의 구체 인 결과는 <표 Ⅴ-15>와 같다.2단계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을 투입하 을 때,연령(β= .267,p<.05)과 회 지

식(β= .223,p<.05)모두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유의하게 측하 고,

설명력은 27.3% 다.상호작용 투입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2단계보다

11.8%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체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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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3단계에서는 연령(β=.310,p<.01)과 회 지식(β=.216,p<.05)

의 향력이 여 히 유의하 다. 한 연령과 부분/ 체 지식의 상호작

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β=-.312,p<.01),이는 연령이 공

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이 부분/ 체 지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나

타낸다.

<표 Ⅴ-15>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과

상 조건-다종사  과제에  공간 치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연 .063 .468*** .036 .267* .042 .310**

향 .222 .108 .151 .073

전 .346 .223* .336 .216*

칭 .134 .073 .096 .053

접합 -.189 -.107 -.041 -.023

/전체 .124 .070 -.161 -.091

연 * 향 -.029 -.131

연 * 전 -.021 -.114

연 * 칭 -.006 -.031

연 *접합 .042 .224

연 * /전체 -.059 -.312**

R2(△R2) .219 .273(.054) .390(118)

F 34.404*** 1.759 4.36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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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가 부분/ 체 지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부분/ 체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16>,<그림 Ⅴ-2>와 같다.

<표 Ⅴ-16>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부분/ 체 지식에 따라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효과

/전체 

지식
독립변수

상 조건-다종사  과제에  공간 치 

B β R2 F

낮 연 .104 .569*** .324 25.890***

연 .031 .253 .064 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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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Ⅴ-2>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부분/ 체 지식의 조 효과

부분/ 체 지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를 유의하

게 측하 지만(β=.569,p<.001),부분/ 체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특히 연령은 공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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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부분/ 체 지식과 상호작용 효

과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부분/ 체 지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정 인 계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즉 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 조 변수인 부분/ 체 지식은

연령과 공간 치 유추 간의 계에서 완화 효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

용 효과

유아의 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해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해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와 동일하게 3단계에 걸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을 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악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Tolerance),Durbin-Watson지수를 조사하 다.그 결과,분산

팽창요인은 모두 2.01이하 고,공차한계는 .39에서 .73의 범 에 있어 독

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의 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Durbin-Watsom 지수는 1.999로 잔차 간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

되어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계 회귀분석의 구체 인 결과는 <표 Ⅴ-17>과 같다.상호작용항

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단계보다 7.8%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체 설명력은 35.7%로 나타났다(F=1.966,p<.01).3단계에서는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의 향은 여 히 유의하 으나(β=.443,p<.001),

공간기하 지식의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반면 연령과 회 지식의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β=-.193,p<.01),이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이 회 지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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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의 조 효과

상 조건-단종사  과제에  공간 치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연 .071 .529*** .060 .450*** .059 .443***

향 -.216 -.105 -.233 -.114

전 .179 .116 .175 .113

칭 .138 .076 .119 .065

접합 .051 .029 .040 .023

/전체 .004 .002 -.025 -.014

연 * 향 -.013 -.059

연 * 전 -.036 -.193*

연 * 칭 .005 .025

연 *접합 -.004 -.022

연 * /전체 -.007 -.037

R2(△R2) .279 .301(.022) .357(056)

F 47.693*** 0.74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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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유아의 공간 치 유추가 칭 지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회

지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Ⅴ-18>,<그림 Ⅴ-3>과 같다.회 지식이 낮

은 집단에서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를 유의하게 측하 지만(β=.563,

p<.001),회 지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특히 연령과 회 지식이 모두 공간 치 유추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상호작용 효과는 부 (-)인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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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회 지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정 인 계가 반 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즉 상이조건-단

종사물 과제에서 조 변수인 회 지식은 연령과 공간 치 유추 간의

계에서 립 효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Ⅴ-18>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회 지식에 따라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효과

전

지식
독립변수

상 조건-단종사  과제에  공간 치 계 

B β R2 F

낮 연 .091 .563*** .316 34.262***

연 .028 .207 .04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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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Ⅴ-3>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공간 치 유추에 한

연령과 회 지식의 조 효과

의 결과를 정리하면 공간기하 지식은 공간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

른 양상으로 연령과 공간 치 유추 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과 공간 치 유추 간의 계에서

유의미한 조 효과를 나타내는 공간기하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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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머지 세 과제에서는 각각 다른 공간기하 지식이 연령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변수는

상호작용항으로서가 아니라 독립 으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지에 따라 순수조 변수와 유사조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이일

,2014).7) 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과 공간 치 유추와의

계에서 칭 지식이 유사조 변수로 확인되었고,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와 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각각 부분/ 체 지식과 회 지식

이 순수조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확인한 결과와 종합하면 유사조건-다종사물 과

제에서는 연령과 방향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유의하게 측하

으며,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공간기하 지식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과 칭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유의하게 측하 으며, 칭 지식은 연

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 한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

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과 회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

를 유의하게 측하 으며,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지식은 부분/ 체 지식으로 나타났다.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

는 연령만이 공간 치 유추를 유의하게 측하 던 반면,회 지식이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아의 공간 치 유추는 연령과 더불어 공간기하 지식

에 따른 직 혹은 간 인 향을 받으며,이는 공간과제의 특성에 따

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특히 조 변수로 역할하는 공간기하 지식

들의 사후 분석 결과는 유아가 연령이 낮다 하더라도 련된 지식이 높

은 경우 공간 치 유추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7)순수조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변수와 상호

작용항으로서만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는 변수인 반면 유사조 변수는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상호작용항으로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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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 으며,연구의 의의와 제한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결론 논의

이 연구는 공간 표상물을 이용하여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공간 응 과제에서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추할 수

있는지에 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리고 선행 연구

들이 표상 이해에 을 두었기에 공간 간 유사성이 낮은 상이조건에

서도 계 유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해 실증 으로 밝히지 못하

다는 에 주목하 다.따라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 능력의 발달 시기

를 재고하고 발달 경향을 보다 구체 으로 밝히기 해 공간 내에 배열

된 사물의 종류 두 공간간의 유추 조건에 따라 공간 치 유추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 다.이를 통하

여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치는 과제의 맥락과 그에 따른 공

간 치 유추의 연령차를 밝히고자 하 다.그리고 유아의 공간 치 유추

가 합, 칭,방향,회 ,부분/ 체로 구성된 공간기하 지식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은 어떠하며,공간기하 지식이 연령이 공간 치 유추

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지를 확인하여 유추 능력의 발달 기제에 한

이론 논쟁 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류층이 거주

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4곳에 재원하고 있는 3세 39명,4세 44명,5세 42

명 총 125명의 유아를 상으로 선정하 고,사물 종류(단종사물,다종사

물)와 유추 조건(유사조건,상이조건)에 따른 공간 치 유추 과제와 공

간기하 인지과제를 실시하 다.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후 SPSS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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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 다.

첫째,유아의 공간 치 유추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3세 유아는 과제

조건에 따라 공간 치 유추에 차이를 보인다.표면 특성이 계 구조에

한 이해를 도와주는 쉬운 과제에서는 공간 치를 유추할 수 있다.하

지만 표면 특성이 계 구조 이해를 도와주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에서는

공간 치를 유추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

서 논쟁이 되었던 찾기 과제에서의 성공 인 수행이 계 유사성에 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다.찾기 과제에서 3세 유아가 응

되는 치에 있는 사물을 성공 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계 유사성

에 근거하기보다는 표면 유사성에 근거한 결과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4,5세 유아는 모든 과제 조건에서 공간 치를 성공 으로 유

추할 수 있다.사물 종류가 단종인 경우에도 4세 유아가 성공 수행을

보 다는 사실은 유사한 조건에서 5세가 되어서야 두 공간간의 치

계를 이해했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는 이다.이러한 차이는 과제 수행

시 유사성 비교 과정을 추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Loewenstein &

Gentner,2001).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유아가 인형방에서 사물을 찾기

에 인형방을 나타낸 사진 지도와 그림지도를 비교하며 두 공간간의

치를 구체 으로 응시켜 주었다.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부분 사

에 두 공간간의 응이나 련성에 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유아가

자발 으로 응시킨 결과들을 측정하 다.이를 감안할 때 동일한 과제

라 하더라도 두 공간에 한 련성을 명시 으로 설명하지 않는 자발

유추는 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둘째,유아는 바탕공간에 배열된 사물 종류가 단종인 경우보다 다종

인 경우 두 공간의 사물 치를 더 잘 유추한다.이 결과는 2가지 측면

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한 가지는 이정표 정보의 유무,즉 서로 다른

사물이 주는 차별성 혹은 성으로 인한 효과이다. 등 학년 정도

의 아동도 길찾기나 치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친숙하거나 분명한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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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보가 있는 경우 공간 치를 더 잘 기억한다(김 주,2013). 한 성

인들도 자신의 신체를 기 으로 좌/우 공간보다는 비 칭성이 두드러지

는 앞/뒤,혹은 /아래 공간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쉽다는 결과

들도 있다(Tversky,2000).즉 인간이 자신의 주변 공간에 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각각의 공간 치를

차별화시키기에 용이할 수 있고,이로 인해 유아가 유아의 공간 치 유

추 수행을 도울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량의 차

이로 인한 효과이다.공간 내에 배열된 사물의 치를 유추하기 해 유

아는 공간과 사물의 배열 상태를 시각 심상으로 장하여야 한다.이

때 표상부호가 다양하다면 한 가지 부호가 활성화되는데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호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표상을 더 잘 기

억하고 인출할 수 있다(AllanPivio,1986).사물 종류가 다종인 경우 사

물의 치는 심상부호와 더불어 침 ,의자 등의 구체 인 언어부호 혹

은 의미부호로 표상된다.한편 사물 종류가 단종인 경우는 사물의 치

에 한 언어정보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사물의 배열을 기억하거나 인

출할 때 심상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고,이로 인해 두 조건간의 수행에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종 사물 조건은 치 정보를 하게 드러내 주는

동시에 활용가능한 정보가 많아 유아의 공간 치 유추를 도와주는 변인

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과제 조건에 따라서 사물 특성이 풍부한 구체

물의 경우 풍부한 지각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 부담으로 인해 핵심 인

계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Park,2015).

따라서 바탕 공간과 표 공간 양쪽이 모두 다종 사물이면서,사물의 표

면 특성이 다른 경우( ,침 ,의자,탁자,쇼 등 -지우개,가 ,연

필,테이 등)에도 사물의 종류가 다양한 조건이 과제 수행을 높여 지

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셋째,유아는 사물의 종류가 불일치하는 상이조건보다 사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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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치하는 유사조건에서 공간 치를 더 잘 유추한다.이 결과는 유아

의 유추 발달이 표면 유사성에 근거한 유추에서 계 유사성에 근거한

유추로 변화해간다는 Gentner의 계 이동 가설을 재확인해 주었다.유

사조건과 다르게 상이조건은 두 공간간의 사물 종류가 다른 조건으로 표

면 유사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간 내 배열된 사물 구성의 유사성,즉

체계 유사성도 다른 조건이다.즉 계 복잡성이 높은 조건으로,유아가

두 공간의 계를 응시키기 해서는 바탕공간에 배열된 공간 치에

한 내 표상과 앞에 보이는 표 공간을 비교하고 응시킬 수 있

어야 한다.따라서 유사조건과 상이조건에서 유아가 공간 치 유추에 차

이를 보인 것은 지각,표상,기억 등 일반 인 인지 능력의 발달 정보

처리 용량과 련된다(Halford,1993)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는 연령과 공간과제 특성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공간과제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해 선행연구에

서 사용했던 과제가 유추 과제에서 가장 쉬운 수 의 과제 음을 확인하

다.3세 유아는 표면 유사성에 근거하여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과제에

서는 높은 수행을 보인 반면, 계 유사성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에서는 낮은 수행을 보인다.반면 4세 유아는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 모두에서 높은 수행을 보여 계 유사성에 근거한 유추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는 Piaget가 주장한 탈 심화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연령이 낮은 유아는 자신의 에 특별히 띄거나

흥미있는 자극의 단순한 특징이나 제한된 부분에 주의를 집 하거나

심을 두게 된다.이와 반 로 연령이 높은 유아는 체 인 자극에 해

좀 더 균형있고 폭넓게 주의집 할 수 있게 되어 탈 심화된다.Piaget

는 심화에서 탈 심화로의 변화가 지각 조 의 발달을 통해 일어나

게 된다고 주장하 고,사물의 세부 측면과 체 측면을 동시에 지

각할 수 있는 직 탈 심화는 7,8세경에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Whiteside,Elkind,& Golbeck,1976),이 연구에서 4세 유아가 상이조

건에서 과제 수행에서 높은 수 의 성공을 보인 사실은 공간 배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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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 심화가 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유아의 공간기하 지식은 연령과 지식의 하 요인에 따라 발달

양상이 다르다.3세는 공간기하 지식 수 이 매우 낮고,4세경에 보

인 수 이 되며,5세경에 보다 향상된 수 으로 발달한다.공간기하 지식

은 5개의 하 과제로 구성되었는데,유아는 이 부분/ 체와 방향,

합에 한 지식을 더 일 습득하며,회 과 칭에 한 지식은 더 늦

게 습득한다.즉 공간기하 지식 상기하와 유클리드기하 지식이 먼

발달하며 이동기하 지식이 더 늦게 발달한다.연령별 공간기하 지식

을 하 과제별로 구분하 을 때 각 과제별로 지식의 증가 정도는 3세와

4세간의 지식 증가분이 4세와 5세간의 지식 증가분의 2배 정도로 나타났

다.이는 4세가 유아의 공간기하 지식 발달에 있어서 과도기임을 보여주

는 사실로 공간 치 유추의 발달 양상이 이와 유사함을 고려할 때 공간

기하 지식이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공간기하 지식은 연령과 더불어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친다.이러한 향은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다르다.유사조건-다

종사물 과제에서는 방향 지식이,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칭 지

식이,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회 지식이 유아의 공간 치 유추

에 향을 미친다.과제 조건에 따라 방향, 칭,회 지식이 왜 유의미

한 향을 미쳤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어야 하지만,여기에서

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는

사물 종류가 다양하여 언어부호와 심상부호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로 사물의 치에 한 략 인 구분만으로도 유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즉,사물마다 개별 인 언어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부호를

보조하는 수 의 간단한 심상부호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요하게 작용

했을 수 있다. -아래,앞-뒤 정도의 비교 쉬운 방향 지식을 갖고 있

는지에 따라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 수행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유사

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사물 종류가 동일하여 언어부호를 통해서는

사물의 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상부호를 분명하게 지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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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특히 이 과제에서는 동일한 사물이 십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기 때

문에 사물의 치가 수직,수평선을 기 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악

하는지가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칭 지식은 사물을 수평,수직선을

심으로 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유사조

건-단종사물 과제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상된다.

한편 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두 공간간의 사물 종류가 각각

다종사물,단종사물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사물에 한 언어부호를 억

제하고 공간 치를 나타내는 심상부호를 지속 으로 보유하면서 인형방

과 응시키는 작업이 요하다.즉,다른 자극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심상부호의 원형을 보유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회 지식에서 요구되

는 능력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회 과제를 수행하기 해서는 공간

에 한 심상부호를 정신 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칭 과제

에서의 회 이 수직 혹은 수평선을 기 으로 하는데 반해,회 과제에

서의 정신 회 은 하나의 꼭지 을 기 으로 한다(Piaget& Inhelder,

1971).따라서 하나의 꼭지 외에 나머지 세 꼭지 의 이동에 한 변

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이러한 인지과정에서의 유사성으

로 회 지식이 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 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치는 공간기하

지식은 없었고 신 연령의 향력이 높았다.이는 과제의 난이도와 연

결하여 과제가 어렵기 때문에 과제 이해나 수행에서 연령에 따른 일반

인지 능력이 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공간기하 지식은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하며,이 한 공간과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칭 지식이,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부분/ 체 지식

이,상이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회 지식이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조 한다.즉 련 지식이 높은 경우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련 지식이 낮은 경우는 연령이 공간

치 유추에 의미있는 향을 미친다.따라서 각 과제에서 조 변수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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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공간 지식은 연령이 낮은 경우에만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지식이

라고 볼 수 있다.이를 앞의 내용과 통합하면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

서는 연령에 걸쳐 방향 지식이,유사조건-단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

에 걸쳐서 칭 지식이,상이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연령에 걸쳐서

회 지식이,낮은 연령에서는 부분/집합 지식이,상이조건-단종사물 과

제에서는 낮은 연령에서만 회 지식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즉,과제 조건에서 련되는 지식이 높은 경우 연령이 낮은 유아도

공간 치 유추 수행을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는 역 지식의

증가는 실제로는 해당 역의 계과제와 연 된 처리 부하를 감소시켰

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Gentner,Markman,& Kotovsky,1995).

이 듯 공간 치 유추 과제의 조건에 따라 향을 미치는 공간기하 지식

의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제 조건에 따른 유추 과제가 하나의 일

반 능력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련 지식에 의해 역 특정 으로 발달

함을 시사한다. 한 공간과제의 특성은 과제의 난이도로 이해할 수 있

다.가장 쉬운 기본 유사조건-다종사물 과제에서는 상 기하인 방향 지

식이 향을 미쳤으며,과제 난이도가 높을수록 칭,회 등 심 회

을 요하는 이동기하가 의미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하학 정보에 한 민감성이 이정표의 유무 등 과제조건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Shusterman,etal.2008)를 구체 으로 검

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의의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이론 의의를 찾을 수 있다.먼

이 연구는 유아가 계 유사성에 근거하여 공간 치를 유추할 수 있는지

를 밝히기 해 공간 응 과제를 구조 응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

다.이를 해 사물 종류와 유추 조건에 따라 공간과제 특성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공간 치 유추의 발달 양상을 확인하 다.그 결과 3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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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계 유사성에 근거한 공간 치 유추가 어려운 반면,4,5세 유아는

과제 조건에 상 없이 안정 으로 공간 치를 유추할 수 있음을 확인했

다. 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 연령과 공간기하 지식이 미치는 향

을 규명하 다.유아는 공간 치 유추 과제에서 연령에 따른 발달과 더

불어 과제 조건에 따라 련되는 특정 지식의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동안 공간 치 유추 연구들은 공간 표상물은 참조 공간과 유사해

야 한다고 가정하고 미시 인 수 에서 유사성에 차이를 두고, 계 구

조가 아닌 표면 유사성의 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데 을 두어 왔

다.반면 이 연구는 다양한 난이도에 해당되는 과제를 제시하고,공간

치 유추의 발달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떠한지를 폭넓게 확인함으로써

공간 치 응에 한 발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각 과제

조건에 향을 미치는 공간기하 지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추후

공간 치 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함께 고려해야 할 공간기하 지식

이 무엇인지에 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이 연구에서는 공간 치 비교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개별 사물

들을 일 일로 응시키면서 두 공간간의 련성을 설명하 다.그러나

이러한 직 인 안내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유아의 공간 치 수행을

반 으로 높여주었고,이로 인한 천장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연구 차로 인해 특정 조건이나 연령에서의 수범 가 제한

이었을 수 있다.후속 연구에서는 조사자가 두 공간의 련성에 한 직

인 설명을 하지 않을 때도 유아의 자발 인 유추 이가 가능한지,

이 경우 사물 종류와 유추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이 연구에서는 공간 치 유추의 역일반 발달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만을 확인하 다.연령이 역

일반 발달의 표 인 지표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지각 조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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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능력 등의 일반 인지 능력을 함께 조사하여 공간기하 지식

공간 치 유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이 연구에서는 바탕 공간과 표 공간에 구체물을 배열하여

두 공간간의 공간 치 유추가 가능한지를 확인하 다.그러나 일상생활

에서 사용하는 지도나 좌표에 나타나는 표식들은 의미 정보를 가진 구체

사물이 아니라 추상물로 제시된다.따라서 유아의 공간 치 유추에서

치를 나타내는 사물을 모양이나 색이 다른 도형,혹은 등 추상물로

제시했을 때 과제 수행은 어떠한지에 한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물과 추

상물에 따른 유아의 공간 이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97-

참 고 문 헌

남(2002). 웹  가상 실 프 그램과 지필 학습 프 그램  

공간시각  능 에 미치는 향- 별  심

보경(2013). 3, 4, 5 아  공간 하 지과제 수행- 태블릿PC  

종 매체  비 . 울 학  사학 문. 

민미희, 순 (2012a). 과제 제시 에 른 아  공간표상. 

아동학 지, 33(5), 53-70.

민미희, 순 (2012b). 표상물과 참조공간  공간 치에 른 3, 4  

아  공간표상. 아 연 . 32(6), 5-31. 

(2003). 변량 과 귀 . 울: 학지사.

원(2015). 문제해결에   생  전략   사 에 미치는 향. 

울 학  사학 문.

지 , 정률, 주 , 정도 (2009). 아 태 도에 한 연 . 

한 학  제학술 표  문집 2009, 240-241.

정(1996). 아동  도   과제 해결 능  연 . 숙 여 학  

사학 문.

병 (2015). 조절 과  매개 과 . 울: 도  청람. 

신경희, 복(2013). 상, 공간  언어 지양식에 른 업 억 과제 

수행  개 차. 한 심리학 지 지  생물, 25(4), 539-563. 

(2014). EasyFlow 귀 . 울: 한나래.

경, 경숙(1999). 업 억과 과제  아동  계 리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 한 심리학 지 달, 12(2), 66-80. 

조 (2005). ‘문제’  조 수 과 원문제들간  표 사  

전 과정에 미치는 과. 울 학  사학 문.

낭수(2000). 지리 과에  아동  지도 도해  향상에 한 실험 연 . 

울 학  사학 문.

종근(1999). 학습  특 에 른 지과정  차 : 언어  

문제해결 과정  심 . 울 학  학원.   

Albert, W. S., & Golledge, R. G. (1999). The use of spatial cognitive abilities in geographical 

-98-

information systems: The map overlay ope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Transportation Center. 

Alexander, P. A., Willson, V. L., White, C. S., & Fuqua, J. D. (1987). Analogical 

reasoning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4), 401. 

Alexander, P. A., Willson, V. L., White, C. S., Fuqua, J. D., Clark, G. D., Wilson, A. 

F., & Kulikowich, J. M. (1989). Development of analogical reasoning in 4-and 

5-year-old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4(1), 65-88. 

Bartha, P. (2013). Analogy and Analogical Reasoning.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September 18, 2014, from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3/entries/reasoninganalogy/

Blades, M. (1991). The development of the abilities required to understand spatial 

representations. Cognitive and linguistic aspects of geographic space (pp. 

81-115): Springer.

Blades, M., & Spencer, C. (1986). Map use by young children, Geography, 71, 47-52.

Blades, M., & Cooke, Z. (1994). Young children's ability to understand a model as a 

spatial representa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2), 201-218.

Blades, M., & Spencer, C. (1994).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bility to use spatial 

representation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25, 157-199. 

Blaut, J. M., & Stea, D. (1971). Studies of Geographic Learning.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1(2), 387-393.

Blaut, J., & Stea, D. (1974). Mapping at the age of three. Journal of Geography, 73(7), 

5-9. 

Blazhenkova, O., & Kozhevnikov, M. (2009). The new object‐spatial‐verbal cognitive 

style model: Theory and measurem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5), 

638-663. 

Bluestein, N., & Acredolo, L.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map - read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91-697. 

Bransford, J. D., Brown, A. L., & Cocking, R. R. (1999). How people learn: Brain, mind, 



-99-

experience, and school. National Academy Press.

Casasola, M. (2008). The development of infants  spatial categor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 21-25.

Casasola, M., & Cohen, L. B. (2002). Infant categorization of containment, support, and 

tight-fit spatial relationships. Developmental Science, 5, 247–264.

Casasola, M., Cohen, L. B., & Chiarello, E. (2003). Six-month-old infants  categorization 

of containment spati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4, 679-693.

Casey, B., Kersh, J. E., & Young, J. M. (2004). Storytelling sagas: An effective medium 

for teaching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1), 167-172.

Chen, Z. (1996). Children's analogical problem solving: The effects of superficial, 

structural, and procedural similar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2(3), 410-431. 

Chen, Z., Sanchez, R. P., & Campbell, T. (1997). From beyond to within their grasp: 

the rudiments of analogical problem solving in 10-and 13-month-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790.

Christensen, A. E. (2011). Not all map use is created equal : Influence of mapping tasks 

on children's performance, strategy use, and acquisition of survey knowledge.   

Copley, J. V. (2000). The young child and mathematics. Washington, D.C.: NAEYC.

Dalke, D. E. (1998). Charting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al skills: When do 

children know that maps can lead and mislead?. Cognitive Development, 13(1), 

53-72.

Dehaene, S., Izard, V., Pica, P., & Spelke, E. (2006). Core knowledge of geometry in an 

Amazonian indigene group. Science, 311(5759), 381-384.

DeLoache, J. S. (1987). Rapid change in the symbolic functioning of very young children. 

Science, 238(4833), 1556-1557. 

DeLoache, J. S. (1991). Symbolic functioning in very young children: Understanding of 

pictures and models. Child Development, 62(4), 736-752. 

-100-

DeLoache, J. S. (1995). Early understanding and use of symbols: The model mode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9-113. 

Diamond, A., Kirkham, N., & Amso, D. (2002). Conditions under which young children 

can hold two rules in mind and inhibit a prepotent response. Developmental 

Psychology, 38, 352–362.

Downs, R. M., Liben, L. S., & Daggs, D. G. (1988). On education and geographers: 

The role of 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in geographic educ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8(4), 680-700. 

English, L. D. (Ed.). (2004) Mathematical and Analogical Reasoning of Young Learner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Fenner, J., Heathcote, D., & Jerrams-Smith, J. (2000). The development of wayfinding 

competency: Asymmetrical effects of visuo-spatial and verbal ab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2), 165-175. 

Gelman, S. A., & Markman, E. M. (1986). Categories and inducti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23(3), 183-209.

Gentner, D. (1989). The mechanisms of analogical learning. W: S. Vosniadou, A. 

Ortony,(red.), Similarity and analogical reasoning (s. 199-2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ntner, D., Loewenstein, J., & Thompson, L. (2003). Learning and transfer: A general 

role for analogical enco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2), 393. 

Gentner, D., & Rattermann, M. J. (1991). 7. Language and the career of similarity.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thought: Interrelations in development, 225. 

Gentner, D., Rattermann, M. J., Markman, A., & Kotovsky, L. (1995). Two forces in 

the development of relational similarity. Developing cognitive competence: New 

approaches to process modeling, 263-313.

Gentner, D., & Toupin, C. (1986). Systematicity and surface similarity in the 

development of analogy. Cognitive science, 10(3), 277-300

Gick, M. L., & Holyoak, K. J. (1983). Schema induction and analogical transfer. Cognitive 



-101-

Psychology, 15(1), 1-38.

Golledge, R., & Stimson, R. (1997). Spatial behaviour. Guilford, London. 

Goswami, U. (1991). Analogical reasoning: What develops?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Child Development, 62(1), 1-22. 

Goswami, U. (2004). Commentary: Analogical reasoning and mathematical development. 

Mathematical and analogical reasoning of young learners, 169-186.

Goswami, U., & Brown, A. L. (1990). Melting chocolate and melting snowmen: 

Analogical reasoning and causal relations. Cognition, 35(1), 69-95. 

Halford, G.S. (1993). Children s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Mental Models. Erlbaum, 

Hillsdale, NJ.

Hegarty, M., Montello, D. R., Richardson, A. E., Ishikawa, T., & Lovelace, K. (2006). 

Spatial abilities at different scales: Individual differences in aptitude-test 

performance and spatial-layout learning. Intelligence, 34(2), 151-176.

Hoffman, R. R., Eskridge, T., & Shelley, C. (2009). A Naturalistic Exploration of Forms 

and Functions of Analogizing. Metaphor & Symbol, 24(3), 125-154. 

Holyoak, K. J., & Koh, K. (1987). Surface and structural similarity in analogical transfer. 

Memory & Cognition, 15(4), 332-340. 

Holyoak, K. J., & Thagard, P. (1996). Mental leaps: Analogy in creative thought: MIT 

press.

Holyoak, K. J., Gentner, D., & Kokinov, B. N. (2001). Introduction: The place of 

analogy in cognition. The analogical mind: Perspectives from cognitive science, 

1-19.

Hummel, J. E., & Holyoak, K. J. (1997).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structure: a 

theory of analogical access and mapping. Psychological Review, 104(3), 427. 

Huttenlocher, J., Newcombe, N., & Vasilyeva, M. (1999). Spatial scaling in young 

children. Psychological Science, 10(5), 393-398.

Inhelder, B., & Piaget, J. (1964). The Early Growth of Logic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and Kegan.

-102-

Ishikawa, T., & Montello, D. R. (2006). Spatial knowledge acquisition from direct 

experience in the environme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etric knowledge and the integration of separately learned places. Cognitive 

Psychology, 52, 93-129.

Klauer, K. J., & Phye, G. D. (2008). Inductive reasoning: A training approa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8(1), 85-123.

Klippel, A., Freksa, C., & Winter, S. (2006). You‐are‐here maps in emergencies–the 

danger of getting lost. Journal of spatial science, 51(1), 117-131. 

LeFevre, J.-A., & Dixon, P. (1986). Do written instructions need examples? Cognition and 

Instruction, 3(1), 1-30. 

Liben, L., & Downs, R. (1986). Children's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of maps: 

Increasing graphic literacy.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G-83-0025,),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Liben, L. S., & Downs, R. M. (1991). The role of graphic representations in 

understanding the world. Visions of aesthetics,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legacy of Joachim F. Wohlwill, 139-180.

Liben, L. S., & Downs, R. M. (1993). Understanding person-space-map relations: 

Cartographic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739. 

Liben, L. S., Kastens, K. A., & Stevenson, L. M. (2002). Real-world knowledge through 

real-world maps: A developmental guide for navigating the educational terrain. 

Developmental Review, 22(2), 267-322. 

Liben, L. S., Myers, L. J., & Christensen, A. E. (2010). Identifying locations and 

directions on field and representational mapping tasks: Predictors of success. 

Spatial Cognition & Computation, 10(2-3), 105-134. 

Liben, L. S., Myers, L. J., & Kastens, K. A. (2008). Locating oneself on a map in 

relation to person qualities and map characteristics Spatial Cognition VI. 

Learning, Reasoning, and Talking about Space (pp. 171-187): Springe

Liben, L. S., & Yekel, C. A. (1996).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Plan and Oblique 



-103-

Maps: The Role of Geometric and Representational Correspondence. Child 

Development, 67(6), 2780-2796.

Liben, L. S. (1997). Children s understanding of spatial representations of place: Mapping 

the methodological landscape. A handbook of spatial research paradigms and 

methodologies, 1, 41-82

Liben, L. S. (2006). Education for spatial thinkin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Liben, L. S., & Christensen, A. E. (2011). Spatial development: Evolving approaches to 

enduring questions.

Loewenstein, J., & Gentner, D. (2001). Spatial mapping in preschoolers: Close 

comparisons facilitate far mapping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2(2), 

189-219. 

Loewenstein, J., & Gentner, D. (2005). Relational language and the development of 

relational mapping. Cognitive Psychology, 50, 315-353.

Lohman, D. F. (1979). Spatial Ability: A Review and Reanalysis of the Correlational 

Literature: DTIC Document.

Markman, A. B., & Gentner, D. (1993). Structural alignment during similarity 

comparisons. Cognitive Psychology, 25(4), 431-467.

Medin, D. L. and Ross, B. H., (1989). The specific character of abstract thought: 

Categorization, problem solving, and induction. In R. J. Sternberg (Ed.),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Human Intelligence, Vol. 5. Hillsdale, NJ: 

Erlbaum, 189-223.

Myers, L. J., & Liben, L. S. (2008). The role of intentionality and iconicity in children s 

developing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cartographic symbols. Child 

Development, 79(3), 668-684. 

Montello, D. R. (1993). Scale and multiple psychologies of space. Spatial information 

theory a theoretical basis for gis, 312-321.

Montello, D. R., Lovelace, K. L., Golledge, R. G., & Self, C. M. (1999). Sex-Related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Spatial Abilities. 

-104-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9(3), 515-534.

Myers, L. J., & Liben, L. S. (2008). The Role of Intentionality and Iconicity in Children's 

Developing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Cartographic Symbols. Child 

Development, 79(3), 668-684.

Newcombe, N., & Huttenlocher, J. (1992). Children's early ability to solve perspective- 

tak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Newcombe, N. S., & Huttenlocher, J. (2003). Making space: The development of spatial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MIT Press.

Newcombe, N. S., & Learmonth, A. E. (2005). Development of spatial competence. The 

Cambridge handbook of visuospatial thinking, 213-256. 

Park, Youjeong. (2015). The impact of object type on the spatial analogies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Paivio, A. (1986). Mental representations : A dual coding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aas, F. G., & Van Merriboer, J. J. (1994). Instructional control of cognitive load in the 

training of complex cognitive task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6(4), 351-371. 

Piaget, J., & Inhelder, B. (1956). T he Child s Conception of Spac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iaget, J., & Inhelder, B. (1967). The child s conception of space (FJ Langdon & JL 

Lunzer, Trans.). New York. 

Piaget, J., Inhelder, B., Szeminska, A., Jean, P., Barbel, I., & Alina, S. (1960). Child's 

conception of geometry: Routledge.

Presson, C. C. (1982). The development of map-reading skills. Child Development, 53, 

196-199.

Plumert, J. M., & Spencer, J. P. (2007). The emerging spatial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K.

Pruden, S. M., Levine, S. C., & Huttenlocher, J. (2011). Children s spatial thinking: does 

talk about the spatial world matter?. Developmental science, 14(6), 1417-1430.



-105-

Quaiser-Pohl, C., Lehmann, W., & Eid,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abilities and representations of large-scale space in children—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1), 95-107.

Quinn, P. C., Cummins, M., Kase, J., Martin, E., & Weissman, S. (1996). Development 

of categorical representations for above and below spatial relations in 3- to 

7-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942-950. 

doi:10.1037/0012-1649.32.5.942

Quinn, P. C., Polly, J.L., Dobson, V., & Narter, D. B. (1998). Categorical representation 

of specific versus abstract above and below spatial relations in 3- to 

4-month-old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Supplement, 634.

Rattermann, M. J., & Gentner, D. (1998). The effect of language on similarity

Rattermann, M., Gentner, D., & DeLoache, J. (1990). The effects of familiar labels on 

young children s performance in an analogical mapping task.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twelf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Reed, S. K., & Bolstad, C. A. (1991). Use of examples and procedures in problem 

solv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7(4), 753. 

Reeves, L., & Weisberg, R. W. (1994). The role of content and abstract information in 

analogical transfer. Psychological Bulletin, 115(3), 381. 

Richland, L. E., Morrison, R. G., & Holyoak, K. J. (2006). Children s development of 

analogical reasoning: Insights from scene analogy problem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4(3), 249-273.

Rieser, J., Doxsey, P., McCarrell, N., & Brooks, P. (1982). Wayfinding and toddlers' use 

of information from an aerial view of a maz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14-720.

Ross, B. H., 1989, Distinguishing types of superficial similarities: Different effects on the 

access and use of earlier problem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106-

Memory, and Cognition, 15(3), 456-468

Sternberg, R. J. (1977). Intelligence, information processing, and analogical reasoning: The 

componential analysis of human abilities: Lawrence Erlbaum.

Sternberg, R. J.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CUP 

Archive.

Sternberg, R. J., & Nigro, G. (1980). Developmental patterns in the solution of verbal 

analogies. Child Development, 27-38. 

Sternberg, R. J., & Rifkin, B. (1979). The development of analogical reasoning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7(2), 195-23

Schneider, W., & Sodian, B. (1988). Metamemory-memory behavior relationships in young 

children: Evidence from a memory-for-loc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5(2), 209-233.

Shusterman, A., Ah Lee, S., & Spelke, E. S. (2008). Young children's spontaneous use of 

geometry in maps. Developmental Science, 11(2), F1-F7. 

Spencer, C., Harrison, N., & Darvizeh, Z. (1980). The development of iconic mapping 

ability in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12, 57-64.

Tomasello, M., Striano, T., & Rochat, P. (1999). Do young children use objects as 

symbol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563-584. 

Tversky, B. (2003). Structures Of Mental Spaces: How People Think About Space. 

Environment & Behavior, 35(1), 66-80.

Uttal, D. H. (1994). Preschoolers' and adults's scale translation and reconstruction of 

spatial information acquired from ma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259-275.

Uttal, D. H. (1996). Angles and distances: Children's and adults' reconstruction and 

scaling of spatial configurations. Child Development, 67, 2763-2779.

Uttal, D. H., Fisher, J. A., & Taylor, H. A. (2006). Words and maps: developmental 

changes in mental models of spatial information acquired from descriptions and 

depictions. Developmental Science, 9(2), 221-235. 



-107-

Uttal, D. H., Gentner, D., Liu, L. L., & Lewis, A. R. (2008).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ilarity between photographs and their 

referents. Developmental Science, 11(1), 156-170. 

Uttal, D. H., Gregg, V. H., Tan, L. S., Chamberlin, M. H., & Sines, A. (2001). 

Connecting the dots: Children's use of a systematic figure to facilitate mapping 

and 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37(3), 338.

Vasilyeva, M. (2002). Solving spatial tasks with unaligned layouts: The difficulty of 

dealing with conflicting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3, 

291-303.

Vasilyeva, M., & Huttenlocher, J. (2004). Early development of scaling a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0, 682-690.

Vasilyeva, M. & Bowers, E. (2010). Exploring the effects of similarity on mapping spatial 

rel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6, 221-239.

Viskontas, I. V., Morrison, R. G., Holyoak, K. J., Hummel, J. E., & Knowlton, B. J. 

(2004). Relational integration, inhibition, and analogical reasoning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9(4), 581.

Vosmik, J. R. (2005). Facilitating Preschoolers' Spatial Mapping: Close Comparisons and 

Natural Misalignment. Arizona State University.  

Vosniadou, S., & Ortony, A. (1989). Similarity and analogical reaso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Yakimanskaya, I. (1991). The Development of Spatial Thinking in Schoolchildren. Soviet 

Studies in Mathematics Education. V 3.

Whiteside, J. A., Elkind, D., & Golbeck, S. L. (1976). Effects of exposure duration on 

part-whole percep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8-501.

Zacks, J. M., Mires, J., Tversky, B., & Hazeltine, E. (2000). Mental spatial 

transformations of objects and perspective. Spatial Cognition and Computation, 2(4), 

315-332. 

-108-

부 록

<부록 1>공간 치 유추 결과 기록지

<부록 2>공간기하 지식 결과 기록지

<부록 3-1>방향 과제 도구

<부록 3-2>회 과제 도구

<부록 3-3> 칭 과제 도구

<부록 3-4> 합 과제 도구

<부록 3-5>부분/ 체 과제 도구



-109-

<부록 1>공간 치 유추 결과 기록지

<공간 치 유추 결과 기록지 :A-1day날짜 ______>

ID 이름 성별 반명

조사자 조사월령 조사기

과제 조건 실험회차 배열 사각형

과제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공간 치 유추 과제

1회-② 2회-⑥ 3회-④ 4회-⑧ 5회-⑤ 총

인형방

되찾기

특이사항 :

과제 조건 실험회차 배열 사각형

과제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공간 치 유추 과제

1회-① 2회-③ 3회-⑤ 4회-⑦ 5회-⑨ 총

인형방

되찾기

특이사항 :

-110-

<부록 2>공간기하 지식 결과 기록지

공간기하 지식

하 요인
본문제 1번 본문제 2번 본문제 3번 총

방향

좌우방향
(왼쪽 질문) (오른쪽 질문) (왼쪽 질문)

상하방향
( 쪽 질문) (아래쪽 질문) ( 쪽 질문)

회

우로회

좌로회

칭

y축 칭

x축 칭

합

좌우 합

상하 합

부분/

체

조각

맞추기

(컵) (코끼리) (말)

빠진곳

찾기



-111-

<  3-1> 향 과제 도

(좌우방향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상하방향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  3-2> 전 과제 도

(우로회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좌로회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112-

<  3-3> 칭 과제 도

(Y축 칭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X축 칭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  3-4> 접합 과제 도

(좌우 합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상하 합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113-

<  3-5> /전체 과제 도

(조각맞추기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빠진곳찾기 시 과제 본 과제 도구의 )

-114-

Abstract

Three-,Four-,andFive-year-old

Children’sSpatialLocationAnalogies

AccordingtoSpatialTaskFeatures

andSpatialGeometryKnowledge

Lim,Yoe-Jeong

Dept.ofChildDevelopment& FamilyStudi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resentstudyexaminesspatiallocationanalogiesbasedonthe

structure-mappingtheoryinordertorevealwhetheryoungchildren

agedthree,fourandfiveareabletoanalogizebasedonsimilarities.

First,thestudy firstcheckswhetherspatiallocation analogiesof

youngchildrendifferdependingontheirages,task’scharacteristics,

formed according to analogy’s conditions,and object attributes,

arrangedwithinthespace.Also,inordertoclarifytheoreticaldebate

on analogical development, the study examines how task’s

characteristicsofspatiallocationanalogiesareaffectefbyageand

spatialgeometryknowledge.

To solvetheaforementioned research problems,theresearchers

recruited 125 young children, including 39 three-year-olds, 44

four-year-olds,and42five-year-oldsinaday-carecenterinSeoul,

South Korea.In thestudy,thechildren performedspatiallocation

analogy tasksand spatialgeometry cognitivetasksin ac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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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bject’sattributesand analogy conditions.Thecollected data

wasanalyzedstatisticallybyusingaverages,standarddeviations,a

repeatedmeasurementANOVA,matchingsamplet-tests,correlation

analyses,multiple regression analyses,and hierarchicalregression

analysesavailableintheSPSS20program.

Themajorresultsofthestudyareasfollows.First,children's

abilitytoanalogizespatiallocationssignificantlydiffereddependingon

object’sattributesandanalogyconditions.Youngchildrenagedthree,

four,and fiveunderstood the relation between two spacesbetter

whentheobject’sattributesarrangedwithinthespacewasdiversified

rather than singular.This difference displayed differing aspects

dependingontheanalogyconditionsofthecorrespondingtwospaces,

with differencesemerging in accordancewith theobjectattribute

whentheanalogyconditionsofthetwospacesweresimilar,whereas

nodifferences,inaccordancewiththeobjectattribute,appeared,when

analogyconditionsdiffered.

Second,thechildrendifferedtoanalogizespatiallocations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age.Three-year-old children were

abletoanalogizethelocationrelationbetweenobjectsarrangedinthe

space.However,theanalogicalabilityofthree-year-oldchildrenwas

atan elementary level,being affected by object’s attributes and

analogy conditions.On the other hand,four- and five-year-old

childrenwereabletoanalogizespatiallocationsregardlessofthetask

type.

Third,the spatialgeometry knowledge ofchildren significantly

differeddependingontheirageandsub-factors.Intermsofspatial

geometry knowledge levels,three-year-olds were extremely low,

four-year-olds reached an elementary level, and five-year-olds

displayedamoredevelopedlevel.Furthermore,amongthesub-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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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hildrenacquiredknowledgeonpart/whole,direction,andjunction

earlier,whereastheyacquiredknowledgeonrotationandsymmetry

later.

Fourth,thechildren’sabilitytoanalogizespatiallocationdifferedin

termsofsignificantlyaffectingspatialgeometryknowledgedepending

ontaskconditions.Symmetryappearedtoaffectanalogicalabilitiesin

similarsingletasks,whereasitwasrotationindifferentsingletasks

anddiversified tasks.Also,eachtypeofspatialgeometryknowledge

appeared to controltheeffectofageon theability to analogize

spatiallocationsineachtask.Inotherwords,eveniftheagewas

lower,iftheknowledgerelatedtothetasktypewashigher,thenthe

subjectsweregoodatanalogizingspatiallocations.

The present study provide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orderandfactorsaffectingtheabilitytoanalogizespatial

locations,bydistinguishingtheabilitytoanalogizespatiallocations

according to object’s attributes and analogy conditions and by

systematicallycomparingtheseabilities.Thestudyshowsthatspatial

locationanalogiesofchildrendifferdependingonanalogyconditions

betweentwospacesandobject’sattributesarrangedwithinthespace.

Thestudyalsoshowsthatagesthreeandfourareimportantforthe

developmentofspatiallocation analogies.Furthermore,the study

showsthatsub-factorsofspatialgeometryknowledge,whichaffect

theabilitytoanalogizespatiallocations,differdependingonthetask’s

conditionsofobject’sattributesandanalogy conditions.By stating

thatthis knowledge could controlthe ability to analogize spatial

location,accordingtoage,thestudyclarifiesthedifferencesinterms

oftaskscharacteristics.Thisstudyissignificantbecauseitbrings

claritytothetheoreticaldisputeinvolvingthequestionofhow the

abilitytoanalogizespatiallocationsbasedonrelationalsimilariti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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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andcategorisedaccordingtoparticularareasofknowledge

basedonchildren’sage.

Keywords: spatial location analogies, object’s attribute, analogy conditions, 

spatial geometry knowledge

Student number: 2008-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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