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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동주의는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적 과제 중의 하나로 영아가
타인과 함께 외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도 자신과
함께 특정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주의는

영아기

전반에

걸쳐

점차적으로

발달하며,

이후

언어능력과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아기 일부 월령에서의 공동주의의 발달만을 살펴보고
있으며 영아기 내에서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로 인해 연구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주의와 언어 능력
간의 상관을 비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의 발달이
아동기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9개월부터 28개월까지 여러 시점에서 영아-어머니 자유놀이
상황을 통해 공동주의를 측정하고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공동주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변화율에서 영아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만 3세에 K-CDI 아동발달검사에서 언어관련 하위 영역을 측정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영아기 공동주의의 변화율이 이후 만 3세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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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영아기에서

아동

초기에

이르기까지

공동주의는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공동주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모두 영아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공동주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에서의
개인차는 모두 이후 아동 초기 언어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 초기 시점까지의 공동주의의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주의의 발달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시점에서 공동주의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주의의 초기값뿐만 아니라
변화율에서 나타나는 영아간 차이가 이후 아동 초기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련성에서 공동주의의
변화율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공동주의, 공동주의의 변화 양상, 공동주의의 초기치, 공동주의의
변화율, 공동주의 변화율에서의 개인차, 언어능력

학번: 201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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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영아가
사건을

타인과의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함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주의를

외부

집중하는

대상이나
능력을

공동주의(Joint Attention)라고 한다(정윤경, 곽금주, 2005; Bakeman &
Adamson, 1984; Leavens & Racine, 2009). 공동주의는 영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로(Bakeman & Adamson, 1984; Moore & Dunham,
1995; Morales et al., 2000a; Scaife & Bruner, 1975), 영아와 성인이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영아가 성인과 공통의 사물이나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Tomasello, 1995). 즉, 공동주의는 영아가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주의를 공유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Corkum &
Moore, 1995; Moore & Dunham, 1995; Mundy, Sigman & Kasari, 1994).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공동주의는

대부분

영아기

전반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발달된다(정윤경, 곽금주, 2005; Adamson, Bake, & Dekner,
2004; Bakeman & Adamson, 1984; 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Morales, Mundy, & Rojas, 1998; Mundy et al., 2007). 영아기 공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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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살펴본 여러 종단 연구들에서 공동주의는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이

나타나며,

공동주의

지속

시간도

월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정윤경, 곽금주, 2005; 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Striano, Stahl, & Cleveland, 2009). 이를 통해,
영아기 공동주의는 생후 첫 해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두 번째 해까지
발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9 개월부터 18 개월까지의 공동주의 발달
변화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 12, 15, 18 개월에
더하여 24, 28 개월까지 좀 더 확장된 시점을 추가하여 영아기 전반과 아동
초기에 걸쳐서 공동주의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공동주의
발달을 살펴본 여러 연구들에서 영아와 양육자의 관계의 질(Caussen et al.,
2002;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Scholmerich et al., 1997),
양육자의 민감성과 공동주의를 이끌어주는 능력(정윤경, 곽금주, 2005;
Adamson & Bakeman, 1985; Carpenter et al., 1998; Kroupina et al., 2002;
Tomasello & Farrar, 1986), 영아의 기질(Adamson & Bakeman, 1985;
Mundy & Willoughby, 1998; Trevarthen & Aitken, 2001)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공동주의

발달과

관련이

있었다(Vaughan et al., 2003). 즉, 영아마다 공동주의가 발달하는데 있어서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공동주의 발달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2

영아기의

공동주의

발달은 이후 다른 여러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Dunham, Dunham, & Curwin, 1993; Moore, 1996; Werner & Kaplan,
1963).

영아기

Tomasello,

내에서

1995),

공동주의는

사회인지(Carpenter

모방학습(Carpenter

et

al.,

et

1995;

al.,

1998;

Slaughter

&

McConnell, 2003), 정서조절(Morales et al., 2005)과 상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아기 공동주의는 이후 아동 초기의 마음이론(김연수, 정윤경,
곽금주, 2009; Aschersleven et al., 2008; Charman et al., 2000; Mundy et
al., 1994), 사회적 유능감(Hecke et al., 2007)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기에 공동주의를 잘 한 아동은 아동 초기에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나타냈다.

하지만

마음이론
무엇보다

능력이

높았고,

공동주의

긍정적인

발달은

사회적

어휘습득(김연수,

유능감을
정윤경,

곽금주, 2009; 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Baldwin, 1995; Carpenter et
al., 1998; 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Delgado & Delgado,
2002; Tomasello & Farrar, 1986; Tomasello & Todd, 1983), 이해언어와
표현언어(Brooks & Meltzoff, 2005; Charman et al., 2000; Hecke et al.,
2007; Markus et al., 2000; Morales et al., 2000a; Mundy & Gomes, 1998;
Mundy et al., 2007)와 같은 영아기와 아동초기 언어능력과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아가 양육자나 다른
성인과의 사이에서 경험하는 공동주의는 영아의 언어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환경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Bakeman & Adamson, 1984; Bald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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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Dunham & Dunham, 1992; Marks et al., 2000; Mundy & Gomes,
1997; Scaife & Bruner, 1975; Tomasello & Farrar, 1986). 예컨대, 영아가
9 개월 무렵이 되면, 부모들은 영아가 외부 대상을 가리키거나 쳐다볼 때
그것을 함께 보면서 대상의 이름을 명명하는 경향이 있다(Goldin-Meadow,
2006; Locke, 2001). 즉, 공동주의는 영아가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곽금주, 김수정, 김연수, 2011).
공동주의와
공동주의의

언어능력
차이가

간의 관계를

영아기와

살펴본 많은

아동초기

연구들에서

언어능력과

관련이

영아기
있다고

보고된다(박영신, 2011; Carpenter et al., 1998; Charman et al., 2000;
Desrochers et al., 1995; Hecke et al., 2007; Markus et al., 2000; Morales
et al., 2000a; Mundy et al., 2007). 각 연구마다 공동주의를 측정하기
시작한 시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공동주의를

측정한

초기

언어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시점에서의
일관된

공동주의

결과가

능력의

보고된다.

차이가

그러나

이후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아기 동안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계에 치우쳐있어
공동주의와 아동 초기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측정된 공동주의 월령과 이후 측정된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일관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동주의가
발달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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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의가 발달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공동주의 변화가 이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 후기와 아동 초기 시점까지 확장하여 공동주의
발달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영아간 공동주의 발달의 변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변화율이 이후 아동 초기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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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의

공동주의(Joint Attention)는 어린 영아들의 말하기 이전과 초기 언어적
의사소통의

발달에

관심이

있는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되었고(Elian, 2005), 오랫동안 여러 연구자들과 의사들에 의해 꾸준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Bruinsma, Koegel, & Koegel, 2004). 영아기 공동주의
능력의 출현은 단순히 영아가 타인과 같은 외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영아기 공동주의 능력은 영아기에서의 사회인지(Carpenter et al., 1998;
Tomasello,

1995),

모방학습(Carpenter

et

al.,

1995;

Slaughter

&

McConnell, 2003), 정서조절(Morales et al., 2005), 언어능력(Baldwin, 1995;
Carpenter et al., 1998; Desrochers et al., 1995; Markus et al., 2000;
Mundy & Gomes, 1998; Mundy et al., 2007)와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초기의 마음이론(김연수, 정윤경, 곽금주, 2009; Aschersleven et al.,
2008; Charman et al., 2000; Mundy et al., 1994), 사회적 유능감(Hecke et
al., 2007), 언어능력(Charman et al., 2000; Morales et al., 2000b)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동주의 능력은 언어와 사회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아기의 중요한 이정표(milestone)라고 할 수 있다(Morales et al.,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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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의의 구성요소
영아가 흥미가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인 공동주의(joint attention)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협조적이고 공유된 시각적 주의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Bakeman &
Adamson, 1984; Scaife & Bruner, 1975; Tomasello, 1995).
이러한 공동주의는 단순하게 영아가 타인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서
나타나는 능력(Butterworth, 1991, 2001; Corkum & Moore, 1995)이 아니다.
공동주의는 영아가 타인이 자신과 함께 특정한 외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같은 대상에 타인과 함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Tomasello,

1995).

영아가

공동주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Brune(2004)은 세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영아는 타인이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동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영아는

타인의

주의적

관계에

대한

이해(Comprehension of attentional relation)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Social engagement)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영아가
타인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특정 대상에 자신의 주의도 이동시키거나,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에 타인의 주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영아는 타인과 외부 대상에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고, 이
사이에서 주의를 이동하고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조절(Atten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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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영아는 타인의 주의를 이해하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나 사건에 타인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타인의 주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타인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특정 대상에 자신의
주의를 따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의는 영아기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의 핵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윤경, 곽금주, 2005; Charman et al., 1998).
영아기 공동주의는 타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사물이나 사건을 탐지하여
따라가는 시선 따라가기, 타인과 외부 대상 사이에서 시선 교환하기, 영아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으로 타인의 주의를 이끌기 위해 외부 대상을 가리키기,
주기, 보여주기 등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김현경, 2008; Mundy et al.,
2003; Seibert et al., 1982; Hecke et al., 2007).

공동주의의 발달
공동주의 능력은 영아기 전반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발달한다(정윤경,
곽금주, 2005; Adamson, Bake, & Dekner, 2004; Bakeman & Adamson,
1984; 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Morales, Mundy, & Rojas,
1998; Mundy et al., 2007). 약 4개월까지 영아들은 주로 양육자에게 주의를
집중하다가 약 5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영아들은 외부의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Eilan, 2005). 그리고 6개월 정도부터 영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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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

외부

대상을

번갈아

바라보며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Newson & Newson, 1975). 또한 영아들은 8개월부터 타인이 바라보는
대상을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 따라가기 행동을 학습할 수 있고(Corkum &
Moore, 1998), 약 10개월 정도가 되면 자발적인 시선 따라가기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Butterworth & Cochran, 1980; Butterworth & Grover, 1990;
Butterworth & Jarrett, 1991; Corkum & Moore, 1998; Scaife & Bruner,
1975).

그

후

약

12개월부터

대부분의

영아들이

눈맞춤이나

소리,

가리키기와 같은 몸짓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주의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Leung & Rheingold, 1981; Liszkowski,
Albrecht, Carpenter, & Tomasello, 2008; Liszkowski, Carpenter, Henning,
Striano, & Tomasello, 2004; Liszkowski, Carpenter, & Tomasello, 2007).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영아들은 타인이 고개를 돌려 특정한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Brooks & Meltzoff, 2002), 타인의
가리키기 행동이 외부의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Woodward & Guajardo, 2002). 영아의 타인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가는
능력은 영아들이 가리키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습득하지만 영아들이 가리키기
행동을 사용하면서 그 능력이 더욱 향상되게 된다(Leung & Rheingold,
1981). 약 14개월 정도부터는 영아들이 타인이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시선의 상태를 통해 외부의 특정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Brooks & Meltzoff, 2002). 이렇게 영아의 공동주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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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교해지고 통합되며, 이에 따라 영아의
공동주의 능력은 더욱 체계화되고 발달하게 된다(정윤경, 곽금주, 2005;
Eilan, 2005).
공동주의

발달을

최초로

살펴본

Bakeman과

Adamson(1984)은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3개월마다 양육자와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영아의
공동주의가 일어난 시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6개월에는 2.3%,
9개월에는 2%, 12개월에는 3.6%, 15개월에는 11.2%, 18개월에는 26.6%로
나타났고,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공동주의 시간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주의를 측정한
Carpenter

등(199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9개월부터 15개월까지 매달 영아의 공동주의 빈도를 살펴보았고, 9개월에는
평균

1.6회, 12개월에는

평균

4회, 15개월에는 4.3회로

월령에

따라

공동주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는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의의 지속 시간도 9개월에
평균 13초에서 12개월에는 30초, 15개월에는 44초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의 공동주의는 월령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동주의를

측정한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Morales 등의 2000년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척도(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ESCS)를 통해 영아에게 구조화된
상황을

제시하여

공동주의를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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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살펴보았다.

8개월부터

24개월까지 영아들의 타인의 시선 따라가기, 타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기
등 공동주의 행동의 정확성을 살펴본 결과, 8개월에서 10개월,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19%에서 39%, 39%에서 66%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방법으로 9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영아들의
공동주의 발달을 살펴본 Mundy 등(2007)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영아의 공동주의 행동의 정확성은 9, 12, 15, 18개월에 23%,
48%,

63%,

68%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공동주의 행동의 정확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눈 마주치기 행동과 같은 공동주의 행동 또한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매주 다양한 과제를 통해 공동주의를 측정하여 발달을 살펴본
Striano 등(2009)의 연구에서도 월령에 따라 공동주의 행동의 성공률이
증가함으로써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공동주의 발달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9개월부터 18개월까지 어머니와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영아가 나타내는
공동주의의 빈도를 살펴본 정윤경과 곽금주(2005)의 연구에서 월령에 따라
공동주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척도를 통해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영아의 공동주의 발달을 살펴본 박영신
등(2009)의 연구에서도 시선 따라가기, 타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기 등의
공동주의 행동은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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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동주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은 측정된 공동주의 시점의 차이,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의 차이, 연구가 진행된 시간의 차이 등의 이유로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주의가

생후

둘째

해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시작하여

첫

해

후반기부터

것에는

일관된

나타나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아기 일부 월령에서만 공동주의의 발달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영아기 후기와 아동 초기에 걸친 공동주의 발달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동주의 발달의 개인차
영아기 공동주의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공동주의가 발달하는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Carpenter

등(1998)의

연구에서

9개월부터 15개월 영아들 사이에 월령에 따라서 공동주의 상황의 빈도와
평균 지속 시간이 증가했으나 여기에 큰 개인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측정한
24명의 영아들 중 6명은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공동주의를 시작했고,
다른 5명은 11개월에서 12개월 사이, 또 다른 7명은 13개월에서 14개월
사이에 공동주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6명은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동주의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측정된

공동주의 시점들에서 개인차의 안정성을 살펴본 다른 연구들(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정윤경, 곽금주, 2005; Bakeman & Adamso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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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nter et al., 1998; Morales, Mundy, & Rojas, 1998; Morales et al.,
2000a; Mundy et

al., 2007)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고되는

시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주의의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아마다 공동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며, 영아기 동안 공동주의가 변화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공동주의의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공동주의 능력이 단순히 영아가 다른 사람과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발달하게

되는

단일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주의가

발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공동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가정환경(Wachs & Chen,
1986)이나 양육자의 민감성과 반응성(정윤경, 곽금주, 2005; Adamson &
Bakeman, 1985; Carpenter et al., 1998; Kroupina et al., 2002; Tomasello
& Farrar, 1986) 뿐만 아니라 영아와 양육자 관계의 질이 공동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Claussen et al., 2002; Flanagan et
al., 1994; Gartstein, Crqwford, & Robertson, 2008; Girolametto, Verbey,
& Tannock, 1994; Goldsmith & Rogoff, 1997; Morales et al., 2005; Raver
& Leadbeater, 1995; Rocha, Schreibman, & Stahmer, 2007; Ruff &
Rothbart, 1996; Scholmerich et al., 1997; Siller & Sigman, 2002). 예컨대,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안정 애착 아동들보다 공동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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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게 보이고(Claussen et al., 2002;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Scholmerich et al., 1997), 주의 시간도 더 짧았다(Main, 1983). 뿐만
아니라 영아의 기질, 특히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도 공동주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Adamson & Bakeman, 1985;
Mundy & Willoughby, 1998; Trevarthen & Aitken, 2001). 즉, 영아가
타인과 긍정적 정서를 공유하는 경향이 더 높을수록 공동주의를 더 많이
보였고(Adamson & Bakeman, 1985; Kasari, Sigman, Mundy, & Yirmiya,
1990; Mundy, Kasari, & Sigman, 1992), 새로운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사교적인 영아의 공동주의 빈도가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더
높았다(Mundy & Willoughby, 1998). 즉, 공동주의의 발달은 영아가 가진
중요한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자기규제 능력의 성숙(Butterworth &

Cocharan, 1980; Corkum & Moore, 1998; Mundy, Card, & Fox, 2000;
Mundy & Gomes, 1997; Tomasello, 1995; Uvlund & Smith, 1996)과 함께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Vaughan et al., 2003).
이러한 공동주의의 발달은 이후 영아기와 아동기에서의 다른 여러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Dunham, Dunham, & Curwin, 1993; Moore, 1996;
Werner & Kaplan, 1963). 공동주의 발달은 영아기 동안의 사회인지
발달(Carpenter et al., 1998; Tomasello, 1995)과 모방학습(Carpenter et al.,
1995; Slaughter & McConnell, 2003), 정서조절(Morale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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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Baldwin, 1995; Carpenter et al, 1998; Desrochers et al., 1995;
Markus et al., 2000; Mundy & Gomes, 1998; Mundy et al., 2007)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공동주의 발달은 아동 초기의 마음이론(김연수,
정윤경, 곽금주, 2009; Aschersleven et al., 2008; Charman et al., 2000;
Mundy et al., 1994)과 사회적 유능감(Hecke et al., 2007), 낮은 외현화
행동(Kolnik, 2008), 언어능력(Charman et al., 2000; Morales et al., 2000b)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즉, 영아기에 공동주의를 잘 한 아동이 아동
초기에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마음이론 능력이 높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유능감을 나타내며, 더 낮은 외현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의 발달은 이후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폐 장애 아동 관련 연구들에서 자폐아동의 경우 정상 발달
아동이나

다른

발달

장애아동들보다

공동주의

능력이

결여되어있음이

밝혀짐으로써(Bono, Daley, Sigman, 2004; Bruinsma, Koegel, & Koegel,
2004; Delinicolas & Young, 2007; Goldsmith & Rogoff, 1997; Landry,
1995; Mundy et al., 1986; Rauner, 2002; Raver & Leadbeater, 1995) 더욱
지지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의

발달과

관련하여

영아기와

아동기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모두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의한
관련성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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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의와 언어능력

영아기 공동주의를 살펴본 여러 연구와 이론에서는 언어 습득에서의
공동주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공동주의가 영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아의 언어발달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Bakeman & Adamson, 1984; Baldwin, 1995; 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Desrochers et al., 1995; Dunham & Dunham,
1992; Markus et al., 2000; Mundy & Gomes, 1996, 1997, 1998; Mundy et
al., 2007; Scaife & Bruner, 1975; Tomasello & Farrar, 1986). 왜냐하면
영아가 성인과 공동주의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아가 성인의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알아보는 것을 도와
단어와 물체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Dunham &
Dunham, 1992; Ninio & Bruner, 1978; Tomasello, 1988). 즉, 영아는
양육자나 다른 성인과 확립하게 되는 공동주의를 통해 주의의 대상이 되는
사물과 같은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Mundy & Gomes,
1998), 이렇게 인식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휘습득과 같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영아들은 공동주의를 통해 자신이 가리키는 대상과 자신이 표현하는
언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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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Baldwin, 1993, 1995). 즉, 영아는 공동주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면서 외부의 특정 대상과 언어와의 관련성도 함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Baldwin, 1995).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동주의 능력은 영아의 사회나 인지의 성숙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아가
나타내는 공동주의 능력은 언어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준비단계이자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Mundy와 Gomes(1998)의 연구에서 14개월부터
17개월까지 영아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언어이해, 표현언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기의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예,

타인의

시선

따라가기, 타인이 가리키는 곳 바라보기 등)은 이후 언어이해 능력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과 눈을 마주치거나 시선을 교환하는 행동,
가리키는 행동 등 공동주의를 시작하는 행동은 이후 표현언어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는 능력이나 물체와 타인 사이에 시선
교환하는 능력과 같은 영아기 공동주의 능력은 영아가 외부 대상과 언어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의 능력에서의
개인차는 언어 습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ldwin, 1995).
Carpenter 등(1998)은 9개월부터 15개월까지의 공동주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 시기 동안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언어능력을 9개월부터 15개월에 더하여 18, 24개월에도
측정함으로써 영아기 후기의 언어능력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11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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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에 영아들이 보낸 공동주의 시간은 9개월과 15개월의 어휘 이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했다.

그리고

14개월에서의

공동주의가 13, 14, 15, 18, 24개월에서의 어휘 생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여 공동주의와 초기 언어능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특히,
9개월에 공동주의를 시작한 영아들이 나중에 공동주의를 시작한 영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어휘를 이해했다. 즉, 영아가 공동주의를 빨리
나타낼수록 10개월과 15개월 사이에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주의를

시작하는

초기

시점에서의

개인차가

이후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최근 연구들(Hecke et al.,
2007; Mundy et al., 2007)에서도 9개월과 12개월에서의 공동주의 능력이
이후 24개월에서의 언어이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일관된 결과를 보고했다.
공동주의의

초기

시점을

다르게

측정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Markus 등(2000)의 연구에서는 12개월의 공동주의
능력이 18개월과 21개월의 표현언어와 .49, .52의 높은 상관을 보고하여,
12개월에 공동주의 능력이 더 좋은 영아들이 이후 18개월과 21개월에 어휘
표현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ales 등(2000)의 연구는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30개월의

영아들의

공동주의에

언어능력과의

12개월에서의

공동주의는

반응하는 행동을

관련성을
24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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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표현언어와

측정하고
그

.43과

24개월과

결과,

6개월과

.46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6개월과

8개월,

10개월에서의

공동주의는

30개월의

언어이해와 각각 .44에서 .59사이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6개월에 타인의 공동주의 시도에 반응을 많이 하는 영아들이 이후 24,
30개월에 더 높은 언어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박영신 등(2009)은
12개월에서 18개월 영아들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15개월과 18개월에 타인에게 공동주의를 더 많이 시도한 영아들이 각각
15개월과 18개월에 더 많은 어휘를 이해했다. 또한, 12개월에 타인의
공동주의 시도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인 영아들과 15개월에 공동주의를 더
많이 시도한 영아들이 18개월에 더 많은 어휘를 이해했다. 이를 통해,
12개월과 15개월의 공동주의가 18개월의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아기 동안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마다 측정된 공동주의와 언어능력의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영아기 내에서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사이의 동시발생적이고 예측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영아기

공동주의

능력과

아동 초기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Charman 등(2000)의 연구에서 20개월 영아의 공동주의
능력과 44개월의 언어이해와 표현언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0개월의 공동주의는 44개월의 언어이해, 표현언어와 각각 .57, .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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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20개월에 공동주의 능력이 더 좋은
영아들이 아동 초기에 더 나은 언어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연수와

곽금주(2010)는 12개월 영아의 공동주의 능력이 42개월의 언어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회귀분석을 통해 12개월 영아가 타인의 공동주의
시도에

반응하는

보여주었다.

것이

이후

박영신(2011)의

42개월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을

예측할

12개월에서의

수

있음을

영아가

타인의

공동주의 시도에 반응하는 행동이 36개월 언어이해 능력과 .42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했다. 즉, 12개월에 공동주의 시도에 반응을 잘 보인 영아들이
아동 초기에 더 많은 단어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영아기 동안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연구마다
공동주의 측정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언어능력과 상관관계가 보고되는
공동주의의 초기시점이 연구자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공동주의와

언어능력간의

연구들

중

공동주의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측정하고, 이후 언어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박영신, 2011; Markus et al., 2000; Morales et al., 2000a, 2000b;
Mundy et al, 2007)을 살펴보면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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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Morales

등(2000)의

연구에서는 6, 8, 10, 12, 15, 18, 21, 24개월에 공동주의를 반복측정 했고,
이중 6, 8, 10개월의 공동주의가 24개월과 30개월 언어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보고되었다. 반면 Mundy 등(2007)의 연구에서는 9, 12, 15, 18,
24개월에 공동주의를 반복측정 했고, 이중 9, 12, 15, 18개월의 공동주의가
24개월 언어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처럼 측정된 공동주의
시점들 가운데 이후 언어능력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개월이 있는가 하면,
상관이 보고되지 않는 개월도 있는 등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측정된

공동주의

시점들과

이후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만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측정한 시점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공동주의 시점은 알 수 있지만 영아기 동안 발달하는
공동주의의 변화가 이후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살펴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계에 있어서 초기 공동주의 능력이 이후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했으나, 영아기 동안의 공동주의 변화가 이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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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기 동안의 공동주의 발달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정윤경, 곽금주,
2005; Bakeman & Adamson, 1984; Carpenter et al., 1998; Mundy et al.,
2007)이

9개월에서

18개월

등

영아기

일부

월령에서의

공동주의의

발달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발달하는 영아기 후기나 아동기 초기에는 공동주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정윤경, 곽금주, 2005).
또한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Carpenter et al., 1998; Charman et al., 2000; Hecke et al.,
2007; Markus et al., 2000; Morales et al., 2000a; Mundy et al., 2007)
대부분이 영아기에 치우쳐 있으며, 영아기 일부 월령에서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련성만을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의 측정 시점이 연구마다 다르게 서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영아기를 포괄하는 종단연구뿐만 아니라 공동주의 시점을 영아기
후기와 아동기 초기까지 확장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공동주의의 발달을
살펴보고, 이러한 공동주의 발달과 아동 초기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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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주의

발달과

이후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박영신, 2011; Markus et al., 2000;
Morales et al., 2000a; Mundy et al, 2007)에서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상관이 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사이에
비일관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는 이유를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개월에서는
공동주의 능력에 있어서 영아간 차이가 많아서 이후 언어와 상관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공동주의 변화에서의 개인차를 살펴보고 이것이
이후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주의가 발달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 영아마다 공동주의 발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공동주의 변화가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선행 연구에서의 상기 한계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아기
전반뿐만 아니라 초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의 공동주의 발달과 공동주의
발달에서의

개인차가

아동초기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먼저 공동주의 측정 시점을 9개월부터 18개월뿐만 아니라 후기 영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24개월과 28개월을 추가하여 공동주의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넓은

시점의

공동주의

반복측정을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시기부터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기까지를 포함한

23

영아기 전반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초기 아동기에 걸친 공동주의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초기 공동주의 능력과 공동주의 발달에 있어서 영아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개인차가 이후 아동 초기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표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전반과 초기 아동기에 걸친 공동주의의 발달양상을 살펴보고
영아기 공동주의 초기값과 공동주의의 변화가 개인마다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탐색했다.
∙

공동주의는 9개월부터 28개월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

9개월 공동주의 초기값과 9개월에서 28개월에 이르기까지 공동주의
변화율에 있어서 영아마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둘째, 영아기와 아동 초기 공동주의의 변화와 아동 초기 언어능력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

9개월부터

28개월까지의

공동주의에서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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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후

만

3세

방 법

본 연구는 9개월부터 28개월까지 영아의 공동주의 능력을 6번에 걸쳐
반복 측정하여 영아기 전반과 아동초기까지 공동주의가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아기 공동주의 능력 측정에 참여한
아동들이 만 3세가 되었을 때 아동 초기 언어능력을 측정하여 영아기
공동주의 발달이 이후 아동 초기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97명의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였다. 이 중, 남아가 41명(42%)이었고 여아는 56명(58%)이었다.
이들은

2002년부터

참여하였으며,
28개월에

생후

영아기

시작된

종단연구에

9개월,

12개월,

공동주의

생후

15개월,

1개월이
18개월,

되었을

때부터

24개월,

그리고

능력을 반복적으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공동주의 측정을 9개월부터 시작한 것은 선행연구들(Brooks & Meltzoff,
2005; Carpenter et al., 1998; Tomasello, 1995; Mundy et al., 200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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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에서

공동주의

발달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인지에서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월령이 9개월부터 18개월이며, 이
시기를 공동주의 형성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되었을
시점에서

때

아동기

언어능력을

아동들의 평균

측정했다.

그리고 이들이 만 3세가

영아기

공동주의

능력

측정

연령은 각각 9개월(범위 8.86개월~10.2개월),

12개월(범위

11.1개월~13.33개월),

15개월(범위

18개월(범위

17.33개월~19.27개월),

24개월(범위

14.43개월~16.66개월),
23.7개월~25.2개월),

28개월(범위 27개월~29개월)이었다. 아동기 언어능력 측정 당시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만 3.63세(범위 3.49세~3.87세)이었다. 연구 참여 아동들의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 고등학교 졸업이 10%,
전문대학 졸업이 8%, 대학교 졸업이 71%, 대학원 졸업 이상이 8%이었다.

측정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모두 대학교 내에 있는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24개월과
28개월 공동주의만 각 영아의 집에서 측정되었다. 9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영아기 공동주의 능력은 실험실을 방문한 영아와 어머니에게 평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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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자유 놀이를 통해 반복 측정하였다.
24개월과

28개월에는

각

영아의

집을

방문하여

실험실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주의를 측정하였다. 영아와 어머니는 자유 놀이 상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놀이하기(teaching play),
ESCS(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측정 등 다른 실험에도 참여했다.
본 연구에서 공동주의 능력을 측정한 영아-어머니 자유 놀이는 모든 실험들
중 항상 가장 먼저 진행되었다. 그리고 참여 아동들이 만 3세가 되었을 때
다시 실험실을 방문하게 하여 부모 보고 형식의 아동발달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언어능력 관련 하위 척도들을 통해 아동 초기 언어능력을 측정했다.

영아기 공동주의: 영아-어머니 자유놀이 상황
영아들은 생후 9, 12, 15, 18개월에 어머니들과 함께 대학교 내에 있는
실험실을 방문하여, 24개월과 28개월에는 각 영아의 집에서 장난감 중심의
자유

놀이

상황에

참여했다.

이

자유

놀이

상황은

Bakeman과

Adamson(1984)의 절차를 따랐다.
영아-어머니 자유 놀이 상황에서는 공 1개, 그림책 1개, 전화기 2개,
인형

1개,

소꿉놀이

1세트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공되었는데,

도구로

이는

사용되었다.

영아와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가능한

평상시와 같이 자유롭게 놀이를 하도록 지시했다. 영아와 어머니는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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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들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 놀이를
시작했다.
영아-어머니 자유 놀이 상황은 1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든 놀이
상황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녹화되었다. 이때, 비디오카메라는 놀이방
바깥에 설치하여 비디오 촬영이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아-어머니 자유놀이 상황의 코딩 및 점수화

훈련된

관찰자

두

명이

Bakeman과

Adamson(1984)의

코딩체계를

사용하여 영아-어머니 자유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주의 상태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촬영된 자유놀이 시간 10분 중에서 앞의 2분과 뒤의 3분을 제외하고
중간의 5분만을 사용하여 주의 상태를 분석하였다. 위의 시간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영아와 어머니가 평상시와 같이 자유롭게 놀기는 하지만
연구실이라는 낯선 상황에서 처음부터 영아들이 평소처럼 놀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영아들이 어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가 분산되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상황이 놀이시간 후반부로 갈수록 많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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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들은

중간의

5분을

5초

단위로

나누어

3초

이상

지속된

주의상태를 영아의 주의 상태와 어머니와의 주의 협응 여부에 따라 6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각각의 하위 범주는 무관여(unengaged), 방관(onlooking), 대인 집중(person-engagement), 대상 집중(object-engagement),
지지적 공동주의(supported joint attention), 협응적 공동주의(coordinated
joint attention)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범주는
상호배타적으로 한 유형의 주의 상태가 다른 유형의 주의 상태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 이 6개의 하위범주들 중 영아가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외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머니와 대상 사이에서
자신의

주의를

협응시키면서

상호작용하는

협응적

공동주의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Bakeman & Adamson,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영아의 주의적 상태 중 협응적 공동주의를 공동주의로
간주하였으며, 공동주의란 협응적 공동주의를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아기 공동주의 능력의 측정치로 자유놀이 상황에서 영아가 나타내는
공동주의의 빈도를 사용하였다.
측정의 신뢰도는 두 명의 관찰자 중 두 번째 관찰자가 첫 번째 관찰자가
코딩한 영아들 중 10명의 영아들의 자료를 반복 코딩함으로써 살펴보았다.
관찰자의 일치도는 우연히 일치하는 확률에 근거하여 교정되는 통계치로
단순 일치도보다 낮은 값을 제공하는 Cohen Kappa를 사용했다. 보고되는
kappa

계수가

.60과

.75

사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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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good)

일치도

라고

할

수

있고, .75이상이면 아주 좋은(excellent) 일치도 라고 할 수 있다(Altman,
1991). 본 연구에 보고된 kappa 계수는 .64였다.

표 1. 자유놀이상황 코딩에서 주의 상태의 정의 및 행동의 예(정윤경, 곽금주, 2005)
하위 범주

정의

무관여
(unengaged)

다른 사람이나 외부 대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주의가 산만한
상태.

방관
(looking on)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중처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으로 관심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참여하지 않는 상태.

대인 집중
(people
engaged)

영아가 외부 대상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하는
상태.

대상 집중
(object
engaged)

영아가 혼자서 외부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상태.

지지적
공동주의
(supported
joint attention)

영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외부
대상에 다른 사람이 같이 바라보는
상태.
이 때 영아와 다른 사람 사이에
상호 인식이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음.

협응적
공동주의
(coordinated
joint attention)

행동의 예

영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외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사람과
대상 사이에서 자신의 주의를
협응시키고 상호작용을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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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앉아서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

주의를 두리번거리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

어머니가 장난감을 조작하는
것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

∙

어머니의 눈이나 몸을 보면서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

∙

장난감을 손으로 조작하며
주의를 집중하는 것.

∙

영아는 장난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고, 어머니는 이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도와줌. 하지만
영아는 어머니의 행동이나
주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감만 계속 가지고 노는
것.

∙

영아와 어머니가 장난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번갈아
쳐다보며 같이 노는 것.

∙

영아가 어머니에게 장난감을
가리키면서 쳐다보면
어머니가 이에 대응하여 같이
장난감을 바라보는 것.

아동기 언어능력: K-CDI 아동발달검사(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
영아기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만 3세가 되었을 때 Ireton(1992)이
개발하고,

김정미,

신희선(2006)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K-CDI

아동발달검사(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실시했다. K-CDI
아동발달검사는 15개월부터 만 6세 사이 아동에 대한 발달적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로 부모 보고 형식의 검사이다(김정미, 신희선, 2006). 아동이
실험실에서 다른 연구를 위한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아동의 어머니에게
검사지 작성을 부탁했으며, 검사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아동들의 언어발달적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K-CDI 아동발달검사 중 언어관련 하위 척도인 언어이해,
표현언어, 글자 척도의 점수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언어이해 척도는 “몇 개의 사물에 대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안다”,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말한다” 등 간단한 이해에서부터 개념이해인
언어이해 발달을 측정하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언어 척도는 “10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긴 문장을 말한다”,
“복수관련대명사를 사용한다” 등 간단한 몸짓이나 발성, 언어행동에서부터
표현적 의사소통의 발달을 측정하는 척도로 총 50문항이다.
글자 척도는 쓰기와 읽기를 포함하여 문자와 단어에 대한 인지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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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척도로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 문항에 대해 아동의 어머니는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다.
언어이해, 표현언어, 글자 척도의 코딩은 어머니의 응답에서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로 보고되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의
분석방법을 따르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통해
영아기와 아동 초기의 공동주의 발달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공동주의 발달의 변화와 아동 초기 언어능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세 시점이나
그 이상의 여러 시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측정된 종단 연구 자료에 대하여
집단의 평균뿐만 아니라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김계수, 2009; 김수정, 곽금주, 2013; 김진호, 2011; 홍세희,
유숙경, 2004; Duncan et al., 1999).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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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의 잠재변인과 변화율의 잠재변인으로 구조화한 후, 그것을 자료에
적용시켜서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도 분석할 수 있는(김진호, 2011; 최길찬, 1998)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종단 연구의 측정 시점 별로 결과 변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율과

변인

사이의

경로계수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잠재성장모형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된다(김계수, 2009; 김진호,
2011). 여러 가지 유형을 크게 무변화 모형, 선형 변화 모형, 비선형 변화
모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무변화 모형은 반복 측정된 시점에서 자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이다. 선형
변화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의 기본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형은 반복
측정된 시점에서 자료가 선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은 반복 측정된 자료가 세 시점 이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모형들이다. 반면, 비선형 변화 모형은 자료의 측정 시점이
네 시점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하며, 이 모형은 반복 측정된 시점에서
자료가 비선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김계수, 2009; 김수정,
곽금주, 2013;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의를
반복 측정한 자료가 9개월에서부터 28개월까지 총 6시점이므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뿐만 아니라 비선형 변화 모형도 함께 적용하여
공동주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지수(goodness-of-fit

33

index)를

통해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때 활용될 수 있는 적합도
지수로는 Chi-Square(χ2),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있다(김진호, 2011; 홍세희, 2000). 하지만 χ2는 표본의 크기나 상관의 크기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김진호, 2011; 홍세희, 2000), TLI나 CFI, RMSEA가
많이 사용된다(김진호, 2011). 적합도 지수는 서로 가진 장단점이 다르므로
한가지의 지수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계수, 2009; 김진호, 2011;
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TLI와 CFI,
RMSEA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서 적합도의 지수가 TLI와
CFI는 0.9 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김계수, 2009; 김수정, 곽금주, 2013; 김진호, 2011).
또한,
Maximum
완전정보

본

연구에서는

Likelihood;
최대우도

완전정보

FIML)을

추정법은

각

최대우도

활용하여
사례

추정법(Full

Information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였다.

수준에서

우도함수를

계산하여

종단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측치를 처리한다(홍세희, 유숙경, 2004).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서 SPSS 21.0을 이용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AMOS version 2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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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부터 초기 아동기까지 공동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발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의에서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유의미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이 개인차가 이후 만 3세의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되었다: 먼저 9개월부터 28개월까지 반복
측정한

영아기와

초기

아동기의

공동주의

빈도와

만

3세에

측정한

언어능력의 기술 통계와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영아기와 아동
초기

공동주의의

분석모형을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영아기와

아동

초기의 공동주의에서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만 3세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아동기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살펴본

결과,

아동기

언어능력에

성차가

있다(Berk,

2003)는

연구와

양육자의 학력에 따라 양육자의 담화(speech) 스타일이 다르며 이것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radley & Corwyn, 2002;
Hoff, 2003, Hoff & Tian, 2005; Hoff-Ginsberg, 1991; 1998)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에서 성별과 양육자의 학력에 따라 언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 자료에서는 성별과 양육자의 학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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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언어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별과
양육자의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 상관

공동주의가 9개월부터 28개월까지 6시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동주의
행동의 빈도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측정한 모든 월령에서 공동주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 영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월령에서 공동주의의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났다. 영아가 측정시점마다 나타낸 공동주의의 평균은
9개월에는 2.29, 12개월에는 5.25, 15개월에는 7.88, 18개월에는 13.08,
24개월에는 27.79, 그리고 28개월에는 38.4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아의
공동주의 행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18개월에서
28개월까지는 공동주의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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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아의 공동주의 변화에 대한 기술통계

공동주의

최소값

최대값

M

SD

9개월

.00

14.00

2.29

3.68

12개월

.00

23.00

5.25

5.45

15개월

.00

36.00

7.88

9.73

18개월

.00

42.00

13.08

11.26

24개월

.00

60.00

27.79

18.40

28개월

.00

60.00

38.47

21.01

45
40
공 35
동 30
주 25
의
20
빈 15
도 10
5
0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공동주의 월령

그림 1. 공동주의 월령에 따른 공동주의 빈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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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28개월

만 3세 언어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만 3세의
언어이해 척도의 평균은 45.24(SD=5.60)점으로 나타났고, 표현언어 척도의
평균은 45.18(SD=6.27)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 3세 글자 척도의
평균점수는 7.48(SD=5.57)점으로 보고되었다.

표 3. 만 3세 언어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M

SD

언어이해

25.00

50.00

45.24

5.60

표현언어

22.00

50.00

45.18

6.27

글자

.00

22.00

7.48

5.57

9개월부터

28개월까지

측정한

공동주의

능력과

만

3세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간 상관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9개월의 공동주의는 12개월(r=.405, p<.01)과 15개월(r=.324, p<.01)의
공동주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12개월의 공동주의는 15개월의
공동주의(r=.408,
공동주의는

p<.01)와

28개월의

보였다(r=.200).

하지만

정적

상관을

공동주의와
공동주의

보였다.

p<.01

사이에

그리고

수준에서

보고된

상관은

24개월의

정적
낮은

상관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12개월의 공동주의는 만 3세 언어이해(r=.239, p<.05),
표현언어(r=.314, p<.01)와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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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의 공동주의는 만 3세 표현언어(r=.222, p<.05)과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18개월의 공동주의는 만 3세 언어이해(r=.217, p<.05)와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4개월의 공동주의는 만 3세 언어이해(r=-.208, p<.05),
만 3세 글자(r=-.224, p<.05)와 낮은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만 3세 언어능력(언어이해, 표현언어, 글자)은 서로 p<.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43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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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동주의와 언어능력간 상관관계
변인
1. 9개월 공동주의

1

2

3

4

5

6

8

9

1

2. 12개월 공동주의

.450

3. 15개월 공동주의

.324**

4. 18개월 공동주의

-.027

.064

.136

1

5. 24개월 공동주의

-.141

-.065

-.040

.099

1

6. 28개월 공동주의

-.034

-.107

-.113

-.156

.200*

7. 만 3세 언어이해

7

**

.075

8. 만 3세 표현언어

.116

9. 만 3세 글자

.197

1
**

.408

*

**

.239
.314

.074

1

*

1

.176

*

.217

-.208

-.006

1

*

.222

.074

-.012

.192

.881**

1

.166

.106

-.224*

.049

.436**

.444**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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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의의 분석모형

영아기와 아동 초기 공동주의의 시간이 흐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화함수를 적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먼저 측정한 6시점(9, 12, 15, 18, 24, 28개월)에서 공동주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무변화 모형을 적용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초기값의 영향을 1로 고정하여 시간에 흐름에 따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선형 변화 모형을 적용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동주의의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형 변화 모형에서는
측정 시점의 간격에 따라 변화율을 0, 3, 6, 9, 15, 19로 고정하여 월령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냈고, 그림 3에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의를 6시점에서 반복 측정하였기 때문에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의가

일정하지

않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비선형 변화 모형을 적용하였다. 비선형 변화 모형은
그림 4에 제시되었고, 2차 변화율은 0, 9, 36, 81, 225, 361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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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변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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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선형 변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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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선형 변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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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의의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통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
비선형 변화 모형에서 모형경쟁비교를 한 결과,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의 경우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선형 변화 모형은
χ2이

매우 작고,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RMSEA 값이 모두

적절하여 비선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비선형 변화 모형의 평균과 변량 등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공동주의의 초기값은 2.7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것은 공동주의
초기값에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율과 2차 변화율의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영아의 공동주의는 점차 증가하며 변화의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동주의가

18개월에서

28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의 변화율의 값과 2차 변화율의 값의 변량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9개월에서

28개월에

이르기까지

공동주의의

변화양상에 있어서 영아마다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아서

변화율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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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의

초기값과

공동주의의

표 5. 공동주의의 무변화 모형, 선형 변화 모형, 비선형 변화 모형의 비교
변화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337.801

19

-12.956

.000

.418

선형 변화 모형

60.658

16

-1.332

.000

.171

비선형 변화 모형

12.470

12

.967

.981

.020

표 6. 공동주의의 비선형 변화 모형의 결과
평균
변인
공동주의

공변량

변량

초기치

변화율

2차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2차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2.317***

.642***

.067***

11.175*

1.231*

.006**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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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아동 초기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본 공동주의 변화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고 공동주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이후 아동 초기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추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그림
4와 같으며, 측정한 변인들의 오차변수나 내생변인들의 잔차는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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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공동주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아동 초기 언어능력에 영향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TLI, CFI, RMSEA를 살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모형을 채택하였다.

그림 4. 공동주의의 변화가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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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χ2

df

TLI

CFI

RMSEA

27.869

25

.973

.985

.035

본 모형을 통해 공동주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아동 초기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공동주의의 초기값은
언어이해와 글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표현언어(4.581,

p<.05)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9개월 공동주의가 만 3세 표현언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공동주의의

변화율은

언어이해(35.100,

p<.05)와

표현언어(29.564,

p<.05), 글자(16.990, p<.05)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공동주의가 변화하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만 3세에 더 좋은 언어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주의의 2차 변화율도 만 3세 언어이해(498.171, p<.01)와
표현언어(463.392,

p<.05),

글자(247.802,

p<.05)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영아의 공동주의의 변화 기울기가 더욱
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아동 초기에 언어능력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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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계수

S.E.

C.R.

언어이해 ß 공동주의_초기값

3.831

1.225

2.556

1.499

표현언어 ß 공동주의_초기값

4.581

*

1.638

1.695

2.331

ß 공동주의_초기값

2.165

글자

.808

1.108

1.954

언어이해 ß 공동주의_변화율

*

35.100

3.873

14.442

2.430

표현언어 ß 공동주의_변화율

29.564*

3.649

12.279

2.408

ß 공동주의_변화율

16.990

*

2.188

6.885

2.468

언어이해 ß 공동주의_2차 변화율

498.171**

4.461

185.293

2.689

표현언어 ß 공동주의_2차 변화율

463.392*

4.642

182.977

2.533

ß 공동주의_2차 변화율

247.802*

2.598

102.416

2.420

글자

글자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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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9 개월부터 초기 아동기인 28 개월까지
공동주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고, 9 개월 공동주의의 초기값과
9 개월부터 28 개월까지의 공동주의 변화율이 만 3 세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영아기 전반과 초기 아동기에 걸쳐 공동주의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영아기부터
아동 초기까지 공동주의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월령에 증가함에 따라
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 개월에 영아들이 공동주의
행동을 하는 것에는 영아들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영아들마다 9 개월부터
28 개월까지 공동주의가 변화하는 양상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9 개월에 공동주의 행동을 많이 하는 영아가 있는가 하면 공동주의 행동을
하지 않는 영아가 있는 등 공동주의 행동의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주의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는

영아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영아도

공동주의의 변화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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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시간에

따른

영아기부터 아동 초기에 이르기까지 공동주의가 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주의 능력이 영아가 가진
능력의 성숙함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더 많은
환경들을 접하게 되면서 경험들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서 영아의 사회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되고, 자기규제도 더 잘 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주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아기 공동주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의 능력이 다양한 요인과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주의의 발달에는 양육자의
민감성이나 양육자와 영아의 관계의 질, 가정 환경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아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들은 서로 다른 경험들을 쌓게 되기 때문에 초기 공동주의의 능력과
공동주의가 변화하는 양상에 있어서 영아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영아마다
영아마다

공동주의

공동주의를

초기값과

공동주의

시작하는

시점이

변화양상이

다르고

다르다는

공동주의가

결과는

발달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정윤경, 곽금주, 2005; Bakeman & Adamson, 1984; Carpenter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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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es, Mundy, & Rojas, 1998; Morales et al., 2000a; Mundy et al.,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측정된

공동주의

시점들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안정성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구마다

보고되는

결과가

조금씩

달랐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의가 변화하는 양상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동주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9 개월부터 18 개월까지 등 영아기 일부 월령에서의
공동주의 발달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9 개월에서부터 28 개월까지의
공동주의를

측정함으로써

영아기

전반과

아동

초기를

포함하는

여러

시점에서의 공동주의 변화를 탐색하고 분석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주의는 영아기 후기로 갈수록 더욱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결과를
통해 영아기 일부 월령에서만 공동주의를 살펴보는 것 보다는 공동주의를 더
다양한 시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영아기와

아동

초기

공동주의의 변화가 아동 초기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주의의 초기값은 아동 초기 언어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 개월에 공동주의 능력과 24 개월의
표현언어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Mundy 등(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의를

여러

시점에서

측정하고

이후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른 연구들(박영신, 2011; Markus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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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es et al., 2000a)에서 측정된 초기 시점의 공동주의와 이후 표현언어
능력과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것과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9 개월에서의 공동주의 능력에 있어서 영아간 나타나는 차이가 이후 아동
초기 언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언어지연

아동의

조기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

공동주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동주의의 변화율과 2 차 변화율은 만 3 세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주의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아동일수록
아동 초기에 더 많은 언어를 이해하고 잘 표현하며 문자와 단어에 대한
인지발달이 더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주의가 영아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언어발달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된다고

이야기한 선행 연구들(Bakeman & Adamson, 1984; Baldwin, 1995;
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Desrochers et al., 1995; Dunham
& Dunham, 1992; Markus et al., 2000; Mundy & Gomes, 1996, 1997,
1998; Mundy et al., 2007; Scaife & Bruner, 1975; Tomasello & Farrar,
1986)을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의와 이후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측정된 공동주의 시점과 이후 언어능력간의
관계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의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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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있어서

나타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들(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Carpenter et al., 1998; Charman et
al., 2000; Hecke et al., 2007; Markus et al., 2000; Morales et al., 2000a;
Mundy et al., 2007)에서는 두 변인 사이의 상관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주의와 언어 능력 간의 상관이 연구마다 비
일관되게 보고되어 공동주의 발달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이후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9 개월에서 28 개월에 이르기까지 공동주의의
변화양상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차이가 만 3 세 아동
초기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공동주의의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이후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의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 측정하여 이후
언어능력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종단연구들(Carpenter et al., 1998; Markus
et al., 2000; Mundy et al., 2007)에서는 영아기 내에서의 공동주의와
언어능력 간의 상관관계만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전반과 아동 초기까지의 공동주의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변화 양상에서
나타나는 개인차가 이후 아동 초기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여
영아기 공동주의와 아동 초기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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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9 개월부터 28 개월까지 공동주의는 일정 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영아마다 9 개월 공동주의 능력에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의의
변화양상에 있어서도 영아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9 개월
공동주의 능력은 만 3 세 언어이해와 표현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었고,
9 개월에서 28 개월에 걸쳐 공동주의가 시간에 따라 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만 3 세 언어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동주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아동 초기 언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동주의 관련 연구에서 공동주의의 초기값뿐만 아니라 변화율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의를 영아가 어머니와 외부 물체 사이에
시선을 교환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어 평가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과 외부 대상 사이에 시선을 교환하는 행동은 공동주의에
필요한 능력인 타인의 주의적 관계에 대한 이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의 관여,
자신의 주의 조절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행동(정윤경, 곽금주, 2005;
Bakeman & Adamson, 1984)이기는 하지만 가리키기나 타인의 시선
따라가기 등 좀 더 다양한 공동주의 행동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공동주의를 좀 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평가하여 공동주의에서의 변화양상과 이후 언어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언어능력을 부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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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아닌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직접 측정함으로써, 아동기 언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모보고 측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영아의 공동주의 변화에 있어서 가속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기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동주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언어지연 아동이나
자폐 아동 등의 조기 진단과 개입을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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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infant’s joint attention at 9 month and
developmental change of joint attention from 9 month to 28 month
on language ability at 3 years
: Longitudinal analysis using latent growth model

Seol Gi Ba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oint attention is one of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task in infancy, it is
not only about infants’ behaviors that share attention with others to one object,
but also about the cognition which infants know others, pay attention to the
certain object with them. In many studies, joint attention is developed gradually
throughout infancy and it has been related to subsequent language ability.
However, almost the whole studies have been focused only in some part of
infancy for development of joint attention and on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ability within infancy. In addition, overall, the previous results were in consistent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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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of joint attention in infants by
including the time of the latter part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nd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change of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ability of
early childhood. The amount of joint attention was measured repeatedly in
infant-mother free play situations. In 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
language comprehension, expressive language, and letter scales were used to
measure early childhood’s language ability.
It was analyzed change estimation of joint attention in infancy by Latent
Growth Modeling (LGM), an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to
verify the relevance of changes of infancy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skills. As a result, joint attention has increased nonlinearly over time.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initial joint attention and rate of changes. The joint
attention’s initial value and rate of changes affected to language ability. It means
as infants start joint attention early in their lives, they have better language
ability in early childhood. Also, joint attention’s rate of change is steeper, the
infant has better language skills in early childhood.
In current study,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initial values of joint attention
have relevance to language ability in early childhood. It replicates the previous
researches indicating that initial period of joint attention is related to subsequent
language ability. In addition,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suggested that
researchers need to look into more diverse times when they examine the aspect
of transition of joint attention. Moreover,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rate of
change of infancy joint attention have relevance to subsequent language ability.
When researchers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ability in follow-up research, they need to consider the rate of change in joint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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