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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과 계될 수 있으며,유아

의 실행기능이 애착안정성과 조망수용 계를 매개할 수 있음에 주목하

다.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실행기능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

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악하고,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과 조망

수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

에 미치는 향을 실행기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이러한 연

구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망수용(의도,정서,사고),

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유아의 조망수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유아의 실행기능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조망수용(의도,정서,사고),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은 유의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의도,정서,

사고)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3-1.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3-2.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의도,정서,사고)에

미치는 향을 실행기능이 매개하는가?

4-1.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의도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실행

기능이 매개하는가?

4-2.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정서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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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매개하는가?

4-3.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사고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실행

기능이 매개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경기 소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3

곳에서 3세 47명,4세 50명,5세 50명,총 147명의 유아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실행기능을 일 일 면 과 검

사로 측정하 으며,부모를 상으로 인구사회학 변인을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해 SPSS 22.0 로그램에서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일원분산분석,Pearson의 률상 분석, 다회귀분석,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조망수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연령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났다.의도 조망수용과 정서 조망수용은 3세 유아에 비해 4세

와 5세 유아가 높았다.사고 조망수용은 3,4,5세 유아 사이에 차이가

있어 연령이 증가하면 높았다.애착안정성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았으

며,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실행기능은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 다.실행기능 하 요인

억제는 3세 유아에 비해 5세 유아가 높았고,주의 환은 3세 유아에 비

해 4세와 5세 유아가 높았다.작업기억은 3,4,5세 유아 사이에서 차이

가 있어 연령이 증가하면 높았다.하 요인을 합산한 실행기능 체는 3

세 유아에 비해 4세와 5세 유아가 높았다.

둘째,조망수용과 애착안정성은 정 상 이 있었으며,조망수용과 실

행기능 사이에도 정 상 이 나타났다. 한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의

하 요인 체와 정 상 이 있었다.

셋째,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

과 의도,정서,사고 조망수용 각각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넷째,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애착안정성과 의도

정서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은 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애착



-iii-

안정성과 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며,

애착안정성이 사고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는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의 반 양상을 확

인하 다.약 4세를 기 으로 타인의 의도,정서와 사고를 추론하는 능력

이 발달하고 실행기능이 향상됨을 밝혔다. 한 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

을 통제했을 때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에 직 향력을

가지며,애착안정성과 의도 정서 조망수용의 계를 실행기능이 완

매개함을 입증하 다.유아의 안정 애착이 상 인지과정인 실행기능

을 발달시키고 이 게 발달한 실행기능이 의도와 정서의 추론을 향상시

킨다는 에서 유아기 인지 사회인지 발달의 핵심이 되는 애착의

요성을 검증하고 실행기능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 다.

주요어 :조망수용,의도 조망수용,정서 조망수용,사고 조망수용,

애착안정성,실행기능,

학번 :2013-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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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제기

유아기에 성취하는 표 인 발달과업 하나는 마음 상태에 한

이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유아는 성장하면서 타인이 자기와는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자신만의 에서 벗어나 타인

의 입장이 되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조망수용 능력

(Gehlbach,2004)이 필요하다. 인 상황에서 상 방의 의도,정서와 사

고 등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인 계에 필수 이며 사회 유능성

발달의 주요한 요인(Hughes& Leekam,2004)으로 유아의 조망수용은

사회인지 발달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Piaget는 유아가 조망수용의 수행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주장하 다.

조작기에 속하는 유아기에는 자기 심 인 사고 과정을 따른다고 여겼

기 때문이다(Piaget,Inhelder,& Mayer,1967).타인의 을 취하여 그

사람의 내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은 기본 으로 자기 심성의 탈피를

요구한다.즉 Piaget의 입장에서 조망수용은 사회 ·인지 탈 심화의

발달을 반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후속 연구들은 조망수용이 Piaget가

주장한 시기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Wellman,

Phillips,& Rodriguez,2000).조망수용은 조작기를 거쳐야만 기능하는

능력이 아니며,유아도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과 마음 상태를 보 수

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망수용은 인지 심리학 내에서 마음이론이라는 새로운 연구의 흐름

으로 이어져 연구되고 있다(Barnes-Holmes,McHugh,& Barnes-

Holmes,2004;Flavell,2000;Qureshi,Apperly,& Samson,2010).본래

마음이론이라는 용어는 마음 상태를 자신과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능력을

말한다(Premack& Woodruff,1978).마음이론 연구의 다수는 의도,정

서 혹은 사고 보다는 틀린 믿음의 이해에 을 두었고,특히 아동이

언제부터 틀린 믿음이라는 마음의 상 표상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가를 밝히는데 집 하 다.틀린 믿음 과제는 상당 기간 동안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마음이해를 악하는 도구가 되었다(Hughes,2001).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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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믿음에 집 한 제한 연구의 지평을 넓 유아 마음이론의 발달과

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의도와 정서,사고 같은 다양한 개념을 살핌으로

써 연구 분야를 확장함과 동시에 깊이 있는 탐구를 지속할 필요성이

두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지각,의도,정서와 사고

등의 마음 상태를 포함하는 포 의 마음이론을 강조한다

(Barnes-Holmesetal.,2004;Farrant,Devine,Maybery,& Fletcher

2012;Flavell,2000;2004;Hughes& Leekam,2004;Laranjo,Bernier,

Meins,& Carlson,2010;2014;Tager-Flusberg,2007).유아의 마음은

소수의 내 상태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평면 구성체가 아닌 다차원

인 개념이기에 이 분야의 다면 이고 복잡한 발달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

도가 요구된다.개인의 행 에서 의도성을 악하고,그 사람이 처한 상

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기

해 필수 이다.즉 유아의 마음 상태 추론을 체계 으로 연구하기

해서는 다양한 내 상태를 포함하여 입체 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한

유진,강민정,단 국,2006).

더욱이 조망수용은 비교 기의 마음이론으로 여겨지므로(Flavell,

2000;Laranjoetal.,2010;Wellmanetal.,2000)조망수용의 발달 특성

을 구체 으로 밝히는 작업은 마음이론의 본질을 이해하기 한 기 를

마련할 수 있어 특히 요하다. 한 조망수용은 타인의 지각,의도,정

서와 사고 조망수용 등으로 나 어 연구되었는데(Hudson, 1978;

Hudson,Forman,& Brion-Meisels,1982;Underwood& Moore,1982),

이 에서 의도,정서와 사고 조망수용은 사회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에서 사회 조망수용 능력으로 보고되어 그 요성이 부각된다(Enright

& Lapsley,1980).유아기에 인 계가 확장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을 고려했을 때,사회 특성을 지닌 조망수용에 주목할

필요가 제기된다.이에 따라 의도 ·정서 ·사고 조망수용을 유아의 마음

이해와 련된 하나의 발달 이정표로 간주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기 연구는 조망수용의 연령에 따른 보편 이고 규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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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주목하 다(Barnes-Holmesetal.,2004;Selman,1971).최근에

는 타인의 을 추론하는 유아의 지식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설명하려

는 노력과 더불어 발달의 개인차를 이끄는 맥락 요인을 알아보려는 시도

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계이론에서는 유아의 발달이 부모나 형제자매

처럼 친 하고 가까운 계의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서

(Carpendale& Lewis,2004)양육자와의 경험 계가 지니는 요성

을 시사한다.

그 맥락에서 조망수용의 발달에 부모자녀 계가 역할을 한다는

은 애착이론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애착이론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

는 응 능력의 발달이 아와 양육자 간의 목표-수정 트 십 내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는데,이는 유아가 자신의 목표와 애착 상의 목표를

맞추어 조정하기 해 애착 상의 행동을 기 하고 측하는 과정을 일

컫는다(Bowlby,1982;Symons& Clark,2000).유아가 목표-수정 트

십에 참여하기 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한 마음이해가 요구된다는

을 고려했을 때,애착 계는 유아에게 타인의 내 상태에 주의를 기

울이는 기제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조망수용을 조력할 수 있다.유아가

안정 애착을 통해 애착 상과의 계에 한 일 되고 조직 인 표상을

형성한다면,애착 상의 행동을 효과 으로 측하는 유능감을 기 로

다른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을 발 시킬 가능성이 보고된다(Ontai

& Thompson,2008).

유아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애착안정성이 수행하는 역

할의 요성은 지속 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여 히 제한 이다.선천론 입장에 따르면 유아의 사회 환경이 마음이

해의 발달을 발시킬 수는 있어도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Scholl& Leslie,2001).타인의 을 수용하는 능력은 본질 으로 성

숙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 변인은 연령에 의한 변화보다 훨씬 덜 요

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에서 다수의 연구는 유아의 조망수용을 조

력하는 사회 배경을 반 하지 않았다(Symons,2004). 한 유아의 마

음 상태 추론과 애착 간 연 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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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일부 연구(Fonagy, Redfern, & Charman, 1997; Meins,

Fernyhough,Russell,& Clarke-Carter,1998;Repacholi& Trapolini,

2004;Rosnay& Harris,2002;Steele,Steele,Croft& Fonagy,1999)는

애착안정성이 마음이해에 유의한 향력을 가진다고 보고했지만,다른

다수의 연구(Laranjo et al., 2010; 2014; Meins, Fernyhough,

Wainwright,Gupta,Fradley,& Tuckey,2002;Ontai& Thompson,

2002;2008;Steele,Steele,& Johansson,2002;Symons& Clark,2000)

에서는 애착안정성의 향이 유의하지 않았다.혼재된 연구 결과는 유아

의 애착안정성과 마음이해 간 계에 다른 변수가 개입할 수 있음에 기

인하므로,이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행기능은 마음이해의 발달 변화와 하게 련되어 있다

(Carlson& Moses,2001).이 은 유아 마음이해의 발달 변화와 개

인차가 실행기능의 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즉 실행기능이 애착안정

성과 마음이해 간 계를 이어주는 특정 변수로서 발달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실행기능은 뇌의 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

련의 고차 인 인지 과정으로 억제,주의 환,작업기억,계획 등의 능력

을 포함한다(Garon,Bryson,& Smith,2008).실행기능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우수하고 정교한 수행이 가능하지만,부모와의 한 계를 통해

그 기술을 연습하고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Meuwissen & Carlson,

2015).이를 고려했을 때,유아의 실행기능은 재로서는 혼재된 연구 결

과로 인해 부분 인 설명만을 제공하는 애착안정성과 함께 조망수용의

발달을 측할 가능성이 존재하며,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요

구된다.

유아의 실행기능이 애착안정성과 조망수용 간의 계를 매개하기

해서는 애착안정성과의 연 성이 지지되어야 한다.애착의 안정성이 실

행기능의 기 를 이루는 신경 체계의 발달을 진시킴으로써 반 인

실행기능 발달에 기여한다는 주장(Calkins& Leerkes,2004)이 제기되었

다. 한 안정 애착 부모는 더욱 한 처 략을 가르치며,유아는

좋아하는 활동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주의를 환기하거나,퍼즐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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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는 등의 략을 수행할 수 있다(Wolff

& VanIJzendoorn,1997).이러한 연구를 토 로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

을 측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행기능과 마음이해 간에 내재된 계는 역일반론에서 주장되었

다. 역일반론에서는 유아가 목표한 행동에 합한 논리를 계획하고 상

황에 맞는 표상을 억제하도록 하는 실행기능이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도

록 이끈다고 여긴다(Sabbagh,Xu,Carlson,Moses,& Lee,2006).반면

역특정론은 실행기능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마음 상태와

련된 특정 지식의 발달을 토 로 유아가 타인의 마음을 추론할 수 있

다고 주장하 다(Gopnik& Wellman,1992).이 듯 상반된 입장이 존재

하므로,실행기능이 애착안정성과 조망수용 간의 계를 설명하고 조망

수용을 측할 수 있는지에 한 구체 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애착으로 표되는 유아를 둘러싼 사회 맥

락,상 인지 과정인 실행기능,마음이해 간의 복합 계가 단일 차원

에서 검증되어 왔으므로 이들의 계를 해석하기에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을 포함하여 조망수

용의 발달을 이끄는 구체 이고 통합 인 계를 검증하고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더욱이 조망수용의 발달과 련하여 사회 ·

인지 근을 함께 고려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유아가 경험한 사회

계가 조망수용의 발달을 측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작업은 그 요성

을 간과할 수 없으며,이러한 계 경험이 유아의 타인 이해에 연 되기

해서는 반드시 인지 으로 처리되고 기억되며 부호화되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타인의 에서 실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은 타인의

기 ,감정 등을 추론하도록 요구한다는 에서 사회 인 능력을 필요로

하고,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평가해야 한

다는 에서 고도의 인지 인 능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즉 조망수

용은 사회인지 능력으로서 이에 향을 미치는 계 맥락과 인지 특성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채로운 설명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이를 통해 유아

의 조망수용 발달의 개인차를 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 더욱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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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동시에 조망수

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부모 자녀 계를 모색하고,유아의 실

행기능을 진시키기 한 교육방안 략의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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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유아 조망수용의 개념과 발달,조망수용과 련된 변인

인 애착안정성 실행기능에 한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자 한다.이를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이 연구

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유아의 조망수용

1)조망수용의 개념

조망수용은 자신과 타인의 심리 속성들을 변별하고 조화시키는 인

지 과정을 일컫는다(LeMare& Rubin,1987).유아가 사회 세계에

속해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타인

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이 때 요

구되는 것이 조망수용으로,타인의 에서 그 사람 고유의 의도,정서

와 사고를 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Enright& Lapsley,

1980;Gehlbach,2004;Hudson,1978).즉 유아는 조망수용을 통해 타인

의 의도,정서와 사고 등 모든 마음의 역에서 그 사람의 을 고려

할 수 있다.나아가 다양한 심리 속성에 해 유아 자신만의 내면

이론을 만들고 그 의미를 차 으로 구축해간다(Ruby & Decety,

2003).이처럼 의도,정서,사고,믿음과 같이 행동의 원인이 되지만 직

찰할 수 없는 마음 상태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은 유아기의 주된

발달 성취이다(Lillard& Kavanaugh,2014). 한 조망수용은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주변 세계의 속성과 기 ,잠재 반응들에 해 추론할

수 있는 핵심 인 계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에서 그 요성이 크다

(Walker,2005).

조망수용의 개념은 Piaget의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Piaget의 주요

주장은 유아가 인지 으로 자기 심 이므로 지각이나 인지 혹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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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유아는 타인의 을 이야기해야할 때도

자신의 조망을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Piaget

etal.,1967).한편 후속 연구들은 Piaget가 제시한 것만큼 유아가 온

히 자기 심 이지 않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망수용과 련된 심리

지식의 이해가 하게 향상됨을 밝혔다(Wellmanetal.,2000). 를

들어 3,4세의 유아도 타인의 시각 만이 아니라 심리 이고 정신

인 을 취하여 의도나 정서 등을 귀속시키는 조망수용이 가능하다

(Flavell,2004).근 에는 조망수용이 유아 기에도 나타나는 능력이고

각 역에 따라 그 발달 양상이 상이하다고 여기며,이러한 견해는 폭넓

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망수용에 한 연구는 통 으로 Piaget의 인지 발달 분야에서 시

작되었으나, 재는 마음이론의 분야로 분류된다(Qureshietal.,2010).

마음이론의 기본 토 는 아이가 어떻게 물리 세계에 한 이해를 정신

세계로 연 짓는가를 알아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Schult,

2002).마음이론 연구 분야의 제한 은 틀린 믿음 이해라는 심리 속성

을 으로 유아의 마음에 한 지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특히

마음이론 분야의 고 인 침팬지 연구가 의도 이해를 알아보려는 실험

으로부터 출발했음에도 이러한 탐색을 지속하려는 시도는 소수에 불과한

채 특정 마음에 한 지식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Lang& Perner,2002).

타인의 의도와 사고를 포함한 인지 측면과 정서 측면의 조망을

수용하는 능력은 성숙한 마음이론의 필수 구성요인이다(Decety &

Meyer,2008).특정 요인에 제한되지 않고 다차원 인 마음 상태를 포

함하는 확장된 마음이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다(Farrantetal.,2012;Hughes& Leekam,2004;Tager-Flusberg,

2007).이에 따라 포 마음이론의 근을 용하여 유아의 의도와 정

서,사고 조망수용과 같이 다양한 마음이해 능력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조망수용은 크게 지각 조망수용,인지 조망수용,정서 조망수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Underwood& Moore,1982).이 에서 인지 조망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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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인의 의도와 사고,지식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말하며,정서 조망수

용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urdek

& Rodgon,1975).인지 조망수용은 다시 의도 조망수용과 사고 조망수

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Hudson,1978;Hudsonetal.,1982).이러한

조망수용 역 에서 의도,사고와 정서 조망수용은 인 간 상호작용

을 기 로 한다는 을 토 로 사회 조망수용 능력으로 이해된다

(Enright& Lapsley,1980).유아기에는 계가 확장되어 인 교류가 증

가하면서 이를 한 사회 조망수용의 요성이 부각되므로,의도 ·정

서 ·사고 조망수용을 자세히 악할 필요가 있다.

유아가 물리 세계와 내 상태를 연결하는 것은 철학 에서

보면 의도성의 이해(Schult,2002)이므로 의도의 추론은 마음에 한 기

설명을 제공한다.특히 의도는 믿음과는 다르게 참과 거짓을 단

할 수 없으며,목표한 바를 충족시키는지 아닌지의 문제를 다루기에 행

동을 직 으로 결정한다(Hughes,2001).즉 의도는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의도 조망수용은 일련의 행 에 포함된 타

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하며(Nelson-LeGall,1985),이는 타

인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한 필수 요소이다.

유아는 사회 맥락 안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동시에 타인의

정서를 목격하게 된다.유아와 타인의 정서 반응은 상이할 수 있고,유

아가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해석하여 근하는지에 따라 인 지각이나

계의 형성이 달라질 것이다.정서 조망수용은 타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황 단서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

다(Harwood & Farrar, 2006; Kurdek & Rodgon, 1975; Vaish,

Carpenter,& Tomasello,2009).이러한 정서 조망수용을 습득하려면 유

아는 특정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조되는 정서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 인 단서가 부재할 때도 그 사람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고 조망수용은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해 타인이 알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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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즉 그 사람의 사고를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Oswald,1996).유아

는 자신의 에 내포된 자기 심성으로부터 벗어나 사회 상황에서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지 경향성을 통해 타인의 사고를 이

해하게 된다(Dugan,Bohle,Woelker,& Cooney,2014). 한 타인의 생

각에 해 생각하는 과정은 사고라는 내 표상을 다시 표상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상 표상과 같은 고차 능력을 요구한다.따라서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을 구별하여 그 사람의 지식과 사고에 해 정확히

식별한다면 인지 탈 심화와 더불어 마음에 한 표상 수 의 이해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의도와 감정,생각 등 타인의 입장을 정확히 추론하고 자신의

입장과 통합하는 조망수용 능력은 유아의 삶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이는 상호작용을 한 기 능력이면서 사회화 행동의 필수요소이고

이후 더 높은 수 의 인지 추론을 이끈다(Wellman,2010).따라서 유

아의 조망수용 향상을 돕는 것은 발달 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유아의 조망수용이 이후 인지,사회,정서 발달에 지속 으로

향을 주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유아의 조망수용 수 을 살펴보고 이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2)조망수용의 발달

(1)의도 조망수용의 발달

의도는 개 믿음 보다 발달 기에 이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lonnesi,Rieffe,Koops,& Perucchini,2008;Flavell,2000;Wellman,

2010).가장 기의 증거는 아가 18개월 경 의도에 한 이해를 보이

기 시작한다는 것이다(Carpenter,Akhtar,& Tomasello,1998).그러나

이러한 기 능력은 의도성의 개념을 이해하는가에 한 문제를 다루며

낮은 수 의 인지 체계만을 반 한다.면 한 의미의 의도 조망수용을

악하기 해서는 행동을 야기하는 특정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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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Hughes,2001).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행 에서의 의도와 우연을 추론하는 능력

을 살펴보기 해 행 자의 목 의식이 분명한 상황을 제공하여 평가하

다.Shultz와 동료들(1980)은 유아에게 행동이 고의 는지 우연이었는

지 단하도록 실험한 결과,3세 경 의도의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Lang& Perner,2002;Wellman& Phillips,2001)

가 이루어졌으며,2세에도 의도 이해의 발달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Phillips,Wellman,& Spelke,2002)가 보고되면서 의도 조망수용은 비

교 이른 연령부터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행 로 인한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과제를 구성했을 경우 4세 이후에야 의도 조망수용이 정립될 가

능성이 보고된다(Williams& Happé,2010).Lang과 Perner(2002)는 3세

유아는 목표와 행 결과가 일치하는지에 한 정보가 없을 때 수행이

조했다고 밝히면서,5세 경 의도 조망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다른 연구에서도 3세에는 의도 조망수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Moses,2001),의도나 우연에 의한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은 4세에 출

하며 5세에 정립된다고 밝혔다(Phillips,Baron-Cohen,& Rutter,1998).

이상을 종합해보면,의도 조망수용의 발달 연령에 한 견해는 일치

하지 않는 상황이다.유아가 일련의 행 에서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도록

요구하되 행 의 목표를 명백하게 진술하지 않는 상황으로 평가함으로써

유아의 보다 정교한 의도 조망수용을 살피고 구체 인 발달 시기를 조명

할 필요가 제기된다.

(2)정서 조망수용의 발달

정서 조망수용은 유아 기 동안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가 축

되었다.Wellman과 Woolley(1990)에 따르면 유아는 2세 반에 바람

과 정서 간의 련성을 알고 이야기 속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기

쁨을 느끼고,반면 그 지 못하면 분노나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이후 Wellman과 동료들(2000)은 2세 반이 되면 유아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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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과는 별개로 타인의 상황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 Harwood와 Farrar(2006)는 2세 반과 3세 유

아는 두 사람이 동일한 물체나 사건에 해 다른 정서를 가질 수 있음을

알고,정서는 그것을 야기하는 상황으로부터 구별되는 사 인 역임을

이해한다고 밝혔다.이 때 2세 반의 유아는 외 인 정서 단서를 근

거로 정서 이해를 보이므로,정서 조망수용이 3세에 비해 비교 제한됨

을 보고하 다.다른 선행연구에서는 3세 유아가 생일과 같은 특정 상황

을 제시했을 때 이와 련된 일반 인 정서를 식별할 수 있으며,기본

정서를 듣고 이를 유발하는 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Denham,1986). 한 3세와 4세 후로 정서 이해와 추론에서 의미 있

는 발달 차이를 보인다고도 밝혔다(Denham,Zoller,& Couchoud,1994).

반면 아기부터 정서 조망수용이 발달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유아가 2세에 이르면 일상 화 상황에서 모호한 행동이나 얼굴 표정

으로부터 한 정서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하 다(Wellman,Harris,

Banerjee,& Sinclair,1995). 한 걸음마기 아도 정서를 추론하여 감

정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찰되었다(Quann& Wien,2006).

일부 선행연구(Denham,1986;Kurdek& Rodgon1975)의 도구는 등

장인물의 정서를 직 드러내거나,하나의 일화에 분노,슬픔과 같이 동

일한 부정 정서 역을 함께 포함시키는 제한 이 있다.정서 조망수용

은 명시 정서 단서가 부재할 때 상황에 근거하여 비되는 정서를 이

해하는 능력(Harwood& Farrar,2006;Vaishetal.,2009)을 반 하기

때문이다.이를 고려했을 때 유아의 정서 조망수용을 하게 평가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정서 조망수용의 발달 시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3)사고 조망수용의 발달

사고 조망수용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한 타인의 지식과 생각을

추론하는 능력을 일컫는다.Selman(1971)은 사고 조망수용이 연령에 따

라 질 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인지 기술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13-

발달 단계를 제시하 다.가장 보 수 은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사

고를 구별하지 못하는 미분화된 조망수용(A단계)이며,이후 유아가 타인

의 을 구별하지만 공통 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화된 조망수용(B단

계)이 나타난다.이 두 단계에서 보이는 사고 조망수용은 4세가 지나면

서 감소한다.5세 유아는 타인의 입장을 취하지만 자신의 사고를 타인의

것으로 추정하는 자기반 조망수용(C단계)에 도달하며,이는 사고 조

망수용의 기 선으로 여겨진다.마지막 수 은 상호 조망수용(D단계)

으로 다수의 6세 유아에게서 수행이 가능하다.이 때 유아는 타인이 스

스로의 사고에 기 한 을 가지고 있으며,그러한 사고는 자신의 사

고와 유사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이 듯 Selman(1971)은 4세에서 6세로 발달하면서 사고 조망수용이

질 변화를 경험하지만 여 히 자기 심 인 을 가지고 있으며,학

령기에 이르러야 능숙한 상호 조망수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하 다.반

면 이경님(2000)은 사고 조망수용이 4세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5세

에는 격한 환이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3세에서 5세 연령의 유아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3세의 경우 간 이하의 평균 수를 보

으나 4세는 간 이상의 수 을 보여 4세 이후 사고 조망수용이 발달

한다고 제시하 다(윤복희,김희진,2012). 한 사고 조망수용이 지니는

상 표상 능력은 4세를 기 으로 주요한 발달이 이루어진다(Wellman&

Cross,2001)고 보고되므로,사고 조망수용 한 이 시기를 심으로 향

상한다고 측할 수 있다.이처럼 사고 조망수용의 발달 연령에 한 주

장은 조 씩 상이하며 경험 자료가 상 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이

를 확인하여 보다 자세한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조망수용의 발달 련 요인

조망수용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Charman,Ruffman,& Clements,2002;Laranjoetal.,2010).반면 정

서 조망수용의 경우 성별에 의한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이야기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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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와 정서를 평가하도록 했을 때 여아는 남아에 비해 보다 정확하

게 련 정서를 이해하 다(Bosacki& Astington,1999). 한 정서 조

망수용과 상황에 따른 정서 조 능력을 함께 살펴본 경우 여아가 남아보

다 높은 수행을 보 다(Cutting& Dunn,1999).그러나 조망수용에서 성

차의 유의성은 소수의 연구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성별이 지니는 향

력에 해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으며 이에 한 확인이 요구된다.

조망수용 분야의 기 연구는 유아의 조망수용에서 나타는 보편 인

연령 변화를 강조하 다.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본질 으로 성숙

과정이기에 유아의 사회 환경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Scholl& Leslie,2001).이후의 연구는 차 마음이해 습득의 개인

차에 기여하는 경험 요인에 요성을 두기 시작하 다(Hughes &

Leekam,2004).특히 형제 수를 비롯한 가족 규모가 마음이해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Cutting& Dunn,1999)마음이해의

발달을 도모하는 사회 환경이 검증되었다.

유아의 조망수용과 련된 사회 맥락으로 부모의 역할이 주목받았

다.부모와의 계에 한 유아의 내 작동모델이 타인의 행동에 한

기 와 측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Thompson& Raikes2003),

기 애착 계와 마음이해 간 유의한 상 이 보고되었다(Fonagyetal.,

1997;Rosnay& Harris,2002;Steeleetal.,1999).보다 최근의 연구는

유아와 부모,형제, 래 간 마음 상태에 한 화가 유아의 마음이해에

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시하 다(Meins,Fernyhough,Arnott,

Leekam,& Rosnay,2013).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의 조망수용 능력이

일정 부분 사회 경험에 기 해 변화함을 시사한다.그러나 발달의 개

인차에 향을 미치는 사회 특성은 여 히 부족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

으므로(Lillard& Kavanaugh,2014)더욱 지속 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조망수용을 설명하는 인지 요인에 집 하

다.조망수용과 련된 핵심 인지 특성으로 실행기능을 제시하며,이는

역일반론으로 표된다(Carlson,Zelazo,& Faja,2013).조망수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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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마음이론의 발달이 상 인지과정인 실행기능의 수 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타인의 을 이해하기 해서는 자신의 은

억제하여 두 맥락을 분리하고 기존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는 유

연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이 과정에서 실행기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행기능과는 계없이 마음이 특정한 역을 심으로 발달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며,이는 역특정론으로 표된다(Gopnik &

Wellman,1992).유아가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론과 유사하여 정신

역에 제한되고,근본 이고 질 인 환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즉

역특정론에서는 마음에 한 지식이 해당 역 별로 이론으로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식이 구분지어진다고 가정한다(Gopnik &

Slaughter,1991).이에 따라 하나의 마음 역에서의 발달은 다른 역

에서의 발달과는 상당히 독립 이라고 측한다.마음이론은 다면 구

성체로서 각 속성마다 조 씩 상이한 발달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Hughes,1998).마음이론을 습득하는 다차원 경로의 가능성은

자폐아 연구에서도 제기되어 왔다(Tager-Flusberg,2007).이 듯 마음

의 세분화된 발달을 주장하는 역특정 은 고차 사고과정인 실

행기능을 강조하는 역일반 과 여 히 입장차를 보인다.

종합했을 때 조망수용의 발달을 설명하는 련 요인으로 유아를 둘러

싼 사회 특성과 유아의 내 인지 특성은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단편

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아 조망수용의 발달을 보다 면 하게 설명하기

해서는 조망수용과의 연 성이 제기된 양육자와의 애착과 실행기능의

향을 포 으로 살펴 으로써 련 주장을 검토하고 구체 인 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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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의 애착안정성

1)애착안정성의 개념

아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인에

한 표상을 형성한다는 애착이론은 Bowlby(1982)로부터 시작되었다.주

된 애착 상인 양육자와의 된 경험이 정신 표상으로서 아

에게 내재화된다는 것이다.이 듯 외부 세계와 그 내부의 요한 타인

자신에 해 아가 발달시킨 정신 표상을 내 작동모델이라고 한

다(Delius,Bovenschen,& Spangler,2008).

아와 양육자 간 다양한 경험 에서도 특히 아가 심리 안 과

안의 원천으로 양육자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와 련된 경험이

애착의 표상 는 내 작동모델의 기반을 형성한다(Gloger-Tippelt,

Gomille,Koenig,& Vetter,2002).이는 아가 보호받는 느낌을 즉시

요구하거나 양육자와의 근 성 을 추구하는 등 응 행동 체계

에 의해 애착이 조직화되기 때문이다.유아기에 어들면서 즉각 인 행

동의 경향성은 조 씩 감소하지만,유아는 계속해서 양육자를 안 기지

로 사용한다(Moss,Cyr,Bureau,Tarabulsy,& Dubois-Comtois,2005).

애착안정성은 애착 상의 이용가능성이 안정 이며 신뢰할 수 있어

심리 으로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Ainsworth,Blehar,Waters,&

Wall,1978).이는 이론 구성체로서 직 찰되지 않지만 다른 찰

가능한 지표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유아기에는 애착의 주요 기제가 행

동에서 표상 수 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애착의 표상을 통한 애착안정

성의 평가가 가능하다(Granot& Mayseless,2001). 를 들어,애착 상

인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양육자에게 근이 가능하고 이

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무의식 신뢰를 통해 애착 상과의 계

에 한 정 표상을 형성할 수 있다.이러한 표상은 애착안정성의 개

념을 반 하고 드러낸다.

Solomon과 George(2008)는 애착안정성의 핵심이 되는 개념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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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첫째,애착안정성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듯이 애

착안정성은 양육자의 정서 가용성 반응성과 정 상 을 가진다.

이는 양육자에게 하거나 근 하여 안을 느끼는 등의 행 로부터

생된 애착에 한 아의 신뢰 수 과 애착안정성의 련을 제시한다.

둘째,애착안정성은 일종의 응 기능으로서 변화에 항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안정 으로 유지된다.셋째,애착안정성은 유아의 요

한 발달 특성을 측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애착안정성은 다른 애착

계나 문화권을 상으로 평가했을 때도 유사한 설명과 패턴을 제공한다.

한 애착안정성은 내부의 정신 표상과 외부 세계의 실제 경험 간

연 성을 반 한다는 에서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내 작동모델은

유아가 애착 상의 행동을 해석하고 측하여 자신의 즉각 인 추후의

반응을 계획하도록 이끈다(Stievenart,Roskam,Meunier,& Van de

Moortele,2012).더욱이 이러한 표상은 확장된 사회 환경으로 옮겨가

면서 인 계에서의 지속 인 경험을 해석하기 한 도식을 제공한다

(Green,Stanley,& Peters,2007).

애착안정성은 유아와 양육자의 애착 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

하기 한 개념(Ainsworthetal.,1978)이지만,일부 연구에서는 이야기

완성 과제로 측정한 남아의 애착안정성이 여아에 비해 낮고 비조직 이

거나 불안정한 유형으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고하 다(Greenetal.,2007;

Pierrehumbert,etal.,2009;Stievenartetal.,2012).이에 해 남아가

애착안정성의 해 요인에 더 쉽게 향을 받는다는 해석(송하나,2008)

과 정서사회화에 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설명(Sher-Censor& Oppenheim,2004) 남아의 이야기 서술은 일

성이 낮다는 견해(Stievenartetal.,2012)등이 제기되고 있다.반면 동

일 과제를 사용해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살펴본 다수의 연구는 성별에 따

른 차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Granot& Mayseless,2001).이러한 애착

안정성에서의 성차에 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토 로 그 경향성을 재논

의 하고 련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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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애착안정성의 발달과 측정

애착안정성은 이론 개념으로서 직 찰이 어려우며 다른 찰 가

능한 지표를 통해 추론해야 한다.이러한 찰 가능성은 애착이론의 생

태학 특징을 반 한다(Solomon& George,2008).애착체계는 보호라

는 응 기능을 토 로 아에게 심리 안정감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며, 아는 특정 애착 상과 을 유지하고 근 하려는 애착행동을

작동시킨다.이러한 행동을 토 로 아의 애착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Ainsworth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아의 애착행동에 한 찰

연구를 진행하 다(Ainsworthetal.,1978).이를 통해 격리와 재결합 상

황에서 아의 안 기지 활용과 련된 행동 유형이 애착 계의 요한

발달 특성을 드러내는 표 인 애착행동임을 확인하 다. 아기의 애

착안정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아의 애착행동을 살피는 것이 합하다

는 이 련 연구의 반에서 리 수용되었다(Waters,Merrick,

Treboux,Crowell,& Albersheim,2000).

반면 유아기에는 낯선 상황 실험의 차를 사용하여 애착안정성을 평

가하는 것이 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두되었다.구체 으로,실험실 상

황의 애착행동만을 살펴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된다는 견

해(신혜원,이 ,2005)가 제기되었다. 한 유아기에는 즉각 인 애착행

동의 강도와 빈도가 감소하는 반면,행동 목록은 확장되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격리와 재결합 시 행동 측정만으로는 애착안정성의 식별이 수월

하지 않다고 보았다(Mossetal.,2005).

애착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정확히 악하기 해서는 각 발달 시기의

특성을 합하게 반 하는 측정 도구가 요구된다.유아기에는 내 작동

모델이 감각운동기 수 에서 표상 이고 상징 인 수 으로 뚜렷하게 변

화한다고 알려져 있다(Granot& Mayseless,2001).이에 따르면 약 3세

를 기 으로 유아는 양육자와의 계에서 신체 근 성과 심리 안,

보호 등에 한 요구가 어든다. 신 유아는 향상된 인지 언어 능

력을 기 로 애착 상의 근성과 반응을 마음속으로 기 하고 표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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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말로 묘사할 수 있고 놀이로 표 할 수 있게 된다(Gloger-Tippeltet

al.,2002).이러한 상징 조작과 언어의 발달은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표

상 수 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므로(Solomon& George,2008),유아

기의 애착안정성은 행동뿐만 아니라 표상에서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표상 수 에서 평가할 수 있는 안

의 방법이 고안되었다.연구자들은 인형 놀이를 통한 이야기 완성을

표 주제로 설정하고 구체 차나 내용을 변형하여 유아 상의 측정도

구들을 개발하 다(Green,Stanley,Smith& Goldwyn,2000).주된 특징

은 유아의 내 작동모델,즉 애착표상을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이야기 주

제를 통해 평가한다는 이다.내 작동모델의 개념은 생애 반에 걸쳐

내재화된 애착표상을 평가하게 하는 이론 구조를 제공한다(Page&

Bretherton,2003).이러한 도구들은 애착 계에 한 표상을 반 함으로

써 애착안정성이라는 추상의 개념에 근하여 그 특성을 악할 수 있도

록 한다.표상에서 나타나는 유아 애착안정성의 개인차는 계의 질

경험에서 비롯되므로 유아가 애착 상과의 실제 행동에서 경험한 개인차

를 반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박경자,권연희,2005).더욱이 이야기 완

성의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착 련 주제를 다룸으로

써 생태학 타당도가 크다는 장 을 지닌다(Stievenartetal.,2012).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악하기 해서는

애착표상을 통해 평가하는 발달에 합한 방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완성 도구가 이야기 주제에 한 유아의 반응을

토 로 애착의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평정의 실제 타당성에 해 논란

이 제기된다(Laible,Carlo,Torquati,& Ontai,2004).애착을 범주로 취

하는 것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고,유아 개

인에게는 안정과 불안정의 상 수 만을 설명할 수 있다(Cummings,

2003).반면 애착의 연속 수는 유아 개개인에 한 보다 미묘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따라서 애착안정성을 연속체로서 취 할 수 있도록 연속

수를 제공하는 평정 방법을 사용하여 유아 애착안정성의 개인차를 구

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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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아의 실행기능

1)실행기능의 개념

실행기능은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지향 반응을 이끄는 일

련의 통제된 인지과정을 의미한다(Hughes,Ensor,Wilson,& Graham,

2009).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감독하는 자기조 상 인지과정이며,

우세한 반응의 억제와 맥락에 근거한 주의집 의 유연한 환,작업기억

내용의 갱신 등 복잡한 정신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Carlson,2005).

이러한 능력의 집합을 실행기능으로 언 한다.

실행기능은 사고의 자유로운 조작을 이끌며,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처 방안을 마련하고,유혹에 항하여 목표한 바에 집 하도록 한

다(Diamond,2013).이는 유아의 사회 응과 추후의 발달을 한 필

수 기술이라 할 수 있다.실행기능이 유아의 유동 지능과 수학 문

해 능력을 측하고(Blair& Razza,2007),언어능력과 마음이해 같은 인

지 특성과 련된다(Hughes,1998)는 등 다수의 연구로부터 그 요성

이 부각된다.

실행기능에 한 연구는 신경심리학 분야에서 두엽 손상 환자를 연

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두엽에 손상을 입은 경우, 다수가 실행기능에

결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실행기능의 신경학 회로로 두엽을 보

고하 다(Miyake,Friedman,Emerson,Witzki,Howerter,& Wager,

2000). 두엽은 다른 역에 비해 비교 늦게 발달하며,청소년기 후

기에야 성숙에 도달한다(Decety& Meyer,2008).이러한 맥락에 근거하

는지 유아기의 실행기능이 매우 보 수 이며 유아기의 행동 특성

과 유의한 연 성이 없다는 가정이 장기간 유지되었다(Wiebe,Sheffield,

Nelson,Clark,Chevalier,& Espy,2011).

최근에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평가하는 연구도구의 목할 만한 양

성장이 보고되고 있다.발달에 합한 과제가 개발되면서 유아기 실행기

능에 한 구체 인 이해를 이끌었다. 재는 실행기능이 생애 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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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안에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이 밝

졌다(Diamond,2013). 한 실행기능은 부분 으로 분리할 수 있는 하

요인들을 결합한 단일 구성체라는 주장(Garonetal.,2008)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Miyakeetal.,2000)에 따르면 실행기능은 다양성과

단일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다.실행기능은 하 요인들로 나뉠

수 있으나,각각의 기능들은 어떠한 근원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

겨진다.특히 발달 기에는 실행기능을 통합 단일 구성체로서 이해할

때 그 구조의 특성이 가장 합하다고 보고되었다(Wiebeetal.,2011).

유아기의 실행기능은 역일반 인 단일 인지과정이지만,이후 발달과

경험을 통해 하 기능들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성인기에는 다양성이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Carlson et al., 2013;

Towe-Goodman,Willoughby,Blair,Gustafsson,Mills-Koonce,& Cox,

2014).

실행기능의 핵심 하 요인으로는 억제,주의 환,작업기억이 보고된

다(Bernier,Carlson,Deschenes,Matte-Gagne,2012;Carlson etal.,

2013;Diamond,2013;Hughes,1998;Miyakeetal.,2000).이 억제는

목표의 수행과 련이 없는 우세하거나 지배 인 반응을 의도 하에 통제

하고, 신 보다 합하고 필요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의미한다

(Diamond,2013).주의 환은 심리 반응과 주의집 을 유연하게 환

하고 안 인 략을 고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Anderson,2002).작업

기억은 기억의 내용을 지속 으로 감독하고 다루면서 정보를 빠르게 추

가하거나 제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iyake& Friedman,2012).

이러한 하 요인들을 개별 으로 분리하여 실행기능을 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Ettenhofer,Hambrick,& Abeles,2006;Fisk & Sharp,

2004)이 있는가 하면,유아기 실행기능은 통합 총체로서 개념화할 때

가장 합하다는 주장(Wiebeetal.,2011)이 있다.그러므로 하 요인들

을 결합하여 실행기능이 지닌 다양성과 단일성의 특징을 히 반 할

필요가 있다.즉 유아기의 실행기능을 포 구성체로 가정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과 어떠한 연 성을 가지는지 악함으로써 실행기능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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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을 검증해보아야 한다.

2)실행기능의 발달

유아기는 실행기능 발달의 결정 환기이며,3세에서 6세경 격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Carlsonetal.,2013).각각의 하 요

인은 유아기 동안 더욱 정교한 수행을 보이며 향상된다.구체 으로 억

제의 경우 3세와 5세 사이에 하게 발달하며(Carlson & Moses,

2001),4세가 발달의 과도기로 나타났다(Blair& Razza,2007).주의 환

한 3세부터 발달이 나타나지만 상 으로 경직된 반응을 보이며,4세

이후에 수행이 능숙해진다고 하 다(Diamond,2013;Wiebeetal.,2011).

작업기억은 4세부터 향상되어 5세에서 6세 사이에 유의한 발달 차

이가 존재하며(Davidson,Amso,Anderson,& Diamond,2006)장기 인

발달 과정을 따른다고 보고되었다(Cowan,Saults,& Elliot,2002).

이와 같이 실행기능은 유아기 동안 반 인 발달의 등이 일어나

며,특히 3세에서 5세에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하 요인의 발

달 시기에 해서는 연구 간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한다.일부 연구

에서는 3세에서 4세 사이에 억제(Dowsett& Livesey,2000)와 주의

환(Kerr& Zelazo,2004)의 극 인 향상을 보고하 고,3세가 작업기억의

주요 발달 시기라고 제안하 다(Wiebeetal.,2011).실행기능 발달의 핵

심 시기를 악하여 정확히 개념화하는 작업은 효과 인 개입 방안을 고

안하도록 돕는다(Hughesetal.,2009).유아기 실행기능의 경우 험군

을 상으로 한 재 로그램의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Diamond,

Barnett,Thomas,& Munro,2007).이에 따라 실행기능의 연령에 따른

발달 차이를 자세히 밝 효율 재를 한 발 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더욱이 성별에 따른 유아기 실행기능 수행의 차이는 알려진 바가

다.일부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실행기능 발달의 이 을 가진

다고 밝혔다(Mileva-Seitzetal.,2015;Wiebe,Espy,& Charak,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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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뇌 발달의 성별 차이와 련한 실행기능의 상이한 발달 궤 을

반 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하 요인 억제에서 여아의 수

행이 유의하게 높은 경우도 보고되었다(Carlson& Moses,2001).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실행기능 발달의 성차를 지지하지 않았다(Hughes&

Ensor,2005;Hughesetal.,2009;Wiebeetal.,2011).

실행기능의 기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기는 실행기능의 기 특성

에 한 주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에서 불

일치한 결과를 도출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실행기능의 발달 차이를 살핌

으로써 실행기능에 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유아기 실행기능 연구

의 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실행기능의 계

1)조망수용과 애착안정성의 계

애착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측하는 것은 유아의 사회

행동에 요하다.내 작동모델은 자신과 타인이 계 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한 유아의 측과 기 를 포함한다(Bowlby,1982).

이러한 모델은 일종의 념 구성체이며 이론 개념으로서 사회 세

계에 한 정신 표상을 구축하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반 한다

(Bretherton,Ridgeway,& Cassidy,1990). 한 유아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으로부터 사물들을 바라보는 일이 가능하기 시작해야 진행될

수 있다(Symons,2004).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기 사회 역사에 기

하여 계에 한 표상을 만들고 자신과 타인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 를 포함시킨다.

안정 애착은 유아가 애착 계에 해 일 되고 조직된 표상을 형성하

도록 진하며,이러한 표상은 애착 상의 행동을 효과 으로 측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유아는 자신의 목표와 애착 상의 목표를 맞추

어 조정하기 해 애착 상에 한 측과 기 를 사용하는데,이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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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수정 행동이라고 한다(Ontai& Thompson,2008).유아가 애착안정성

을 토 로 목표-수정 행동에서 유능감을 느낀다면 유아는 목표-수정

트 십에 지속 으로 참여하면서 자신과 양육자 간 행동을 조 하는 능

력을 향상시키게 된다(Symons& Clark,2000).즉 애착 계는 유아에게

타인의 정신 표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사용하여 행동을 지도하는 수

단을 제공한다.이러한 과정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그 사람의

에서 의도와 정서,사고와 같은 심리 속성을 이해하는 능력과 상당

한 유사 을 지닌다.조망수용의 발달은 유아가 행동을 해석할 때 내

상태와 련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애착안정

성은 기에 애착 상의 고유한 내 상태에 한 유아의 민감성을 진

시킬 수 있으며,이는 차 으로 타인을 향한 능숙한 이해로 발달할 수

있다.

이러한 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는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회 이

해 추론 능력 간 계를 검증해왔다.유아의 애착이 재 발달된 마

음이해 능력을 측하는지 살펴보고,그 이후의 마음이해 수 과 연 되

는지 알아보았다.그 결과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믿음(Fonagy etal.,

1997),틀린 믿음(Repacholi& Trapolini,2004),복합 정서(Steeleatal.,

1999)와 정서(Rosnay& Harris,2002)의 이해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종단연구에서는 아기에 낯선 상황 실험으로 평가한 애착안정성이 4세

와 5세의 틀린 믿음 이해(Meinsetal.,1998)와 유의하게 연 되었다.

반면 다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마음이해에 지

니는 상 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Laranjo etal.,2010;2014;

Meinsetal.,2002;Ontai& Thompson,2008;Steeleetal.,2002).종단

연구에서도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틀린 믿음과 정서 추론에 유의한 설명

을 제공하지 못하 다.Symons와 Clark(2000)는 2세 때의 애착안정성이

5세의 틀린 믿음 이해를 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 다.Ontai와

Thompson(2002)은 3세의 애착안정성은 5세의 정서 이해와 련이 없다

고 밝혔다.

요약하면,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을 비롯한 마음 상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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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작업은 다양한 연령 에서 시도되었으나,다

수의 연구에서 일 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 다.가족이라는 맥락은 유

아가 타인의 행동과 내 상태를 이해하도록 기능한다는 을 고려했을

때(Carpendale& Lewis,2004),유아와 양육자 간 애착안정성은 그 요

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지속 인 검토가 요구된다.

2)조망수용과 실행기능의 계

유아 인지능력의 성장은 유아가 지닌 의도,정서와 사고 등에 한

역특정 인 지식보다 조망수용의 향상에 한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다수의 연구는 유아의 실행기능과 마음 상태 추론 간의

내재 이고 직 인 계를 주장하 다(김진경,이순형,2008;신은수,

2005;Carlson & Moses,2001;Henning,Spinath,& Aschersleben,

2011;Hughes,1998;Hughes& Ensor,2005).이들의 입장은 역일반

론으로 표되며,상 인지의 수 에 따라 타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

는 능력이 향을 받는다고 여긴다.마음에 한 개념 지식의 형성이

유아의 마음이해 능력에서 핵심 요인으로 기능하지만,이것이 발 되기

한 인지과정도 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다(Sabbaghetal.,2006).

유아의 실행기능이 미숙하다면 조망수용의 수행에도 제한이 따른다는

을 강조한다.

실행기능과 마음에 한 추론 능력 간에 근원 인 련성이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지받는다.첫째,실행기능과 마음이해 모두

유아기에 하게 발달하며 상당히 유사한 발달 이정표를 공유한다

(Carlson,Mandell,& Williams,2004).유아가 타인의 을 수용하는

능력이 제한될 때 유아는 반응을 억제하고 주의집 을 감독하는 기술에

서도 상당히 미숙한 수행을 보인다(Kochanska,Coy,& Murray,2001).

둘째,측두정엽 피질과 두엽 피질이 마음 상태의 추론에 여한다고

밝 졌으며,이는 실행기능과 조망수용 간 공통의 신경학 기반을 지지

한다(Decety& Meyer,2008).셋째,자폐증을 가진 경우, 다수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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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마음의 추론 능력이 모두 결핍되어 있다(carlsonetal.,2013).마

지막으로,실행기능은 마음 이해의 표 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향력을

가진다(Moses,2001).유아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추론 능력을 표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실행기능이 개입할 수 있다.그러므로 조망수용

등의 과제에서 어린 유아들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히 련

개념의 결핍에만 기인하지 않으며,개념의 이해를 표 이나 행동으로

환하는 문제에도 기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를 들어,타인의 심리 상

태를 평가하기 해서는 자신과는 다른 다양한 반응의 가능성을 고려하

도록 하는 유연한 주의 환이 요구될 수 있다(Ruby& Decety,2003).

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안 자신의 과 균형을 이루기 해

자기 심 인 우세한 생각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Carlson,

Moses,& Breton,2002).이러한 선행연구는 조망수용에 성공하기 해

최소한의 실행기능 수 이 필수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실행기능과 조망수용 간 유의한 계를 입증

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었다.Russell과 Hill(2001)은 유아에게 목표 지향

행동의 경험은 마음 상태 이해에서 심이 되는 의도성의 개념을 획

득하기 해 필수 이라고 주장하 다.Lang과 Perner(2002)는 실행기능

이 외부의 즉각 인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내 목표에 의해 자신의 행동

을 조 하도록 이끈다는 에서 의도와 공통 을 가지고 있으며,이는

의도의 추론과 상호의존 이라고 밝혔다. 다른 연구에서는 주의 환

과제에 필요한 조건 추론 능력과 유아의 의도 이해 간에 정 상 을

보고하 다.조건 추론은 ‘만약 그 다면’의 계를 고려하므로 유아는

이러한 추론을 사용하여 상이한 상황에 따라 단을 환하고 합한 반

응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Frye,2000).

실행기능이 정서와 사고를 포함한 심리 상태를 통제함으로써 유아가

자기 심 편견을 억제하고 정확한 조망수용에 참여하도록 이끈다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Decety& Meyer,2008).이에 따르면 실행기능은 유아

가 타인의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동안 자신의 에 편향되려는 우세한

경향을 조 하며 하향식 작동을 수행할 수 있다.더욱이 신경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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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두엽에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야기를 묘사할 때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으며(Phillips,MacLean,& Allen,

2002),제 3자의 정서를 조망하도록 요구했을 때 두엽의 활성화가

찰된다고 보고하 다(Ruby& Decety,2004).이러한 신경학 토 를

고려했을 때 실행기능과 정서 조망수용 간의 간 인 연 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기능과 마음이해 간의 연 성이 항상 지지되는 것은 아니

다.다른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 조망수용(Hughesetal.,

1998),의사소통 조망수용(Nilsen& Graham,2009),틀린 믿음 이해(유

경숙,박혜정,2008;Hughes,1998)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성인

의 지각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Qureshietal.,2010).

한 비교문화 연구(Sabbaghetal.,2006)에 따르면 3세 반의 국 유

아는 4세 미국 유아와 동등한 실행기능 수 을 보 으나,마음이론에서

부족한 수행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실행기능의 발달이 그 자체로 마음이해의 우수

한 수행을 측할 수 없으며,의도와 정서,사고 등이 특정한 정신

역에 제한되어 발달한다는 역특정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역일반론은 마음상태에 한 특정 지식이 필수 이지만 충분하

지는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실행기능의 요성을 강조한다(Moses,

Carlson,& Sabbagh,2005).이러한 역일반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기능과 조망수용 간 계를 이해할 필요가 제기된다.따라서 유아의 의

도,정서,사고 조망수용별로 실행기능과의 련성을 구체 으로 살펴

으로써 기존의 부족한 연구로 인해 제한되었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고

폭넓은 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의 계

실행기능의 발달은 두엽의 발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

할수록 더 우수하고 정교한 수행력을 보인다.하지만 유아의 내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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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달 과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유아기에 어들어 더욱 증가

하는 부모와의 직 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 기술을 향상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의 수행과 숙달을 한 주된 맥락을 제

공한다.애착이 안정 인 경우,유아는 양육자를 안 기지로 이용하여 주

변 환경을 극 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억제나 주의 환 등

의 실행기능을 발달시키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Bernieret

al.,2012).유사한 의 메타분석 연구(Wolff& VanIJzendoorn,1997)

에 따르면,유아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거나 만족을 지연시키는 상황에

서 애착안정성의 향이 드러난다.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유아

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동안 자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더욱

한 처 략을 보이며,과제에 필요한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는 등 상

으로 우수한 실행기능 수 을 나타낸다.

다른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의 주요 측면인 인지 억제 메커니즘이

유아의 애착 계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여기고,특히 정서를 발시키

는 맥락에서 애착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에 주목한다.애착이론에서 애

착 체계는 내부 는 외부 자극과 연 된 공포 정서를 감소시키고자 활

성화되는 메커니즘으로 인식된다(Fonagy& Target,2002).애착의 주요

기능은 괴로움을 통제하는 것이며,애착 체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자 유아의 주의집 과정에 여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구체 으로 Harman과 동료들(1997)은 양육자와 아 간의 상호작

용이 아로 하여 고통을 통제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부모는 아를 안정시키고 주의를 환하는 활동으로 이끌면서 아가

괴로움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우며, 아에게 조 과 억제의 모

범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신경생리학 에서는 유아기 동안 경험 의존 인 뇌의 성

숙이 이루어지며,이러한 뇌 발달과 실행기능 간의 한 계가 증명

된 것을 바탕으로(Hughesetal.,2010),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서 애착

이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지속 으로 발달하는 신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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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구조와 그 에서도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두엽 구조에서 애착이

수행하는 역할이 연구되었다(Bernier,Carlson,& Whipple,2010).애착

계는 상이한 생리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데, 를 들어 유아기 애착

은 두엽의 조직 발달에 기여하는 스트 스 반응 체계와 유의한 련

이 있고,부교감 반응이나 코르티졸 반응성을 통해 유아의 인지 ,행동

억제에 향을 미칠 수 있다(Calkins& Leerkes,2004).이 듯 애착

의 안정성은 실행기능의 기 를 이루는 신경 체계의 발달을 진시킴으

로써 반 인 실행기능 발달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합했을 때,실행기능의 주요 기능은 기에 안정 애착의 맥락에서

발달하고 연습되며,유아가 이러한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는 기회가 증가

하면서 차 으로 자신의 독립 인 기술로 내면화함을 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지하는 연구는 여 히 소수에 불과하다(Bernieretal.,

2010).유아기 실행기능의 향상에 실제 도움을 제공하기 해서는 유아

의 발달에서 주된 환경 변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수행하는 역

할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의 계

재까지 마음이론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조망수용의 형성 시

기와 기제 등이 밝 져 왔다(Wellman,2010).그럼에도 유아의 마음이해

능력을 진하는 련 변인들과의 계에 해서는 여 히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Lillard& Kavanaugh,2014)조망수용의 발달을 지

원하는 구체 인 방안 모색은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기 하여 양육자가 특정 상황에서 특

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반응한다는 기 를 발달시킬 수 있다(Repacholi

& Trapolini,2004).애착 계는 유아에게 타인의 내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에서 조망수용과 하게 연 된 발달 특성이다.이 듯 애착은 조망수

용의 발달을 측하는 유력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나,이를 검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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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Laranjo etal.,2010;2014;Meins etal.,1998;2002;Ontai&

Thompson,2002;2008;Rosnay& Harris,2002;Steeleetal.,1999;

2002;Symons& Clark,2000)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며 여 히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한 해석이 요구된다.하나의 가능성

은 양육자에 한 유아의 애착과 조망수용 간 계를 설명하는 개입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조망수용의 계

를 설명하는 잠재된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고찰할 필요가

제기된다.

잠재된 매개변수로서 조망수용을 비롯한 마음이해의 발달을 이끄는

실행기능을 고려할 수 있다(Carlson& Moses,2001).실행기능이 애착안

정성과 조망수용 간 계를 매개하기 해서는 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의 연 성이 지지되어야 한다.안정 애착은 실행기

능 기술을 연습시키고 실행기능 발달의 기 를 이루는 신경 체계의 발달

을 진시킴으로써 실행기능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Calkins

& Leerkes,2004;Fonagy& Target,2002). 한 실행기능은 정신 표

상을 유연하게 환하고 조 함으로써 유아가 타인의 을 취할 수 있

도록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Henningetal.,2011).

이러한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상호간 연 을 토 로 실행

기능이 애착과 함께 유아의 조망수용과 연 되어 그 계를 매개하는지,

한 조망수용에서 나타나는 발달의 개인차에 한 유의한 설명을 제공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을 동시에 포함

하여 조망수용의 발달을 측할 수 있는 통합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그

간 단일 계에서 밝 져 온 조망수용 연구의 확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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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문제 용어의 정의

유아의 조망수용에 한 선행연구와 애착안정성,실행기능에 한 논

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 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이와

련된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조작 으로 정의한다.

1.연구문제

이 연구는 3,4,5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망수용,애착안정

성과 실행기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이어서 유아

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사이에 어떠한 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 조망수용에

미치는 직 인 향을 분석하고,마지막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

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유아의 실행기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이러한 연구목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망수용(의도,정서,

사고),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유아의 조망수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유아의 실행기능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조망수용(의도,정서,사고),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은 유의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의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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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3-1.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3-2.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의도,정서,사고)에

미치는 향을 실행기능이 매개하는가?

4-1.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의도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실행

기능이 매개하는가?

4-2.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정서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실행

기능이 매개하는가?

4-3.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사고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실행

기능이 매개하는가?

2.용어의 정의

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을 다음과 같이 조작 으로 정의한다.

1)조망수용

조망수용은 자기 자신의 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이 되어 그 사

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Enright &

Lapsley,1980;Gehlbach,2004).조망수용은 다차원 인 개념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Hudson과 동료들(1982)의 정의에 따라 조망수용을 의도,정

서,사고 조망수용의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조작 으로 정의한다.

의도 조망수용은 타인의 행동에 포함된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Nelson-LeGall,1985).정서 조망수용은 타인의 느낌이나 정서

상태에 해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Kurdek& Rodgon,1975).사고

조망수용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Oswal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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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애착안정성

애착안정성은 특정 애착 상과의 애착이 안정 이며 지속 이어서 심

리 으로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Ainsworth,etal.,1978).애착 상의

근 가능성 반응성과 련되어 있으며,시간이 지나도 비교 일

된 특징을 가진다(Solomon& George,2008).애착안정성은 직 식별할

수 없는 하나의 이론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찰 가능한 지표를 통해

추론해야 한다.이 연구에서는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Brethertonetal.,

1990)를 통해 측정한 애착 상과의 계에 한 표상에서 나타나는 애착

안정성으로 정의한다.

3)실행기능

실행기능은 어렵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한 사고

행동의 기 를 이루는 일련의 고차원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Carlson,

2005;Hughesetal.,2009).이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을 억제,주의 환,

작업기억의 세 가지 하 요인들로 이루어진 포 구성 개념(Garonet

al.,2008)으로 정의한다.

실행기능의 하 요인 억제는 과제 수행과 련이 없는 우세하거나

지배 인 반응을 의도 하에 통제하고, 합하고 필요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의미한다(Diamond,2013).주의 환은 심리 반응과 주의집 을

유연하게 환하고 안 인 략을 고안하며,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처

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nderson,2002).작업기억은 기억의 내

용을 지속 으로 감독하고 다루면서 정보를 빠르게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iyake& Friedma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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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방법 차

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과 차로 이루어졌다.연구문제에 합한 연구 상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 인 연구 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다.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에 합한 자료분석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 다.

1.연구 상

이 연구는 3,4,5세 유아의 조망수용과 련이 있는 요인으로 애착안

정성과 실행기능을 함께 살펴보고,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과 이 둘의 계 속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악하는 것을 연구목

으로 한다.이러한 연구목 에 따라 경기 소재의 보육기 유아교

육기 에 재원 인 3세 유아 47명(남아 23명,여아 24명),4세 유아 50

명(남아 26명,여아 24명),5세 유아 50명(남아 25명,여아 25명),총 147

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3,4,5세 유아를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

성과 실행기능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먼 조망수용의

발 은 특정 역에 따라 상이하지만,약 2세경부터 시작하여 4세에서 5

세가 되면 어느 정도 숙달되어 간다고 알려져 있다(Flavell,2004;

Harwood& Farrar,2006;Phillipsetal.,1998).애착 연구(Thompson&

Raikes,2003)에 따르면,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결과를 미리 측하여

반응하는 목표-수정 행동이 유아기에 이르러 나타난다고 하 다. 한

이 시기에는 유아와 애착 상 간의 계가 표상에 반 되어 나타나므로

표상으로서의 애착안정성을 평가하기 합하다.마지막으로 실행기능은

유아기에 한 발달이 이루어져 특히 3세에서 6세경 발달의 폭이 크다

는 선행연구(Carlsonetal.,2013)에 근거하여 상 연령을 선정하 다.

연구 상을 모집하기 이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SNU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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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된 연구 차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IRBNo.1604/001-005).부모가 연구자료 수집에 한 동의를 한 150명

의 유아 에서 결석 혹은 퇴원으로 인하여 모든 차에 참여하지 못한

상을 제외한 147명을 <표 Ⅳ-1>과 같이 최종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연구 상 유아의 성별은 략 동수로 구성하 으며,유아의 평균 연

령은 3세 44.47개월(연령범 38∼49개월),4세 57.60개월(연령범 50∼

61개월),5세 68.92개월(연령범 62∼73개월)이었다.

<표 IV-1>연구 상 유아의 연령 성별 구성

단 :명

연령
연령범

(개월)

평균월령

(개월)

성별
체

남아 여아

3세 38-49 44.47 23 24 47

4세 50-61 57.60 26 24 50
5세 62-73 68.92 25 25 50

체 38-73 57.25 74 73 147

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그 가정에 한 인구학

자료를 수집하 으며 <표 Ⅳ-2>에 제시하 다.유아의 형제 수는 2

명이 97명(66.0%)으로 가장 많았고,외동인 유아 26명(17.7%),3명인 유

아 23명(15.6%)순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 은 4년제 이상 학교 졸업이 76명(51.7%)으로 가

장 많았으며,2,3년제 학교 졸업이 46명(31.3%), 학원 재학 이상이

17명(11.6%),고등학교 졸업이 8명(5.4%)이었다.어머니의 교육수 한

4년제 이상 학교 졸업이 65명(44.2%)으로 가장 많았고,2,3년제 학

교 졸업이 58명(39.5%), 학원 재학 이상이 14명(9.5%),고등학교 졸업

이 10명(6.8%)이었다.어머니의 근로여부에 해서는 취업모가 84명

(57.1%)으로 비취업모 63명(42.9%)보다 더 많았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 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45명(30.6%)

으로 가장 많았으며,5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이 28명(19.0%),400만원

에서 500만원 미만이 27명(18.4%),600만원 이상이 25명(17.0%),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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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3세 4세 5세 체

형제 수

외동 13(27.7) 6(12.0) 7(14.0) 26(17.7)

2명 27(57.4) 38(76.0) 32(64.0) 97(66.0)

3명 7(14.9) 6(12.0) 10(20.0) 23(15.6)

기타 0(.0) 0(.0) 1(2.0) 1(.7)

아버지

교육수

고등학교 졸업 3(6.4) 1(2.0) 4(8.0) 8(5.4)

2,3년제 학졸업 15(31.9) 19(38.0) 12(24.0) 46(31.3)

4년제 이상 학졸업 24(51.1) 23(46.0) 29(58.0) 76(51.7)

학원재학 이상 5(10.6) 7(14.0) 5(10.0) 17(11.6)

어머니

교육수

고등학교 졸업 3(6.4) 2(4.0) 5(10.0) 10(6.8)

2,3년제 학졸업 12(25.5) 25(50.0) 21(42.0) 58(39.5)

4년제 이상 학졸업 28(59.6) 17(34.0) 20(40.0) 65(44.2)

학원재학 이상 4(8.5) 6(12.0) 4(8.0) 14(9.5)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27(57.4) 33(66.0) 24(48.0) 84(57.1)

미취업 20(42.6) 17(34.0) 26(52.0) 63(42.9)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2.1) 0(.0) 2(4.0) 3(2.0)

19(12.9)11(22.0)7(14.0)1(2.1)200-300만원 미만

45(30.6)15(30.0)12(24.0)18(38.3)300-400만원 미만

27(18.4)5(10.0)11(22.0)11(23.4)400-500만원 미만

28(19.0)9(18.0)13(26.0)6(23.4)500-600만원 미만

25(17.0)8(16.0)7(14.0)10(21.3)600만원 이상

에서 300만원 미만이 19명(12.9%),200만원 미만이 3명(2.0%)이었다.

2016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55만 5천원임을 고려했을 때(통

계청,2016),연구 상 유아 가정의 부분은 산층 범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Ⅳ-2>연구 상 유아의 일반 특성

단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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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조망수용을 측정하기 하여 그림 이야기 과제

를,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해 인형 이야기 완성 과제를,실행

기능을 측정하기 해 실행기능 검사를 사용하 다. 한 결과 분석 시

유아의 어휘능력을 통제하기 해 어휘 소검사를 실시하 다.구체 인

도구 구성과 차,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조망수용

유아의 조망수용을 알아보기 하여 Hudson과 동료들(Hudson,

Forman,& Brion-Meisels,1982)의 조망수용 검사를 신 옥(1996)이 번

안한 것을 기 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조망수용은

의도 조망수용과 정서 조망수용 사고 조망수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도록 되어 있다(Hudson,1978).검사도구는 이야기 면 법에 기 하며

이는 재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언어 기술을 요구하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 고려가 필요하다(성인순,이승

연,2014).이에 따라 신 옥(1996)의 측정 기 에서 유아가 이야기의

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과정을 제외함으로써 언어 표 의 향

력을 최소화하여 수를 부여하는 차로 수정하 다. 한 조망수용의

역별 수를 산출함에 있어 평정된 합산 수를 비율 수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따라서 각각의 조망수용 수는 0 ∼1 사이의 비율값을

가지며, 수가 높을수록 해당 조망수용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율 수는 의도 ·정서 ·사고 조망수용 간 평정의 수 을 맞추

어 비교가 용이하도록 용하 다.아동학 문가 5인 보육교사 3인

이 검사도구의 내용과 평정에 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 다.

개별 조망수용은 2∼3개의 이야기 과제와 그림을 사용하여 일 일 면

법으로 측정하 다.각 이야기는 4장의 그림으로 제시되며,삽화 문

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14cm×12cm 크기의 흑백 그림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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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수용 검사 체에 사용된 이야기 과제는 총 7개이며,이야기는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해 무작 순서로 제시하 다.연구자는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 후 련 질문을 하고 이에 한 유아의 반응을 평정하

으며,연구자의 질문과 유아의 응답은 녹음한 후 사하 다.

(1)의도 조망수용

의도 조망수용 검사는 유아가 타인의 행동에 포함된 의도성을 어느

정도로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총 3개의 이야기 과제로 구

성되어 있으며,두 명의 아이가 참여한 숨바꼭질 상황에서 술래 역할을

맡은 아동의 의도를 평가하도록 한다.의도 조망수용의 이야기 내용과

질문은 <표 Ⅳ-3>과 같고,이야기의 제시순서는 무선으로 하 다.

<표 Ⅳ-3>의도 조망수용 검사의 구성

이야기 내용 질문

상황1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술래인 여아

가 숨어있는 남아를 발견하고 잡으러

달려간다.그러자 남아는 도망가고

여아는 도망가는 남아를 일부러 어

넘어지게 한다.

-남자아이는 왜 넘

어졌을까요?

-여자아이는 남자아

이를 려고 했을

까요? 안 려고

했을까요?

(여자아이는 남자

아이를 안 려고

했을까요? 려고

했을까요?)

상황2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술래인 여아

가 숨어있는 남아를 발견하고 잡으러

달려간다.그러자 남아는 도망가고

여아가 돌에 걸리면서 도망가는 남아

를 우연히 어 넘어지게 한다.

상황3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술래인 여아

가 숨어있는 남아를 발견하고 잡으러

달려간다.그러자 남아는 도망가다가

우연히 돌에 걸려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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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술래 아동이 상 아이를 고의로 어 아이가

넘어지는 결말을 제시한다.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술래 아동이 상 아

이를 우연히 어 아이가 넘어지는 결말을 제시한다.두 이야기는 술래

아동의 미는 행 가 동일하지만 그 결과가 의도에 부합하는지 혹은 그

지 않은지에 따라 구성의 차이가 있다.이는 의도와 결과의 일치여부가

상이할 때 의도 정보를 올바르게 악하고 추론하는 유아의 의도 조망수

용 수 이 높다는 선행연구(정 심,이순형,2005)를 토 로 추가하여 구

성하 다.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상 아동이 우연히 돌에 걸려 넘어지

는 결말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 후 등장인물이 왜

넘어졌는지,술래는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추론하도록 질문하 다.이야

기 과제에 한 질문과 유아 반응의 결과는 신 옥(1996)의 기 과 선행

연구(Sperling,Walls,& Hill,2000)를 기 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수화

하 다.

유아는 하나의 이야기 과제에 해 2개 질문을 받는다.먼 첫 질문

인 “남자아이는 왜 넘어졌을까요?”에 해 술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언

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1 을 부여하고,의도를 틀리게 언 하거나 모르

는 경우에는 0 을 부여하 다. 를 들어,고의 상황에서 “여자아이가

일부러 었어요”와 같이 술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언 하면 1 으로 평

정하 다.

두 번째 질문은 주인공의 행동이 의도 인지 비의도 인지 구분하여

추론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두 번째 질문인 “ 려고 했을까요?안 려

고 했을까요?”에 해 유아가 술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추론하면 1 을

부여하고,술래의 의도를 틀리게 추론하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0 을 부

여하 다. 를 들어,의도 상황에서 “ 려고 했어요”와 같이 술래의 의

도를 정확하게 추론하여 답하면 1 으로 평정하 다.질문에 한 2가

지 선택지는 임의로 순서를 바꾸어서 유아에게 제시하 다( :안 려

고 했을까요? 려고 했을까요?).이러한 의도 조망수용의 평가 기 은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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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의도 조망수용 검사의 평가 기

이야기 질문 평가 기 수

상황1

남자아이는 왜 넘어졌을까요?
의도의 틀린 언 0

의도의 정확한 언 1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려고

했을까요?안 려고 했을까요?

의도의 틀린 추론 0

의도의 정확한 추론 1

상황2

남자아이는 왜 넘어졌을까요?
의도의 틀린 언 0

의도의 정확한 언 1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려고

했을까요?안 려고 했을까요?

의도의 틀린 추론 0

의도의 정확한 추론 1

상황3

남자아이는 왜 넘어졌을까요?
의도의 틀린 언 0

의도의 정확한 언 1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려고

했을까요?안 려고 했을까요?

의도의 틀린 추론 0

의도의 정확한 추론 1

의도 조망수용의 가능한 합산 수 범 는 0 ∼6 이므로,6 만

연구 상 유아가 부여받은 수의 비율을 산출하 다.따라서 비율

수로 환산한 의도 조망수용의 총 범 는 0 ∼1 이며, 수가 높을수

록 행 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조망수용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정서 조망수용

정서 조망수용 검사는 유아가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인의 느낌이나

정서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총 2개의 이야기 과제로 구성되

어 있으며,이야기 과제에서는 등장인물이 경험하는 사건에 따라 두 감

정의 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정서를 평가하도록 한다.첫

번째 이야기 상황은 주인공 아동이 산책을 하는 도 길을 잃었다가 나

에 교사가 발견하는 내용이다.기쁨과 무서움 는 기쁨과 슬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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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이루는 두 가지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두 번째 이야기 상황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장난감을 두고 다투다가 엄마가 와서 한 명의 아이

에게 장난감을 주는 내용이다.두 등장인물의 정서가 기쁨과 분노 는

기쁨과 슬픔으로 비되도록 측해야 한다.정서 조망수용의 이야기 내

용과 질문은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표 Ⅳ-5>정서 조망수용 검사의 구성

이야기 내용 질문

상황1

친구들과 산책을 가는데 남아가

혼자 나뭇잎을 주워서 놀이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다.잠시

후에 남아는 선생님을 다시 만

난다.

-(세 번째 그림)이 때 남

자아이의 기분이 어땠을

까요?

-(마지막 그림)이 때 남

자아이의 기분이 어땠을

까요?

상황2

남아가 여아와 함께 놀이를 하

다가 장난감 자동차를 두고 차

지하려고 싸운다.이 때 엄마가

와서 자동차를 남아에게 다.

-(마지막 그림)여자아이

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그림)남자아이

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야기 과제를 실시하기 에,선행연구(Kurdek& Rodgon,1975)에

근거하여 기쁨,슬픔,화남,무서움 정서의 식별을 확인하는 사 과제를

진행하 다.3세와 4세 유아는 이러한 기본 정서를 인식할 수 있으나 무

서움 정서의 식별을 비교 어려워하기 때문에(성인순,이승연,2014),올

바른 이해가 가능한지 악하고자 하 다.기쁜,슬 ,무서운,화가 난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4장의 그림을 보여 후 정서의 이름을 알고 있

는지( :“이 아이의 기분이 어떨까?)질문하 다.사 과제는 확인 목

으로만 사용하 으므로 정서 조망수용의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유아가 틀렸을 경우 피드백을 주었다.

본 시행에서 연구자는 유아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 과제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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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등장인물의 정서를 추론하도록 하 다.정서를 추론하는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얼굴 표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림을 수정하 다.이는 정서

조망수용이 표정과 같은 외 인 정서 단서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상황

단서에 근거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을 반

한다는 에 근거하 다(Vaishetal.,2009).따라서 최 한 타인의

에서 상황에 따른 정서를 추론할 수 있도록 등장인물의 정서를 명시

으로 표 하지 않은 그림을 사용하 다.

정서 조망수용 검사에서 유아는 하나의 이야기 과제에 해 2개의 질

문을 받는다.질문과 유아 반응의 결과는 신 옥(1996)의 기 과 선행연

구(Denham etal.,1994)를 기 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수화하 다.정

서를 추론할 때 정확도에 따라 수 범 를 다르게 구성하 다.틀린 정

서 무반응일 경우 0 ,정 는 부 정서 역을 올바르게 추론하

면( :‘슬퍼요’ 신 ‘기분이 나빠요’라고 답)1 ,정서를 구체 으로

정확히 추론하면 2 ( :‘기뻐요’,‘무서워요’)을 부여하 다.평가 기 은

다음의 <표 Ⅳ-6>과 같다.

<표 Ⅳ-6>정서 조망수용 검사의 평가 기

이야기 질문 평가 기 수

상황1

(세 번째 그림)이 때 남

자아이의 기분이 어땠을

까요?

정서의 틀린 추론 0

정서의 역 추론 1

정서의 정확한 추론 2

(마지막 그림)이 때 남

자아이의 기분이 어땠을

까요?

정서의 틀린 추론 0

정서의 역 추론 1

정서의 정확한 추론 2

상황2

(마지막 그림)이 때 여

자아이의 기분이 어땠을

까요?

정서의 틀린 추론 0

정서의 역 추론 1

정서의 정확한 추론 2

(마지막 그림)이 때 남

자아이의 기분이 어땠을

까요?

정서의 틀린 추론 0

정서의 역 추론 1

정서의 정확한 추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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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조망수용의 가능한 합산 수 범 는 0 ∼8 이므로,8 만

연구 상 유아가 부여받은 수의 비율을 산출하 다.따라서 비율

수로 환산한 정서 조망수용의 총 범 는 0 ∼1 이며, 수가 높을수

록 행 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조망수용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사고 조망수용

사고 조망수용 검사는 유아가 타인의 사고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

는지 알아본다.총 2개의 이야기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인공에게 어

떤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

타나 궁 해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사고 조망수용의 이야기 내

용과 질문은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표 Ⅳ-7>사고 조망수용 검사의 구성

이야기 내용 질문

상황1

남아가 친구와 야구를 하다가

다른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으로 도망간다.문을 두드리며

군가 찾아온 소리가 들리자

남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이를 본 엄마가 궁 한 표정을

짓는다.

-(마지막 그림)남자아이

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

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그림)엄마는 아

이가 놀란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황2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고 여아는 비행기를 볼 때마

다 아빠가 보고 싶어 울었다.어

느 날 여아에게 선물이 배달되

었고 비행기가 들어 있었다.그

것을 보고 여아가 울고,이를 본

엄마는 궁 한 표정을 짓는다.

-(마지막 그림)여자아이

는 비행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그림)엄마는 아

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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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유아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 후 주인공이 무

슨 생각을 하는지,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등장인물인 제 3자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추론하도록 하 다.

유아는 하나의 이야기 과제에 해 2개의 질문을 받는다.질문과 유

아 반응의 결과는 신 옥(1996)의 기 을 기 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수화하 다.첫 번째 질문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인공의 생각,즉 주인공

이 보이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지 알아본

다.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정확하게 추론하면 1 을 부여하고,틀리

게 추론하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0 을 부여하 다. 를 들어,“남자아이

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라는 질문에 해 “집 주인이 찾

아왔다고 생각해요”와 같이 주인공의 생각을 정확히 추론하면 1 으로

평정하 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의 상황을 모르는 새로운 등장인물인 제 3자의

생각에 해 추론하도록 한다.이는 특정 상황에 해 제 3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표상을 다시 표상하는 상 표상 능력을 측정한다.따라서

유아가 제 3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추론하는 경우 상 표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하고,첫 번째 질문에 한 응답에 1 을 추가 으로

부여하 다. 를 들어,“엄마는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라는 질문에 해 “비행기가 마음에 안 드나 하고 생각해요”

와 같이 제 3자의 타당한 생각을 언 하면 유아는 첫 번째 질문의 수

에 추가 수를 받아 하나의 이야기 과제에 해 총 2 을 얻을 수 있도

록 평정하 다.

사고 조망수용의 가능한 합산 수 범 는 0 ∼4 이므로,4 만

연구 상 유아가 부여받은 수의 비율을 산출하 다.따라서 비율

수로 환산한 사고 조망수용의 총 범 는 0 ∼1 이며, 수가 높을수

록 행 자의 사고를 이해하는 조망수용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평

가 기 은 다음의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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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사고 조망수용 검사의 평가 기

이야기 질문 평가 기 반응 시 수

상황1

-남자아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공 사고의

틀린 추론

친구가 왔다고요.

도깨비가 왔다고요.
0

주인공 사고의

정확한 추론

창문 깨진 집 주인

이 찾아왔다고 생

각해요.

1

-엄마는 아이

가 놀란 모습

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까요?

제 3자 사고의

정확한 추론

아이가 말 안 해서

엄마는 몰라요.

잘못한 일이 있나

하고 생각해요.

2

상황2

-여자아이는

비행기를 보

고 무슨 생각

을 했을까요?

주인공 사고의

틀린 추론

비행기가 안 뻐

서 그래요.
0

주인공 사고의

정확한 추론

아빠가 보고 싶었어

요.아빠 생각이 났

어요.

1

-엄마는 아이

가 우는 모습

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까요?

제 3자 사고의

정확한 추론

비행기가 마음에

안 드나 하고 생각

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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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애착안정성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해 Bretherton과 동료들(1990)이 개

발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TheAttachmentStoryCompletionTask:

ASCT)를 번역하여 사용하 다.이 도구는 3세∼6세 유아를 상으로

실시하며,연구자와 유아가 인형 가족을 이용하여 이야기의 결말을 완성

하는 반구조화된 일 일 면 방식을 따른다.연구자는 애착과 련 있

는 이야기의 도입부를 들려 다음 유아에게 이후의 이야기를 직 만들

어보도록 제안함으로써 유아가 애착 상인 주 양육자에 한 표상을 이

야기 과정에 투사할 수 있게 유도한다.이를 통해 유아가 지닌 애착표상

의 안정성을 평가한다.유아의 직 인 참여와 반응을 통해 애착안정성

을 평가하는 방식은 성인의 찰에 의존하지 않고 유아로부터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한다는 에서 측정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Page &

Bretherton,2003).

과제에 포함된 이야기는 총 6개로 이 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연구

자와 유아의 친 감 형성을 한 연습이며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5개 이야기는 유아가 일상에서 가족과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각각 고통, ,분리 등의 애착 련 주제를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의 구체 인 내용과 애착 련 주제는 <표 Ⅳ-9>와 같으며,순서

로 제시한다.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는 기본 으로 가족 인형과 소품 등을 사용하

여 이야기를 개하고 완성하는 놀이 형태이며,개발자가 제시한 표 화

된 차를 수하여 진행한다.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인형은 할머니,

아버지,어머니,형제 는 자매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때 연구 상 유

아와 동성의 형제 는 자매 인형을 사용하 다.연구 상 유아가 남아

일 경우 형제 인형을,여아일 경우 자매 인형을 이용하 다. 한 이야기

련 소품으로 자동차,식탁,침 ,바 ,잔디밭 등의 모형물을 비하

다.모든 면 과정은 녹화하 으며,연구자의 질문과 유아의 응답은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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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의 구성

순서 이야기 주제 내용

1 생일 티 시(연습)
가족이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 다.

2 물을 쏟았어요 애착 상의 권

가족이 밥을 먹는

도 에 동생이 식탁에

물을 쏟는다.

3 무릎을 다쳤어요
보호를 유발하는

고통

가족이 산책 갔을 때

형(언니)이 바 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다.

4 방에 괴물이 있어요 외부의

형(언니)이 자기 방에서

잠을 자려는데 괴물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다.

5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격리불안과

처능력

부모님은 여행을 가시고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된다.

6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재결합 행동

여행을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오신다.

먼 연구자는 인형과 소품에 한 소개로 유아의 흥미를 유발한 후

이야기 완성 과제의 진행 방식을 설명하 다.다음으로 유아에게 6개의

이야기를 순서 로 제시하 으며,하나의 이야기를 들려 후에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하 다.제시된

핵심 주제에 하여 유아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

하는 경우,유아를 참여시키기 한 비지시 자극(prompt)을 통해 유아

를 격려하 다.비지시 자극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사용하 으

며,유아의 이야기를 평정할 때는 총 2번의 비지시 자극에 한 응답

까지만 고려하여 평가하 다.

비지시 자극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유아의 응답에 따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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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첫 번째 유형은 유아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언 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고,이야기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에 을 두어 질문한다. 를 들어,“인형 가족이 물을 어떻게 했

을까요?”,“아이가 넘어져서 인형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와 같이 질

문할 수 있다.두 번째 유형은 유아가 이야기의 행 자를 정확히 언 하

지 않거나,언어 표 없이 인형을 움직이는 경우에 사용하며,등장인

물과 행동을 심으로 질문한다. 를 들어,“ 가 괴물을 물리쳤을까

요?”,“엄마는 뭘 하고 있는 거죠?”라고 질문한다.세 번째 유형은 유아

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명확한 언어 표 이나 몸짓이 없을 경우에 사용

하며,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결말에 하여 질문한다. 를 들어,“ 다

른 일도 있었을까요?”,“더 얘기할 말이 있나요?”등의 질문이 포함된다.

유아의 응답은 Golby,Bretherton,Winn과 Page(1995)의 평가 지침

그리고 Page(2007)의 평정을 바탕으로 채진 (2009)이 사용한 평가 지침

에 근거하여 <표 Ⅳ-10>과 같이 평가하 다.구체 으로 개별 이야기

주제 내에서 유아가 만든 이야기 내용,해결 유형,일 성을 기 으로 안

정(1 ) 는 불안정(0 )으로 분류하여 애착안정성을 평가한다.유아가

해당 주제에 한 3번의 질문 내에서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 하

고,이야기가 친사회 이고 해결책을 포함하며,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를 하는 등 체 으로 이야기가 일 되고 정성을 포함하면

애착 안정으로 분류하여 1 을 부여한다.반면 이야기의 핵심주제를 회

피하거나,폭력 이고 기괴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는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등 체 으로 이야기가 비조직 이고 부정 일 경우 애

착 불안정으로 분류하여 0 을 부여한다.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유아가 완성한 5개의 애착 이야기의 총합 수

로 사용하며,총 범 는 0 ∼5 이다.5개의 이야기에서 모두 애착 불

안정을 보여 총 이 0 인 경우,해당 유아는 매우 낮은 애착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5개의 에피소드에 모두 애착 안정을 보여

총 이 5 인 경우,해당 유아는 매우 높은 애착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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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의 평가 기

이야기 애착 안정 기 (1 ) 애착 불안정 기 (0 )

물을

쏟았어요

-쏟아진 물을 인지하고 언

한다.

-가족이나 아이가 쏟아진

물을 치운다.

-부모의 훈육이 극단 이지

않다.

-이야기 속 갈등 상황을 해

결하지 않는다( :물을 닦

거나 다시 채우지 않는다).

-이야기 내용을 반복하거나

다른 등장인물이 주인공과

같은 행동을 한다( :주

인공이 바 에서 다시 넘

어져 다치거나 동생이 넘

어져 다친다).

-이야기 내용이 기괴하거나

폭력 ,극단 이다( :물

병이 깨져 등장인물이 심

하게 다친다).

-해당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한다.

- 반 으로 이야기 참여를

회피한다.

-질문과 비지시 자극에

해 3번 이상 모른다고

응답한다.

-주제와 련 없는 이야기

를 한다.

무릎을

다쳤어요

-가족이 아이의 고통에 반

응한다.

-밴드를 붙여주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이의 고통

이 인식되고 해결된다.

방에

괴물이

있어요

-가족이 아이의 공포를 인

식하고 해결한다.

-아이가 안정을 찾고 다시

잠이 든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아이가 부모의 부재에

한 처 행동을 보인다.

-혹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려고 하거나 우는 등

격리불안 반응을 보인다.

부모님이

돌아

오셨어요

-부모와의 재결합에 해

인지하고 언 한다.

-애정을 표 하거나 공동의

가족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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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행기능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실행기능 과제 연령 측정

내용의 합성을 고려하여 억제 검사로 낮과 밤 과제(Gerstadt,Hong,&

Diamond,1994),주의 환 검사로 카드분류 과제(Zelazo,2006),작업기억

검사로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소검사(곽 주,박

혜원,김청택,2002)를 각각 선정하 다.순서효과를 고려하여 각 검사의

제시순서는 무선으로 하 다.

(1)억제 검사

유아의 억제를 측정하기 하여 Gerstadt와 동료들(Gerstadt,Hong,

& Diamond,1994)의 낮과 밤 과제(Day/Night)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 다.이 검사는 해가 그려진 카드를 제시하면 ‘낮’이라고 말하고,달이

그려진 카드를 제시하면 ‘밤’이라고 말하도록 개발되었다.즉 카드의 그

림을 그 로 명명하고 싶은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카드의 이름을 반

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익

숙하지 않은 언어표 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고자 친숙한 이름으

로 쉽게 명명할 수 있도록 낮과 밤 신 해와 달(햇님과 달님)로 카드의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하 다.이 때 해 그림 카드(하얀색 바탕에 주황색

해 그림)와 달 그림 카드(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달 그림)는 13.5cm

×10cm 크기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

먼 연구자는 유아에게 해와 달 그림 카드를 소개하고,해와 달로

바르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 다.다음으로 해 그림을 보고 달이라고

말하고,달 그림을 보고 해라고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설명하 다.본 시

행에 앞서 유아가 연속으로 4장의 카드에 정답을 이야기 할 때까지 연습

시행을 실시하 다.연습시행에서는 유아가 규칙을 완 히 이해할 수 있

도록 틀렸을 경우 올바른 피드백을 주었다.본 시행은 ‘달-해-해-달-해-

달-달-해-해-달-해-달-달-해-달-해’의 순서로 총 16번 연속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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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 시행에서는 틀리더라도 어떠한 피드백을 주지 않았으며 각 회기

에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 으로 처리하 다.총 의 범 는 0 ∼16

이다. 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억제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주의 환 검사

유아의 주의 환은 차원변경 카드분류 과제(DimensionalChange

CardSortTask:DCCS,Zelazo,2006)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이 검사

는 2.5세부터 7세까지 용이 가능하며,제시되는 규칙을 기억하고 용

하여 규칙 간에 환하는 능력을 평가한다.총 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과제는 카드의 색깔과 모양,그리고 테두리 범주에 의한 규칙

을 따른다.단,색깔과 모양 과제는 기본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모양 과

제에서 기 선을 넘지 못하면 테두리 과제로 넘어가지 않는다.유아에게

는 색깔 게임,모양 게임,테두리 게임이라고 명명하고 순서 로 진행하

다.

먼 연구자는 분류 상자 2개와 기 카드를 비하 다.모든 카드는

6.5cm×9cm크기이고 색(빨강, 랑)과 모양(토끼,자동차)의 두 가지 범

주 그림으로 구성된다.Zelazo(2006)의 연구에서는 토끼와 배 모양을 사

용하 으나,모양의 구별이 명확하고 유아에게 친숙하도록 토끼와 자동

차 모양으로 수정한 연구(이은경,2014)를 참고하여 제작하 다.기 카

드와 검사카드는 서로 다른 범주여야 하므로 기 카드는 란색 토끼와

빨간색 자동차 그림으로,검사카드는 빨간색 토끼와 란색 자동차 그림

으로 구성하 다.기 카드는 분류 상자에 각각 하나씩 붙여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기 이 되도록 하 다.

색과 모양 게임의 기본 과제에는 14장의 카드(연습 2장,검사 12장)가

사용된다.테두리 게임에서도 14장의 카드(연습 2장,검사 12장)가 요구

되는데 이 7장(연습 1장,검사 6장)은 5mm 두께의 검은색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구체 인 검사의 진행 방법은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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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

-기 카드 2장( 란색 토끼 1장,빨간색 자동차 1장)

-분류 상자 2개

-기본 카드(빨간색 토끼 7장, 란색 자동차 7장)

-테두리 카드(빨간색 토끼 4장, 란색 자동차 3장)

진행

방법

색깔‧

모양

게임

유아에게 기 카드를 붙인 분류 상자를 보여주고 카드 속 그

림의 색과 모양을 확인시킨다.색깔 게임을 진행한다고 알린

후,“그림이 빨간색이면 빨간 자동차가 있는 상자에, 란색이

면 란 토끼가 있는 상자에 넣으세요.카드는 뒤집어서 그림

이 보이지 않도록 넣으세요.”라고 규칙을 설명한다.두 장의 연

습 카드로 연습한 다음 유아가 규칙을 이해하면 게임을 시작한

다.

유아는 ‘색’범주를 기 으로 6장의 카드(빨간색 토끼 3장,

란색 자동차 3장)를 분류해야 한다. 같은 카드가 연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며,카드를 건넬 때 분류 범주(“이건 빨간색

이에요”)와 게임 규칙(“어디로 가야 하지요?”)을 말해 다.수

행 결과에 한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는다.

색깔 과제가 끝나면 “이제 색깔 게임은 그만하고,새로운 게

임을 할 거 요.모양 게임이에요.모양 게임에서는 토끼는 여

기에(상자를 가리키며),자동차는 여기에 가야 해요.”라고 소개

한다.상자에 이미 분류되어 있는 카드는 그 로 두고,연습 없

이 바로 이어서 시작한다.유아는 6장의 카드(빨간색 토끼 3장,

란색 자동차 3장)를 ‘모양’범주를 기 으로 분류해야 한다.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은 동일하며 련 범주(“이건 자동차에

요”)와 질문(“어디로 가야 하지요?”)만 이야기한다.

테두

리

게임

모양 과제에서 5개 이상 성공한 경우에만 테두리 과제를 진행

한다.분류 상자에 들어 있던 카드를 모두 꺼내어 그 7장

(빨간색 토끼 4장, 란색 자동차 3장)을 테두리 카드(빨간색

토끼 4장, 란색 자동차 3장)와 합쳐 총 14장(연습 2장,검사

12장)을 비한다.남은 기본카드 7장은 테이블 에 놓아두고,

본 과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유아에게 연습용으로 보여 테두리가 있는 빨간색 토끼 카드

<표 Ⅳ-11>주의 환 검사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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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과 없는 빨간색 토끼 카드 1장을 보여주고 “지 까지 정말

잘했어요.이제부터는 조 더 어려운 테두리 게임을 할 거

요.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카드는 색깔 게임을 해야 돼요.색깔

게임에서는 빨간색은 여기 상자에, 란색은 여기 상자에 넣는

거 요.이 카드는 빨간색이니까 여기로 가야 해요.그런데 이

카드처럼 테두리가 없으면 모양 게임을 해야 돼요.모양 게임

에서는 토끼는 여기,자동차는 여기에 가는 거 요.이 카드는

토끼니까 여기로 가야 해요.”라고 설명한다.

유아는 12장의 카드를 ‘테두리’범주를 기 으로 분류해야 한

다.마찬가지로 같은 카드가 연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임의로

제시하며,“이건 테두리가 있어요/없어요.어디로 가야 하지

요?”라고 질문한다.결과에 한 피드백은 주지 않고, 립 인

반응을 유지한다.

색깔 과제와 모양 과제는 총 6번씩 연속 시행하고,범주에 맞게 분류

하면 1 ,실패하면 0 으로 평정하 다.색깔 과제에서 6번 모두 성공한

후 모양 과제에서 5번 이상 성공하면 테두리 과제를 12회 연속으로 시행

하 다.범주에 맞게 분류하면 1 ,실패하면 0 을 부여하 다.세 과제

의 수를 합산하여 사용하며,총 의 범 는 0 ∼24 이다. 수가 높

을수록 유아의 주의 환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작업기억 검사

유아의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해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Korean-WechslerIntelligenceScaleforChildren-Ⅲ:K-WISC-Ⅲ)의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소검사(곽 주,박혜원,김

청택,2002)를 실시하 다.숫자 바로 따라하기 검사는 언어 작업기억

의 장 능력을 측정하며(Lehto,1996),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는 작

업기억의 장과 정신 조작 처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Cherry,

Buckwalter,& Henderson,1996).검사 도구는 숫자 바로 따라하기의 6

개 세트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의 6개 세트,총 12세트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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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바로 따라하기 문항 거꾸로 따라하기 문항

2
2-5 5-2

6-3 3-6

3
1-7-4 4-7-1
5-2-1 1-2-5

4
3-4-1-7 7-1-4-3
8-4-9-3 3-9-4-8

5
1-6-5-2-9 9-2-5-6-1
3-6-7-1-9 9-1-7-6-3

6
8-5-9-2-3-4 4-3-2-9-5-8

4-5-7-9-2-8 8-2-9-7-5-4

7
6-9-1-3-2-5-8 8-5-2-3-1-9-6

3-1-7-9-5-4-8 8-4-5-9-7-1-3

다.각 세트는 2개의 문항을 포함하는데,첫 번째 세트에서 2개 숫자 따

라하기를 시작으로 세트가 진행될수록 숫자가 증가하여 마지막 6번

째 세트는 7개 숫자로 구성된다.

먼 연구자는 유아에게 검사의 규칙을 설명하 다.연구자가 불러주

는 숫자를 듣고 나서 같이 따라서 말해야 하며,숫자가 길어짐을

알려주었다.유아가 검사의 규칙을 완 히 이해할 때까지 비문항으로

연습하 다.연습시행과 본 시행에서 숫자를 부르는 간격은 1 로 고정

하 다.주어지는 숫자 배열은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작업기억 검사의 구성

각 세트에서 문항을 정확하게 수행하면 1 을 부여하고 그 다음 문항

을 이어서 진행하 다.그러나 한 세트 내에서 2문항을 모두 실패한 경

우에는 표 지침에 따라 검사를 종료하 다.숫자 따라하기 검사를 마

친 후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를 시행하 다.유아가 성공한 문항별

로 1 씩 부여하여 총합 수를 산출하며,총 의 범 는 0 ∼24 이다.

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작업기억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5-

4)어휘능력 검사

유아의 실행기능과 이야기 과제 수행이 어휘력과 유의한 상 이 있다

는 선행연구 결과(Carlsonetal.,2002;Oppenheim,Emde,& Warren,

1997)에 따라 유아의 어휘능력을 통제하고자 어휘 소검사를 실시하 다.

어휘 소검사는 박혜원·이경옥·안동 (2015)이 표 화한 한국 웩슬러 유

아지능검사 4 (Korean-Wechsler Preschool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IV:K-WPPSI-IV)의 언어 이해 소검사 하나이다.어휘

소검사는 유아의 어휘 개념의 풍부성과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효과

이며,다른 언어 이해 소검사를 체할 수 있다(박혜원,이경옥,안동 ,

2015;손성민,2007).

연구자는 유아에게 해당 문항의 단어를 읽어 후 그 정의를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 다.유아가 단어를 명확히 이해하고 표 하는 정도에 따

라 제시된 채 원칙에 근거하여 평가하 다.어휘 소검사는 총 23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1번부터 3번 문항은 0 이나 1 을 부여하 고,4번

문항부터는 0 ∼2 을 부여하 다.유아가 3문항 연속으로 0 을 받을

경우 검사를 단하 다.총 의 범 는 0 ∼43 이며 수가 높을수록

어휘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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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차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가 타당한지 알아보고 합한 연구 설

계를 구성하기 하여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도구 연구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 다.

1) 비조사

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실행기능,어휘능력을 평가하는 연구

도구의 합성을 검증하여 연구 설계의 타당도를 높이기 해 2016년 4

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3세 4명,4세 4명,5세

4명,총 12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 결과 소요시간은 조망수용 과제에 약 10분이 소요 으며,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에 약 15분이 소요되었다. 한 실행기능 검사의

경우 약 10분,어휘 소검사는 5분∼1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체 검사시

간이 40분∼45분으로 다소 길기 때문에 유아의 집 력을 고려하여 이틀

씩 2회로 나 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 다.

먼 조망수용 검사의 이야기 내용과 그림은 아동학 문가 5인의 검

토를 받아 합도를 평가하 다. 비조사에서는 과제에서 제시하는 언

어 설명과 질문에 을 두고 유아의 이해도를 확인하 다. 반 으

로 유아가 과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 다.그러

나 정서 조망수용 검사에서 유아가 응답할 때,구체 인 정서를 추론하

는 신 해당 정서의 역( :‘슬퍼요’ 신 ‘기분이 나빠요’)을 언 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따라 정서 조망수용을 평가할 때 선행연구(Denham

etal.,1994)를 참고하여 추론의 정확도에 따라 수의 차이를 두었다.

올바른 정서 역을 추론하면 1 ,정서를 구체 으로 정확히 추론하면

2 을 부여하도록 수정하여 본조사의 평정에 사용하 다.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로 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수행에 어려

움은 발견되지 않아 특별한 수정 사항 없이 이야기 내용과 도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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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조사에 사용하기로 하 다.다만 연구자와 다른 검사를 먼 실시

하고 2차 조사 시에 애착 검사를 수행한 유아의 경우,수행에 앞서 라포

형성이 수월하 다.애착안정성 검사는 연구자와 유아의 라포 형성을 통

한 유아의 참여가 요한 을 고려하여 본조사에서는 애착안정성 검사

를 2차 조사 시 실시하기로 하 다.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해 낮과 밤,차원변경 카드분류,숫자 바로 따

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과제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 다.낮과

밤 과제의 경우 유아가 낮 카드를 해 는 햇님으로 명명하거나,밤 카

드를 달 는 달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이를 고려하여 본조사에

서는 유아가 친숙하게 표 할 수 있는 해와 달(햇님과 달님)로 명명하도

록 규칙을 수정해 사용하 다.차원변경 카드분류 과제와 숫자 바로 따

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과제는 3세∼5세 유아 모두에게 난이도가

합하다고 단되어 그 로 사용하 다.

(2)본조사

본조사는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경기도에 치한 유치원

과 어린이집 3곳에서 3,4,5세 유아 총 15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에 앞서 부모에게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구한 후 참여를 허락한

유아를 상으로 본조사를 수행하 다.이들 자료 수집 기간 동안 결

석하거나 퇴소한 유아 3명이 연구 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으로 유아

147명이 연구 상으로 선정되었다.

부모와의 애착 계를 악해야 하는 연구의 특성상 부모와 함께 거

주하는 유아로 연구 참여자를 한정하기 해 사 에 담임교사를 통해 부

모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 다. 한 연구 상에 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기 해 사 에 유아의 부모를 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 다.유

아의 형제 수,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의 사회경제 정보 문항에 응답하

도록 하 다.질문지에는 연구의 내용에 한 설명을 제공하 고, 상

유아들을 통해 부모에게 달하여 회수된 147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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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연구자와 유아의 일 일 조사를 요

구하므로,기 을 모집할 시 별도의 조용한 공간이 마련되는지 확인하

다.이에 따라 기 의 특별활동실이나 도서 등의 공간에서 편안한 분

기로 조사를 진행하 다.조사는 유아의 집 시간을 고려하여 한 유

아 당 이틀씩 2회에 걸쳐 각각 20분∼25분씩 실시하 다.이 때 조망수

용 검사와 실행기능 검사를 1차 조사에 진행하고,애착안정성 과제와 어

휘 검사를 2차 조사에 진행하 다.조망수용 어휘 검사에 사용한 녹

음기는 책상 에 두어 유아의 주의집 을 해하지 않도록 비하 다.

애착안정성 과제에 사용한 비디오카메라는 유아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 미리 배치해 두었다.단,시작하기에 앞서 유아에게

녹음과 녹화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 다.각

검사에 한 유아의 응답은 기록지에 기록하고,녹음 녹화 내용을

사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조망수용 수와 애착안정성 수 평정의 신

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체 자료의 13.6%에 해당하는 20사례를 무선

으로 선정하여 아동학 문가 2인의 평정자간 일치도를 산출하 다.유

아의 조망수용 수에 한 평정자간 일치도는 96%이었으며,애착안정

성 수에 한 평정자간 일치도는 92%이었다.두 평정자 간 평정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된 자료,녹음과 녹화자료를 근거로 의논 후

합의하여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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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22.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통

계방법으로는 기술통계,독립표본 t검정,일원분산분석,Pearson의 률

상 분석, 다회귀분석 계 다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첫째,연구 상 유아의 일반 특성과 조망수용,애착안정성,실행기

능의 반 경향을 악하기 해서 빈도와 백분율,평균과 표 편차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을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사이에 유의한 상

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Pearson의 률상 분석을 사용하 다.

넷째,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다회귀분석과 Sobel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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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결과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를 토 로 그 순서에 따라 연구

결과를 기술하며, 련 선행연구와의 비교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먼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에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본다.이어서 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의 상호 연 성을 확인한다.다음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마지막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실행기능이 매개하는지 악하고 이에 한

해석을 기술한다.

1.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망수용,애착안정성,

실행기능 (연구문제 1)

3,4,5세 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의 반 양상을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V-1>과 같다.이 때 실

행기능은 억제,주의 환,작업기억의 세 가지 하 요인별로 평정된 수

를 합하여 실행기능 체에 해당하는 총 값을 산출하 다.

유아의 정서 조망수용은 1 만 에서 평균 .88 (SD=.18)으로 간

수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의도 조망수용은 1 만 에서 평균 .83

(SD=.16)으로 간 수보다 비교 높게 나타났다.사고 조망수용은

1 만 에서 평균 .46 (SD=1.18)으로 간 수보다 낮게 나타났다.이

러한 사고 조망수용의 수는 정서 의도 조망수용의 수에 비해

히 낮으며,바닥효과(flooreffect)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유아의

애착안정성은 0 ∼5 의 범 에서 평균 3.90 (SD=1.29)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상 유아가 특정 애착 상과의 애착에 해 반 으로 안정

과 편안함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아 실행기능의 하 요인 억

제는 16 만 에서 평균 11.75 (SD=1.97)으로 나타났으며,주의 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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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만 에서 평균 16.86 (SD=4.14),작업기억은 24 만 에서 평균

8.27 (SD=2.54)으로 나타났다.유아의 실행기능 체 수는 64 만

에서 평균 36.88 (SD=6.24)으로 나타났다.이는 연구 상 유아가 실행기

능 체에서 32 의 간 수보다 높은 수 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수의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제시한다.

<표 V-1>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실행기능의 반 양상

범주

3세∼5세 유아

(N=147)

M SD 최소값 최 값

조망

수용

의도 조망수용 .83 .16 .33 1.00

정서 조망수용 .88 .18 .13 1.00

사고 조망수용 .46 .30 .00 1.00

애착안정성 3.90 1.29 0 5

실행

기능

억제 11.75 1.97 6 16

주의 환 16.86 4.14 5 24

작업기억 8.27 2.54 2 16

체 36.88 6.24 18 48

1)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망수용 차이

3,4,5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망수용의 반 양상을 악

하고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Ⅴ-2>와 같다.조망수용은 의도 ·

정서 ·사고 조망수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조망수용의 반 인 양

상을 성별에 기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의도 조망수용의 경우 여

아(M=.83,SD=.18)가 남아(M=.82,SD=.15)에 비해 조 더 높은 평균

수를 보 다.정서 조망수용에서도 여아(M=.91,SD=.17)가 남아(M=.86,

SD=.20)에 비해 평균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사고 조망수용 한 여아

(M=.50,SD=.29)가 남아(M=.43,SD=.30)에 비해 평균 수가 높았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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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성별에 따른 조망수용의 차이는 세 역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즉 연구 상 유아가 보인 조망수용의 양상은 성별 집단 간

에 유사하 다.조망수용과 성별과의 연 성이 유의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Laranjoetal.,2010)를 확인하는 결과이다.조망수용에서의 성별효

과는 미약하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며(Charman etal.,

2002),이는 성별 보다는 심리사회 요인(Hughes& Leekam,2004)이나

인지 요인(Carlson& Moses,2001)이 조망수용의 개인차에 더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2>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망수용 차이

N M SD t F Scheffé

의도

조망수용

성별
남아 74 .82 .15

.42
여아 73 .83 .18

연령

3세 47 .73 .19

14.44***
a

b

b

4세 50 .87 .15

5세 50 .88 .11

체 147 .83 .16

정서

조망수용

성별
남아 74 .86 .20

1.48
여아 73 .91 .17

연령

3세 47 .74 .23

30.52***
a

b

b

4세 50 .94 .10

5세 50 .96 .08

체 147 .88 .18

사고

조망수용

성별
남아 74 .43 .30

1.46
여아 73 .50 .29

연령

3세 47 .27 .23

21.99***
a

b

c

4세 50 .48 .29

5세 50 .62 .25

체 147 .46 .3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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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조망수용 차이를 살펴보면,모든 조망

수용 역에서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우선 의도 조망수용은

3세가 .73 (SD=.19),4세가 .87 (SD=.15),5세가 .88 (SD=.11)으로 나

타나 연령이 증가하면 평균 수가 높았다.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3세

와 4세,3세와 5세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4세와 5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4.44,df=2,144,

p<.001).이는 유아의 의도 조망수용은 3세와 4세 사이에 상당한 발달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정서 조망수용은 3세가 .74 (SD=.23),4세가 .94 (SD=.10),5세가

.96 (SD=.08)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지면 평균 수가 높았다.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3세와 4세,3세와 5세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4세와 5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30.52,df=2,144,p<.001).정서 조망수용에 한 4세,5세 유아의

수는 천장효과(ceilingeffect)가 있어 두 연령 집단에서의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4세가 되면

이미 타인의 정서에 한 구체 인 이해와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사고 조망수용은 3세가 .27 (SD=.23),4세가 .48 (SD=.29),5세가

.62 (SD=.25)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 평균 수가 높았다.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모든 연령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1.99,df=2,144,p<.001).이러한 결과는 사고 조망

수용은 연령이 증가하면 더 정교해짐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3,4,5세 유아의 반 인 조망수용은 연령이 증가하면 더

욱 발달하 다.이는 유아기 동안 조망수용이 히 발달하고 일정 수

으로 숙달된다는 선행연구(Flavell,2004;Harwood& Farrar,2006;

Phillipsetal.,1998)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연구결과,의도

조망수용과 정서 조망수용은 4세를 기 으로 격하게 발달하며,사고

조망수용은 3,4,5세 연령에 걸쳐 지속 으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세 연령 집단은 모두 사고 조망수용에 비해 의도 정서 조



-64-

N M SD t F

성별
남아 74 3.66 1.43

2.27*
여아 73 4.14 1.08

연령

3세 47 3.55 1.35

2.654세 50 4.00 1.34

5세 50 4.12 1.12

체 147 3.90 1.29

망수용에서 보다 높은 수를 보 다.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타인의

사고보다 타인의 의도와 정서에 해 더 이른 연령부터 추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애착안정성 차이

3,4,5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애착안정성의 반 양상을

악하고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표 Ⅴ-3>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애착안정성 차이

*p<.05.

성별을 기 으로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살펴보면,남아의 평균 수는

3.66 (SD=1.43)으로 여아의 평균 수인 4.14 (SD=1.08)보다 낮게 나타

났다.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2.27,p<.05).이는 동일한

과제로 애착안정성을 측정했을 때 남아의 애착안정성이 더 비조직 이고

불안정하다는 선행연구(Greenetal.,2007;Pierrehumbert,etal.,2009;

Stievenartetal.,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유아의 응답을 성별에 따

라 비교했을 때 여아는 남아에 비해 친사회 인 내용을 포함하고 갈등

해결에 해 더 많이 다루는 반면,남아는 공격 인 주제로 더 많이 이

야기한다는 연구(Oppenheim etal.,1997) 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

다.유아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정서 경험을 다루는 양육방식이 달라

지는데 이는 유아가 이야기의 갈등과 을 해결함에 있어 차이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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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Sher-Censor& Oppenheim,2004). 한 남아의 애착안정성

이 해 요인에 상 으로 취약하여(송하나,2008)나타난 결과로 이해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살펴보면,3세 유아의 평균 수는

3.55 (SD=1.35), 4세 유아는 4.00 (SD=1.34), 5세 유아는 4.12

(SD=1.12)으로 나타났다.연령이 증가하면서 평균 애착안정성이 증가하

는 경향이 있었으나,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유아의 애착안정

성은 양육자와의 반복 인 상호작용으로 구축된 내 작동모델을 반 하

는 개념이며 시간의 흐름에도 비교 일 되기 때문에(Solomon &

George,2008)연령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3,4,5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의 반 양상을 악

하고 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Ⅴ-4>와 같다.실행기능을

성별에 기 하여 살펴볼 때,여아가 남아보다 실행기능의 세 하 요인과

체에서 모두 약간씩 높은 평균 수를 보 으나 그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즉 연구 상 유아가 보인 실행기능의 양상은 성별 집

단 간에 유사하 다.이는 실행기능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

는 두엽 뉴런의 수 화와 이로 인한 반 인지 능력의 향상에 기

해 발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Carlsonetal.,2013).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를 살펴보면,모든 하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억제는 16 만 으로 측정되며,3세는

11.09 (SD=1.84),4세는 11.84 (SD=2.06),5세는 12.28 (SD=1.85)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 평균 수가 높았다.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3

세와 5세 연령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76,df=2,144,p<.05).이는 3세에서 5세 사이에 억제능력의 한

발달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Carlson& Moses,2001)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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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4>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실행기능 차이

N M SD t F Scheffé

억제

성별
남아 74 11.61 2.07

.87
여아 73 11.89 1.87

연령

3세 47 11.09 1.84

4.76*
a

ab

b

4세 50 11.84 2.06

5세 50 12.28 1.85

체 147 11.75 1.97

주의

환

성별
남아 74 16.53 4.28

.99
여아 73 17.21 3.99

연령

3세 47 13.91 5.59

22.79***
a

b

b

4세 50 18.26 1.72

5세 50 18.24 2.54

체 147 16.86 4.14

작업

기억

성별
남아 74 8.12 2.48

.72
여아 73 8.42 2.61

연령

3세 47 6.40 1.84

30.61***
a

b

c

4세 50 8.52 2.34

5세 50 9.78 2.20

체 147 8.27 2.54

체

성별
남아 74 36.26 6.09

1.23
여아 73 37.52 6.36

연령

3세 47 31.40 6.58

43.67***
a

b

b

4세 50 38.62 4.13

5세 50 40.30 3.81

체 147 36.88 6.24

*p<.05.***p<.001.

주의 환은 24 만 으로 측정되며,3세(M=13.91,SD=5.59)에 비하

여 4세(M=18.26,SD=1.72)와 5세(M=18.24,SD=2.54)의 평균 수가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F=22.79,df=2,144,p<.001).이는 4세 이후 주의

환 과제의 수행이 능숙해진다는 선행연구(Diamond,2013;Wiebeetal.,

2011)와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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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억은 24 만 으로 측정되며,3세는 6.40 (SD=1.84),4세는

8.52 (SD=2.34),5세는 9.78 (SD=2.20)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 평

균 수가 높았다.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모든 연령 집단 간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61,df=2,144,p<.001).선

행연구(Cowanetal.,2002)에서 작업기억은 비교 장기간의 발달 과정

을 따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러한 특성이 반 되어 이 연구에서 유아

의 연령이 증가하면 작업기억이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행기능 체는 64 만 으로 산출되며,3세(M=31.40,SD=6.58)에

비하여 4세(M=38.62,SD=4.13)와 5세(M=40.30,SD=3.81)의 평균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3.67,df=2,144,p<.001).이는 유아의 반

실행기능이 3세에서 4세 경 격한 발달을 보임을 의미한다.종합했

을 때,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고와 행동을 억제

하고 기존의 정보로부터 략을 생각해내는 실행기능이 발달함을 알 수

있다.이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행기능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

(김정민,김지 ,2013;Diamond,2013;Zelazo& Carlson,2012)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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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실행기능의 계

(연구문제 2)

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간에 유의한 계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해 Pearsons의 률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5>

와 같다.분석 결과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은 하 역에 따라

계의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반 으로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V-5>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의 계

조망수용
애착

안정성

실행기능

의도

조망

정서

조망

사고

조망
억제

주의

환

작업

기억
체

조

망

수

용

의도

조망
1

정서

조망
.36** 1

사고

조망
.33** .38** 1

애착

안정성
.24** .25** .34** 1

실

행

기

능

억제 .19* .18* .30** .23** 1

주의

환
.35** .45** .31** .24** .14 1

작업

기억
.36** .43** .34** .23** .21* .34** 1

체 .44** .53** .44** .33** .49** .85** .70** 1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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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수용 세 역과 애착안정성 계를 살펴보면 각각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즉 애착안정성은 의도 조망수용(r=.24,p<.01),정서 조망

수용(r=.25,p<.01),사고 조망수용(r=.34,p<.01)의 모든 수행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높으면 타인의

의도,정서와 사고를 이해하는 조망수용 능력도 발달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조망수용과 실행기능의 계를 역 별로 살펴보았다.의도

조망수용은 실행기능 체(r=.44,p<.01)와의 정 상 뿐만 아니라,하

요인인 억제(r=.19, p<.05), 주의 환(r=.35, p<.01), 작업기억(r=.36,

p<.01)의 모든 검사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정서 조망수용 한

실행기능 체(r=.53, p<.01)와 억제(r=.18, p<.05), 주의 환(r=.45,

p<.01),작업기억(r=.43,p<.01)의 모든 수행과 유의한 정 상 이 있었

다.사고 조망수용의 경우에도 실행기능 체(r=.44,p<.01)와 억제(r=.30,

p<.01),주의 환(r=.31,p<.01),작업기억(r=.34,p<.01)의 모든 과제와 유

의한 정 상 을 가졌다.이러한 결과는 실행기능의 반 인 능력이

발달한 유아가 조망수용에서 우수한 수행을 보여 타인의 의도,사고,정

서와 같은 마음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추론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하 요인 별 계에서도 모두 유

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즉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 체(r=.33,

p<.01)와의 정 상 뿐만 아니라,억제(r=.23,p<.01),주의 환(r=.24,

p<.01),작업기억(r=.23,p<.01)의 모든 검사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애착 계에 해 안정 인 표상을 가지는 유아의 경우 실행기능의

수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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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 (연구문제 3)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

지 알아보기 하여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애착안정성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유아의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을 고려하여 월령으로 조사

한 유아의 연령변수를 통제하 다. 한 유아의 실행기능 이야기 완

성 과제가 어휘력과 유의한 상 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Carlsonetal.,

2002;Stievenartetal.,2012)에 따라 유아의 어휘능력을 통제하여 분석

하 다.이를 해 실행기능은 개별 하 요인 검사에서 평정된 수들의

총 값을 산출하 고,이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여 향력을 살펴보았

다.실행기능은 억제,주의 환,작업기억의 3가지 하 요인을 포 하는

단일 구성체라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Garonetal.,2008)각 하 요인

수들의 총 값을 실행기능의 변수로 설정하 다.

먼 연구모형이 다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

다.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해 Durbin-Watson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 모두에서 통계량이 2에 근 하여 오차항이 독립 인 것으

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에 해 두 가지 방법으

로 검토하 다.첫째,독립변수 간 상 계수가 0.8이상일 경우 다 공선

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독립변수 간 상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연령,어휘능력,애착안정성 간 상 계수는 0.8미만임을

확인하 고 다 공선성의 가능성은 은 것으로 단하 다.둘째,분산

팽창계수(VIF;VariationInflationFactor)가 10이상인 경우 다 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하므로,각 독립변수의 VIF통계량을 살펴보았다.그 결

과 모든 독립변수의 VIF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 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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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β R2 Adj.R2 F

실행

기능

상수 12.55(2.30)

.46 .44 39.79***
연령 .29(.04) .49***

어휘능력 .31(.09) .22**

애착안정성 0.98(.31) .20**

1)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향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연령

과 어휘능력을 통제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6>과 같

다.

<표 V-6>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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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연구모형의 설명력은 44.0%로,p<.001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하 다.이는 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실행기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실

행기능의 변량이 44.0% 설명됨을 의미한다.애착안정성의 회귀계수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β=.20,p<.01)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연령과 어휘능력

을 통제하고도 독자 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이는 유아

의 애착안정성이 높아지면 유아의 실행기능 수 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부모에 한 안정 인 애착을 가지면 실행기능 수

행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Bernieretal.,2010;2012)와 동일한 맥락이

다.유아가 사고와 행동을 조 하고 과제 정보를 장하여 알맞은 략

을 시행하는 능력은 양질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기 한 애착의 안정성

을 통해 발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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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β R2 Adj.R2 F

의도

조망수용

상수 .40(.07)

.20 .19 12.02***
연령 .01(.00) .37***

어휘능력 .00(.00) .05

애착안정성 .02(.01) .17*

정서

조망수용

상수 .32(.08)

.28 .26 18.27***
연령 .01(.00) .43***

어휘능력 .00(.00) .10

애착안정성 .02(.01) .16*

사고

조망수용

상수 -.56(.12)

.35 .34 25.56***
연령 .01(.00) .42***

어휘능력 .01(.01) .14

애착안정성 .06(.02) .24**

2)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의도 조망수용,정서 조망수용과 사고 조망수용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하여 각각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7>과 같다.

<표 V-7>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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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 조망수용에 한 분석 결과,연구모형의 설명력은 19.0%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이는 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

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의도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의도 조망수용의 변량이 19.0% 설명됨을

의미한다.애착안정성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17,p<.05)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하고도 독자 향력을 미

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이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높아지면 유아가

타인의 행동에 포함된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73-

정서 조망수용에 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6.0%로,p<.001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이는 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정서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것으로,정서 조망수용의 변량이 26.0% 설명됨을 의미한다.애착안

정성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16,p<.05)유아의 애착안정

성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하고도 독자 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이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높아지면 유아가 타인의 느낌이

나 정서 상태에 해 추론하는 능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고 조망수용에 한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4.0%로,p<.001수 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이는 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사고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것으로,사고 조망수용의 변량이 34.0% 설명됨을 의미한다.애착안

정성의 회귀계수 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24,p<.01)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하고도 독자 향력을 미치는 변인임

을 알 수 있다.이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높아지면 유아가 타인의 생각

을 인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발달됨을 의미한다.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의 역 체,즉 의도・정서・사고 조

망수용에 지니는 유의한 향력을 검증한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애착이

타인의 마음 상태 이해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Fonagyet

al.,1997;Meinsetal.,1998;Repacholi& Trapolini,2004;Rosnay&

Harris,2002;Steeleetal.,1999)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더욱

이 조망수용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유아의 연령을 통제했을 때에도 애

착안정성이 조망수용에 지니는 향이 유의하다는 에서 양육자와의 애

착 계가 지니는 요성이 부각된다.유아가 부모와의 목표-수정 행동을

통해 타인의 내 상태에 심을 가지며 이를 측하고 이해하는 경험은

유아의 조망수용 발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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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4)

애착안정성과 의도・정서・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연령에

따른 조망수용과 실행기능의 유의한 발달 차이와 유아의 조망수용,실행

기능,어휘능력 간 상되는 상 을 고려하여 연령 어휘능력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 다. 한 실행기능은 각각의 하 역에서 얻어진 수

들의 총 값을 산출하 고,이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여 그 향력을

살펴보았다.

먼 연구모형이 다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

다.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해 Durbin-Watson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 모두에서 통계량이 2에 근 하여 오차항이 독립 인 것으

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독립변수 간 상 계수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

령,어휘능력,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사이의 상 계수는 0.8미만임을

확인하 으므로 다 공선성의 가능성은 은 것으로 단하 다. 한

각 독립변수의 VIF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VIF 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

하 다.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의도・정서・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

능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

다.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데 제 3의 변수가

두 변수의 계를 매개하는 간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 회귀계수의 값 변화를 통해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방법이며,

이에 한 통계 유의성 검증은 SobelTest를 통해 이루어졌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매개변수 성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첫째,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

을 미쳐야 한다.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력을 보여야 한다.둘째,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변량에 유의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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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져야 한다.이를 이 연구의 연구모형에 용하면,유아의 애착안

정성이 실행기능에 유의한 향력을 나타내어야 함을 의미한다.마지막

으로,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회귀 방정식에 투입하 을 때 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이 때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변수는 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이고,독립변수의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나 그

향력이 감소될 경우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여긴다(Baron &

Kenny,1986).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을

동시에 회귀 방정식에 투입하 을 때 실행기능이 유의한 향력이 나타

나야 한다.이 때 유아의 조망수용에 한 애착안정성의 향력은 감소

하 으나 여 히 통계 으로 유의하면 실행기능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고,애착안정성의 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면 유아의 실행기능이 애

착안정성과 조망수용을 완 매개하는 것으로 단한다.

1)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의도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의도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는 <표 V-8>과 같다.총 세 단계의 연구모형에서 연령

과 어휘능력을 통제변수로 선정하 으며,유아의 애착안정성을 독립변수

로 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맞게 계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이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분석 결과,1

단계 연구모형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의도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19.0%이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2단계 연

구모형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매개

변수인 실행기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44.0%이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3단계 연구모형은

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을 포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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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을 추가로 투입하 을 때 종속변수인 의도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2.0%이

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1단계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3단계 연구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은 .04로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의도 조망수용의 계식

에서 실행기능의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 을 때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

하 다.

<표 V-8>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의도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의도 조망수용

β

실행기능

β

의도 조망수용

β

통제변수
연령 .37***

어휘능력 .05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17*

통제변수
연령 .49***

어휘능력 .22**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20**

통제변수
연령 .24*

어휘능력 -.01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12

매개변수 실행기능 .26*

상수 .40(.07) 12.55(2.30) .31(.08)

R2 .20 .46 .24

Adj.R2 .19 .44 .22

R2변화량 - - .04*

F 12.02*** 39.7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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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유아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서는 세 단계의 연구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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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성립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첫 번째 조건으로 독립변수인 유

아의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의도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β=.17,p<.05)(1단계).두 번째 조건으로 독립변수인 유

아의 애착안정성이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에 유의한 향(β=.20,p<.01)을

미쳐 2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2단계).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실행기능이 의

도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력을 나타냈으며(β=.26,p<.05),이 때 의도

조망수용에 한 애착안정성의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실행

기능의 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3단계).

이러한 유아 실행기능의 매개효과에 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p<.05수 (양쪽)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Z=1.97).따라서 유아의 실행기능은 애착안정성이 의도 조망수용에 미

치는 향을 완 매개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의

도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V-1>과 같다.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높아지면 실행기능이

증가하고,실행기능 수 이 향상되면 유아가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능

력이 발달됨을 의미한다.

<그림 V-1>1)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의도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도식

1)매개변수(유아의 실행기능)를 투입하 을 때의 β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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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는 <표 V-9>와 같다.총 세 단계의 연구모형에서 종속

변수와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진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변수로 선정하

으며,유아의 애착안정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

건들에 맞게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V-9>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정서 조망수용

β

실행기능

β

정서 조망수용

β

통제변수
연령 .43***

어휘능력 .10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16*

통제변수
연령 .49***

어휘능력 .22**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20**

통제변수
연령 .27**

어휘능력 .02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09

매개변수 실행기능 .33***

상수 .32(.08) 12.55(2.30) .20(.08)

R2 .28 .46 .34

Adj.R2 .26 .44 .32

R2변화량 - - .06***

F 18.27*** 39.7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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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분석 결과,1단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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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형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

인 정서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6.0%이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2단계 연구모형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매개변수인 실

행기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44.0%이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3단계 연구모형은 유아의 연령

과 어휘능력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을 포함한 상태에서 매개

변수인 실행기능을 추가로 투입하 을 때 종속변수인 정서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2.0%이며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1단계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3단계 연

구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은 .06으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 조망수용의 계식에서

실행기능의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 을 때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다음으로 유아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서는 세 단계의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 성립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첫 번째 조건으로 독립변수인 유

아의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정서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β=.16,p<.05)(1단계).두 번째 조건으로 독립변수인 유

아의 애착안정성이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에 유의한 향(β=.20,p<.01)을

미쳐 2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2단계).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실행기능이 정

서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력을 나타냈으며(β=.33,p<.001),이 때 정서

조망수용에 한 애착안정성의 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실행

기능의 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3단계).

이러한 유아 실행기능의 매개효과에 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Test를 실시한 결과,p<.05수 (양쪽)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Z=2.36).따라서 유아의 실행기능은 애착안정성이 정서 조망수용에 미

치는 향을 완 매개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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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안정성이 높아지면 실행기능이 향상되고,실행기능 수 이 증가하면

유아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이 발달됨을 의미한다.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도식화

하면 <그림 V-2>와 같다.

<그림 V-2>2)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도식

3)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를 살펴본 결과는 <표 V-10>과 같다.총 세 단계의 연구모형에서 연령

과 어휘능력을 통제변수로 선정하 으며,유아의 애착안정성을 독립변수

로 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맞게 계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이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분석 결과,1

단계 연구모형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사고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4.0%이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2단계 연

구모형은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매개

변수인 실행기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매개변수(유아의 실행기능)를 투입하 을 때의 β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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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이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3단계 연구모형은

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하고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을 포함한 상

태에서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을 추가로 투입하 을 때 종속변수인 사고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4.0%이

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1단계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3단계 연구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은 .0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고 조망수용의 계식에서 실행기능 변수를 추가

로 투입하 을 때 설명력의 증가는 미세하 으며,실행기능의 매개효과

가 검증되지 않았다.

<표 V-10>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사고 조망수용

β

실행기능

β

사고 조망수용

β

통제변수
연령 .42***

어휘능력 .14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24**

통제변수
연령 .49***

어휘능력 .22**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20**

통제변수
연령 .38***

어휘능력 .12

독립변수 애착안정성 .23**

매개변수 실행기능 .08

상수 -.56(.12) 12.55(2.30) -.60(.13)

R2 .35 .46 .35

Adj.R2 .34 .44 .34

R2변화량 - - .00

F 25.56*** 39.79*** 19.3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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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살펴보면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요구되는

세 단계의 연구모형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수의 성립조건을 만족시

키지 못하 다.첫 번째 조건의 경우,독립변수인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사고 조망수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β

=.24,p<.01)(1단계).두 번째 조건에서 독립변수인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에 유의한 향(β=.20,p<.01)을 미쳐 2단계의 조건

도 충족시켰다(2단계).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매개변수인 실행기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실행기능이 사고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사고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유아의 실행

기능이 매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통제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경우에도

사고 조망수용에 한 독립 인 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β=.23,

p<.01).유아의 연령,어휘능력,실행기능과 계없이 유아의 애착안정성

이 높아질수록 유아가 타인의 사고를 추론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 사고 조망수용의 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V-3>과 같다.

<그림 V-3>3)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도식

3)매개변수(유아의 실행기능)를 투입하 을 때의 β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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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아의 조망수용을 의도 ·정서 ·사고 조망수용으로 나

어 살펴본 결과,애착안정성과 의도 정서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

기능의 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과 어휘

능력을 통제했을 때,목표지향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상 인지과정이

유아의 의도와 정서 조망수용을 다르게 측함을 제시한다.실행기능과

마음이해 간 직 인 연 성을 주장한 선행연구(Carlson & Moses,

2001;Henningetal.,2011;Hughes& Ensor,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유아가 의도 조망수용을 수행하기 해서는 즉각 으로 보이는 외부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내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고,조건에 따라

단을 환하여 합한 반응을 계획하도록 이끄는 실행기능의 역할이

요하다고 보인다. 한 정서 조망수용에서는 상반되는 정서 상태를 상

황 단서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하므로,수집한 정보를 토 로 두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단하기 한 실행기능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

다.더욱 주목할 은 유아의 의도 정서 조망수용에 핵심 향을

미치는 실행기능이 애착안정성에 따라서 상이하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을 통한 간 향력으로 의도 정서

조망수용의 발달을 조력함을 알 수 있다.즉 유아가 양육자와의 애착에

해 느끼는 안정과 편안함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향상시키며,이는 결과

으로 타인의 행동에서 의도를 해석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악하는 능

력을 진시킴을 의미한다.단 통제변수인 유아의 연령이 조망수용에 뚜

렷한 향력을 지니기 때문에,조망수용의 발달에 한 연령효과의 여지

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

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애착안정성의 직 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어휘능력,실행기능과 계없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사고 조망수용에 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이 연구의 결과에서

유아가 의도 정서 조망수용에 비해 사고 조망수용의 수행을 어려워한

을 고려했을 때,사고 조망수용에 한 실행기능의 향이 나타나기에

는 유아 사고 조망수용의 발달이 다소 제한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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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유아는 양육자에 한 일 되고 안정 인 표상을 토 로 타인의 사고

에 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타인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행

동하는지에 해 정교한 추론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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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논의

유아는 성장하면서 타인이 자신과는 구별되는 의도와 정서를 가지고,

상이한 사고 과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조망수용은 유아를

둘러싼 사회 세계를 이해하기 한 핵심 사회인지 능력으로서 성장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숙달되지만,유아의 주된 계 맥락인 부모와의 애착

이 이를 진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을 강조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조망수용과 애착의 계에 해 혼

재된 결과를 제시하며,이 계를 매개할 수 있는 유아의 인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 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에 주목하 다.이에 따

라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을 실행기능이 매개하는

지 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 으로 3세 유아 47명,4세 유아 50명,5세 유아 50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연구문제에 따라 각 연령집단 유아의 조망수

용을 그림 이야기 과제로 측정하 고,애착안정성은 인형 이야기 완성

과제를 실시하여 측정하 다.유아의 실행기능은 억제 검사,주의 환 검

사,작업기억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이 게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유아의 연령은 조망수용과 실행기능에 확연한 발달차를 야기한

다.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 타인의 의도,정서와 사고를 그 사람의 입장

에 서서 보다 유능하게 추론한다.구체 으로 의도 조망수용은 3세와 4

세 사이에 한 발달이 이루어진다.흥미로운 은 3세의 평균 수가

이미 간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며,이는 3세가 되면 겉으로 드러

난 행 의 결과로부터 개인 내면의 마음 상태인 의도를 일정 수 분리

하여 이해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즉 타인 행동의 의도를 읽어내는 유

아의 능력은 비교 이른 나이에 성취되는 발달 특성이고(Colonnesiet

al.,2008;Flavell,2000;Wellman,2010),이는 약 3세에 이르러 의도 조

망수용이 가능하다는 사실(Shultzetal.,1980;Wellman & Phillips,

2001)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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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조망수용은 4세에도 상당히 정확한 수행이 가능하다.4세의 정

서 조망수용 수가 만 에 근 하게 도출된 상은 정서 조망수용의 발

달이 4세에는 안정화 된다는 사실(송하나,2005)을 확인한다.특히 3세에

도 평균 수가 간 이상으로 높은 편인데,이는 3세경 상황에 근거하

여 타인의 정서를 추론한다는 주장(Harwood& Farrar,2006;Wellman

etal.,2000)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Piaget가 주장한 것처럼 유

아는 하나의 만을 고수하지 않으며,갈등 계에 놓인 입장을 이해

하고 타인의 상반된 정서 상태를 인식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사고 조망수용은 비교 늦은 연령에 발달한다.사고 조망수용은 다

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상을 다시 표상해야 하는 상 표상을 반 하

며,이는 논리 이고 정교한 사고 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특히 5세가

되어서야 6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을 고려할 때,3세와 4세 유아는

5세에 비해 아직 사고 조망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자신의 사고와

구별되는 다른 사람의 사고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3세와 4세에 사고 조망수용의 발달이 시작되지만,여 히

보 수 이며 제 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Selman,1971)을 확인

한 것이다. 한 상 표상에 기 하여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능

력은 4세가 과도기라는 사실(Wellman& Cross,2001)을 확인할 수 있

다.

유아의 연령이 3세에서 5세로 높아지면 유아는 실행기능 체에서 더

뛰어난 과제 수행 능력을 보인다.즉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

행동을 수행하기 해 련이 없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기존의 정

보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략을 창출하는 실행기능이 발달함을 의미한

다.특히 3세에 비하여 4세와 5세의 실행기능 능력이 더 높은데,이는 4

세를 기 으로 실행기능의 주요한 발달 변화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Blair& Razza,2007;Carlson& Moses,2001)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한 이러한 사실은 실행기능을 하 요인으로 나 어 개별 으로 살펴보

는 것뿐만 아니라 역일반 인 단일 구성체로 악했을 때에도 실행기

능의 발달 특징을 합하게 반 한다는 (Hughes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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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Goodmanetal.,2014)을 지지한다.

종합해보면 유아의 조망수용과 실행기능의 모든 역에서 연령에 따

른 차이가 뚜렷하다.이러한 을 고려했을 때,가정에서는 유아의 연령

에 따른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의 발달차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양육해야

하며,보육 유아교육 기 의 경우 연령에 합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

여 유아의 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에 한 애착안정성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다.이러한

상은 부모와 유아,과제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먼 부모

의 양육방식이 자녀 성별에 따라 상이하여 나타난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부모는 유아의 정서 경험을 다룰 때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련

화를 더 많이 시도하고 정서의 원인을 정교화하는데,이는 남아와 여

아가 애착 이야기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Sher-Censor& Oppenheim,2004).다음으로,유아의 성별에

따라 타인에 한 심 수 이 상이하여 이러한 특성이 애착안정성에

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가능하다.여아는 남아에 비해 인 계와 정서

경험,갈등해결에 을 두는 경향이 강하고,타인을 향한 심 혹은 염

려에 민감하다고 보고된다(Hastings,Zahn-Waxler,Robinson,Usher,&

Bridges,2000).즉 여아는 애착 계에서도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요

하게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안정 애착을 형성할 기회를 자주 제

공받을 수 있다. 다른 가능성은 언어 표 을 통해 애착안정성을 평

가하는 과제의 특성이 성차를 야기하는 것이다.여아의 이야기는 남아에

비해 일 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애착안정성 과제의 수행을 평가할 때

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tievenartetal.,2012).그러나 언어 서술

없이도 소품과 인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표 할 수 있기 때문에

(Greenetal.,2000)언어 기술이 애착안정성 수에 향을 미칠 가능

성은 비교 낮은 편으로 사료된다.추후 연구에서 유아의 반 언어

능력을 통제하여 성별에 따른 애착안정성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더욱 명

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유아의 조망수용,애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은 상호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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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을 가진다.이러한 사실은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사회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와 정서,사고를 추론하는 능력이 발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유아는 양육자와의 안정 인 목표-수정 트 십에 참여하면

서 타인의 내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사용하는 능력이 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Symons& Clark,2000).더욱이 애착안정성과 실행기

능 간 연 성은 유아가 양육자를 신뢰할 만한 안 기지로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극 으로 탐색하면서 실행기능의 향상을 한 기회를 제공받는

다는 주장(Bernieretal.,2012)을 확인한다.이는 유아가 애착 상의 이

용가능성에 어려움이 없고 큰 안정감을 느낄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해

요구되는 상 인지의 수 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유아의

조망수용과 실행기능이 상호보완 으로 발달함을 알 수 있다.이는 유아

의 조망수용과 실행기능이 두엽이라는 공통의 신경학 기 를 가지

고 유아기를 심으로 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등 근원 련성을 가

진다는 주장(Carlsonetal.,2004;2013;Decety& Meyer,2008;Moses,

2001)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이에 따라 유아의 실행기능

수 을 악하고 히 개입하여 발달을 지원한다면 원만한 인 상호

작용을 이끄는 조망수용의 발달에도 도움을 수 있으리라 기 된다.

셋째,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과 조망수용에 직 향을 미

친다.이는 유아의 안정 애착이 유아로 하여 자신의 즉각 인 요구

를 억제하고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환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뜻한다.

애착은 유아가 경험하는 괴로움과 공포를 감소시키고자 활성화되며 이

에 따라 유아의 주의집 에 여한다는 (Fonagy& Target,2002;

Wolff& VanIJzendoorn,1997)에서 실행기능을 숙달시키는 안정 애착

의 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조 과 억제를 익히

고 한 처 략을 세우는 등 실행기능의 주요 기능을 연습할 수 있

도록 안정 인 애착 계를 형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타인의 행동에 내포된 의도,정서와 사

고에 주의를 기울여 보다 정확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 다.즉 부모와 유

아가 상 방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 하는 목표-수정 트



-89-

십을 안정 으로 형성하는 것이 타인의 의도 이해에 요한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부모가 일 된 정신 표상을 제공하는 상호작

용을 지속한다면 유아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타인의 사고에 한 기

를 발달시키고,이를 기 로 타인의 사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나

아가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유아에게 타인과의 더욱 활발한 정서 상

호작용을 참여하도록 이끌고 정서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리라 기 된

다.종합했을 때,유아의 연령이나 어휘능력이 미치는 향과 계없이

부모와의 정 인 애착 계는 유아의 조망수용 발달에 요함을 시사한

다.단,조망수용과 실행기능의 발달에서 유아의 연령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고려했을 때 애착안정성의 향력은 연령에 한 여지를 두고 이

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실행기능을 매개로 의도 조망수용 정

서 조망수용에 향을 미친다.즉 유아의 연령과 어휘능력을 통제했을

때,애착안정성과 의도 정서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이 개입할

경우 애착안정성의 직 효과는 사라지지만 이와 같은 향력은 실행기

능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이는 타인의 내 상태를 이해하기 해서

는 상 인지과정의 발달이 요하다는 역일반론의 주장(Carlson&

Moses,2001;Hughes& Ensor,2005)을 확인한 것이다.유아와 부모 간

안정 인 애착 계를 토 로 유아의 실행기능 수 이 보다 우수하고 정

교해질 수 있으며,이는 결과 으로 타인의 의도와 정서 상태를 추론하

는 능력의 발달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유아의 의도 조

망수용과 정서 조망수용을 진하기 해서는 부모가 유아에게 애착 경

험을 통해 합하지 않은 반응은 억제하고 한 안을 고안하는 방법

을 안내하는 것이 효과 임을 시사한다.부모는 실행기능 기술을 활발히

연습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이나 경험 등을 제공하여 실행기능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를 들어,게임놀이는 유아가 목표를 달

성하기 해 재의 만족을 억제하거나 련 규칙을 이해하여 용하는

등 실행기능과 유사한 수행 과정을 거치므로(이 자,이종숙,신은수,

2005)이러한 놀이에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면 실행기능의 연습과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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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으로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보육 유아교육 장에서 유

아가 타인의 의도와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지도할 때,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을 병행한 통합 교수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사고 조망수용의 계에서 실행기능의 매

개효과는 없으며,애착안정성만이 사고 조망수용에 직 인 향을 미

친다.이에 해 두 가지 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먼 부분 으로

역특정론을 지지하는 바로 이해할 수 있다.유아의 내 상태 사고는

독립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상 인지과

정과는 계없이 근본 이고 질 인 개념 환이 필요하다는 입장

(Gopnik& Slaughter,1991)이다.이에 따라 유아는 역특정 인 지식

을 토 로 타인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유아의 실행기능은 사고

조망수용에 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은 역일반론의 가능성,즉 실행기능과 사고 조망수용

의 잠재된 연 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역일반론은 마음에 한 개념

지식의 역특수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지식을 발 시킬 수 있는

실행기능과 같은 인지과정이 병행하여 마음 상태를 설명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김진경,이순형,2008;Sabbaghetal.,2006).따라서 사고를 이

해하기 한 련 지식의 환이 제 로 정립되지 않았다면 실행기능의

잠재 인 향력을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주목할 은 유아 사고 조

망수용의 평균 수가 간 이하로 나타나 바닥효과(flooreffect)를 보

다는 것이다.특히 3세 유아는 사고 조망수용의 수행이 다른 연령에 비

해 상당히 조하고,4세 유아는 보통 수 이며,5세에 이르러서야 비교

높은 수행을 보인다.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사고 조망수용에 한

실행기능의 향력이 나타나기에는 유아가 지닌 사고에 한 지식이 다

소 제한 이고 기 인 수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사고 조망수용은

단순한 개념의 결핍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련 지식이 일정 수

으로 성숙해질 때 실행기능의 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추후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발달차를 고려하여 사고 조망수용의 수행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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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능숙한 연령 의 표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이를 토

로 실행기능이 사고 조망수용에 지니는 향력을 명확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연령,어휘능력 실행기능과 독립 으로

사고 조망수용의 발달에 상 향을 미친다.기존 연구(Carlson&

Moses,2001;Hughes& Ensor,2005)에서 지지되어 온 유아의 상 인

지과정의 수 보다 사회 요소인 애착이 사고 조망수용의 발달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는 유아가 애착 상의 생각과 행동

을 해석하고 측하기 해 사용해온 표상이 확장된 사회 환경으로 옮

겨가면서 타인의 사고를 추론하기 한 도식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Greenetal.,2007).즉 가정에서의 정 애착경험이 함의하는 요

성을 강조하는 바이다.부모가 반응 이고 민감한 양육을 통해 애착안정

성을 증가시킨다면 유아가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사고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유아의 사고 조망수용을 증

진시키기 해서는 유아가 애착 상에 해 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표

상을 형성하도록 하는 부모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조망수용과 련이 있는 변인으로서 유아의 애

착안정성과 실행기능을 살펴보고 세 변인의 통합 계를 검증하여

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 으나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연구의 제

한 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유아의 반 인 언어능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비록 어휘 소검사를 통해 유아의 어휘력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

지만,이 외에도 유아의 발화나 표 수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

한 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유아의 언어능력과 조망수용

실행기능의 련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Henningetal.,2011;Wellman,

2010)가 존재하므로,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능력 반을 악하여

연구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유아의 의도 조망수용을 측정함에 있어 행 자의 의도에 포함

될 수 있는 정서를 구분짓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의도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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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정이 포함될 수 있고,이러한 속성들이 상호작용하며 의도의 추

론과 측에 향을 미칠 수 있다.상 의 정서 조건에 따라 의도에

한 해석이 달라지므로(정 심,이순형,2016)행 에서의 의도성을 명확

히 단하기 해서는 특정 의도로부터 정서를 분리시킨 상황을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조망수용의 검사도구를 구성할 때 유아와 동성의 등장인물 삽

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유아는 상 에 한 친근함이나

선호도에 따라 그 사람의 정서와 사고를 다르게 추론할 가능성이 보고된

다(Repacholi& Trapolini,2004).따라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증가시키

고 보다 정 한 측정을 해 연구 상 유아와 동성의 등장인물을 제시하

는 과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부모나 교사의 평가에 의존하는 설문지 측정을 사용하지 않고 조

사의 모든 차에서 유아와의 일 일 면 과 과제 수행을 통해 직 자

료를 수집해 사용한 연구이다.유아의 실제 반응과 직 참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문 지식을 배양한 훈련된 연구자가 객 입장에서

평정함으로써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 에 의의가 있다.

둘째,기존의 연구가 조망수용의 발달 기제와 연령에 따른 변화를 강

조하던 것에서 나아가 발달의 개인차를 이끄는 변인을 입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재까지 수많은 연구가 유아의 조망수용을 비롯한 마음이

론에 해 다루어 왔으나, 다수는 역별 발달의 시 과 조망수용의

요성을 심으로 논의하고 있다.조망수용의 발달을 돕는 변인들의

향력이 충분히 밝 지지 않아 구체 방안의 모색은 여 히 부족하 다.

이 연구의 두드러지는 은 조망수용의 발달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에 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 것이다.이를 통해 조망수용 발달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셋째,유아의 애착과 실행기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사회 ・인지

근을 동시에 모색하고,조망수용과 련된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입장

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 계를 검증한 연구이다.기존의 선행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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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조망수용의 계(Laranjoetal.,2010)혹은 실행기

능과 조망수용의 계(Nilsen& Graham,2009)등 양자 간 계를 규명

하는 것에 머물 으며,애착이 조망수용에 미치는 향력에 한 상반된

결과(Meinsetal.,2002;Repacholi& Trapolini,2004;Steeleetal.,

2002)를 보고하 다.이 연구는 통합 모형을 통해 실행기능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혼재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련 변인들에

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조망수용의 다면 인 발달 과정을 밝힘으로써 마음이론 분야에

서 다차원의 근이 필요함을 제시한 에 의의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마음이론의 기 가 되며 사회 인 능력을 반 하는 의도 ·정서 ·사고

조망수용(Enright& Lapsley,1980;Flavell,2000;Wellmanetal.,2000)

을 살펴 으로써 개별 역에 따라 유아의 사회 특성과 인지 특성이

지니는 향력이 상이하며,연령에 따른 이해 수 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즉 마음이론은 입체 구성체로서 다양한 내 상태를 아우

르는 체계가 보다 설득력 있고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진시키고 이를 통해 조망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와의 안정 인 애착 계가 지니는 요성을 증명

한 에 실제 의의가 있다.유아의 실행기능과 조망수용 능력을 지원하

기 한 근 방법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유

아가 지니는 애착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상 인지과정의 발

달을 조력하는 양육자의 역할이 요하며,이는 유아가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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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ffectofAttachment

SecurityonPreschoolers’

PerspectiveTaking

:ExecutiveFunctionasamediator

Park,Hayeon

DepartmentofChildDevelopment& FamilyStudi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 aims ofthis study are (1)to investigate the normative

variationsin perspectivetaking,attachmentsecurity,andexecutive

function with the variables ofsex and age,(2)to examine the

prospectivelinksamong perspectivetaking,security ofattachment,

and executivefunctioning,(3)to identify whetherthe attachment

security would impactexecutive function and perspective taking

respectively,and(4)toinvestigatethemediating roleofexecutive

functionontherelationsbetweenattachmentsecurityandperspective

taking.

Onehundredandforty-sevenpreschoolers(47of3-year-olds,50

of4-year-olds,and50of5-year-olds)living inKyunggi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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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d in this study. Children were recruited from 3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To measure the perspective

taking-includingintention,emotionandthought-,attachmentsecurity

andexecutivefunction-suchasinhibition,setshifting,andworking

memory-eachtaskwasimplementedthroughone-to-oneprocedure.

Thestatisticalmethodsadopted fordataanalysiswerefrequency,

percentile,mean,standard deviation,independent t-test,one-way

ANOVA,andmultiple& 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analysisby

usingSPSS22.0program.

Themajorfindingsofthestudyareasfollows:

First, older children performed better on perspective taking.

Specifically,4-and5-year-oldstendedtooutperform 3-year-oldson

intentionandemotionperspectivetaking.Incaseofperspectivetaking

ofthought,significantdifferences were found in allage groups.

Moreover,agedifferencedidappearinexecutivefunction,showing4-

and 5-year-olds had more advanced executive abilities than

3-year-olds.Nosex-relatedeffectwasreportedfortheperspective

taking orexecutive function.Meanwhile,girls had more secured

attachmentthanboysdid.Therewasnoageeffectwithattachment

security.

Second,preschoolers’perspectivetakingwassignificantlyrelatedto

attachmentsecurity,aswellasexecutivefunction.Furthermore,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executivefunction.Asexpected,thecorrespondingcorrelationswere

positiveinallcases.

Third,attachmentsecurity significantly predicted both executive

functionandperspectivetaking,indicatingthatchildrenmoresecurely

attachedtotheircaregiversperformedbetteronexecutivefunction

andallthreedimensionsofperspectivetaking,whichwas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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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ageandvocabulary.

Lastly,theeffectsofattachmentsecurityonintentionandemotion

perspectivetakingswerefullymediatedbyexecutivefunctionwhen

holding children’sageandvocabularyconstant.However,executive

function did not predict thought perspective taking, whereas

attachmentsecuritydid.Thesefindingsillustratethatthemediating

roleofexecutivefunction on the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andthoughtperspectivetakingwasnotsignificant.

Thesefindingsrevealthatpreschoolchildren’sperspectivetaking

andexecutivefunctiondisplaysagradualgrowthwithincreasingage

and suggest that their attachment security differs by sex.

Furthermore,the results provide supportforthe hypothesis that

attachmentsecurity is involved in preschoolchildren’s developing

executivefunctionandperspectivetaking,includingintention,emotion,

andthought.Moreimportantly,thesefindingsdemonstratethatthe

influences of attachment on perspective taking of intention and

emotionaremediatedbythesetofhigherordercognitiveprocesses

which are referred to as executive function.In case ofthought

perspectivetaking,children’sattachmentbetterexplainsincreasesin

performance of taking another’s perspective about thought. In

conclusion,giventhatparent-childattachmentsecuritymayplayan

importantroleinchildren’scognitiveandsocio-cognitivedevelopment,

parents’endeavortoenhancethequalityofattachmentrelationship

would be a fruitfulpath for preschoolers’developing executive

capacitiesandperspectivetaking.

keywords:perspectivetaking,intention perspectivetaking,

emotion perspective taking, thought perspective taking,

attachmentsecurity,executive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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