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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counterfactual reasoning which children

undergo, based on mental model theory and dual process theory. The subjects were 120

four-year-olds and 120 five-year-olds from Ulsan. Counterfactual reasoning task conditions were

created, including task type and content, which were type 1-specific, type 1-general, type 2-specific,

type 2-general. There were two stories used for each task condition.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score range was 0 to 8.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by mean, standard deviation, one

sample t-test, repeated measures of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was above chance level regardless of the task condition. Second,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was lowest when type 1-specific or type 2-specific tasks were given, slightly

higher when type1-general tasks were given, and the highest when type 2-general tasks were give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4-year-old and 5-year-old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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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연역추론은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

라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Deduction, 2010).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명제의

내용이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일 때 사실값에 관

계 없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명제 논리

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형식적 추론 능력은

11-12세가 되어야 발달한다(Inhelder & Piaget,

1958). 즉, 형식적 추론 능력이 없는 유아들은

연역추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와 달리 4-5세의 전조작기 유아도 적절한 과제

조건이 주어지면 반사실적인 전제를 증거로 채

택하여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

는 기초능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Dias &

Harris, 1988, 1990; Dias, Roazzi, O’Brien, &

Harris, 2005; Harris & Leevers, 2000; Hawkins,

Pea, Glick, & Scribner, 1984; Leevers & Harris,

1999, 2000). 그렇다면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반

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은 어떠한 인지과정을 거

쳐 가능해진 것일지 의문이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인지과정을 알아

보려면 성인의 연역추론 인지과정에 관한 이론

가운데 심성모형이론과 이중처리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역추론 인지과정을 설명

하는 심성모형이론에 의하면 연역추론은 두 전

제를 연결해주는 중간개념을 찾아내고 논리적

인 흐름에 놓는 일이 필요하다(Zoh, 1989). 연

역추론 과제 유형을 살펴보면, ‘A는 B이다. B

는 C이다(1유형).’의 경우 중간개념이 이미 문

장의 흐름상에 잇대어져 있으므로, 주어진 전

제 순서대로 잇게 되면 ‘A는 C이다.’라고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반면 ‘B는 A이다. C는

B이다(2유형).’의 경우 두 전제간의 순서를 바

꾸어야 중간개념(B)을 잇대어 놓을 수 있게 된

다. 성인의 경우 연역추론 시에 두 전제를 심

성에서 조작하는 처리를 하여 결론을 도출하

는 정순서 추론(forward reasoning)을 하기 때

문에 2유형인 경우 추론 수행이 저조해지는

형상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심성모형이론의

입장이다(Johnson-Laird & Bara, 1984). 그렇다

면 유아도 연역추론의 논리적 구조가 단순한

AB-BC 형상과 복잡한 BA-CB 형상을 제시하

였을 때 과연 연역추론 수행이 달라지는 형상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심성모형이론과 달리 이중처리이론(Evans,

2008)에 의하면, 인간의 연역추론과정에 순차

적이며 의식적 처리와 다른, 자동적이며 무의

식적 처리인 발견적 처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추론하는 믿음편

견(belief bias)이 나타난다. 그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논리가 갈등하는 문

제(예,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 신뢰성 있는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주어지면 논리

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지각적으로 현저하거

나, 기억과의 연합강도가 높은 결론을 선택하게

되어 추론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Evans, Barston,

& Pollard, 1983). 즉 형식적 추론 시기를 훨씬

지난 성인의 경우에도 논리보다는 자기의 믿

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연역추론을 하는 경

우가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인지에 발견적 처

리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심성모형이론

의 형상효과 혹은 이중처리이론의 믿음편견효

과가 나타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유아에게 제시

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특성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과제특성은 과제 유형과 내용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먼저 과제 유형을 살펴보면, 지

금까지 소수의 연구(Hawkins et al., 1984;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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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Age
Gender

Total
Male Female

4 60 60 120

5 60 60 120

Total 120 120 240

& Kang, 2005)를 제외하고 대부분 논리적 구조

가 보다 복잡한 2유형의 과제를 사용하였다

(Amsel, Trionfi, & Campbell, 2005; Beck,

Caroll, & Brunsdon, 2011; Beck, Riggs, &

Gorniak, 2009; Dias et al., 2005; Leevers &

Harris, 2000; Richards & Sanderson, 1999; Won

& Choi, 2001). 또한 지금까지 유아에게 제시한

연역추론 과제 내용은 ‘모든 양은 보라색이다.’

와 같은 환상적인 내용(Beck et al., 2009;

Hawkins et al., 1984; Kim & Kang, 2005) 또는

‘모든 고양이는 짖는다.’와 같이 특정한 동물에

관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Amsel et al., 2005;

Dias et al., 2005; Leevers & Harris, 2000; Won

& Choi, 2001; Yu & Yun, 2011), 두 종류의 전

제 내용이 혼합된 경우가 있었다(Beck et al.,

2011; Richards & Sanderson, 1999). 따라서 과

제특성을 과제 유형 및 내용으로 구분하고 그

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달라지는

지 살펴봄으로써 형상효과와 믿음편견효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연구에

서 3세(Beck et al., 2009), 4세(Leevers & Harris,

2000), 5세 (Dias et al., 2005) 단일 연령 유아

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가 있었다. 비교연구

로는 3, 4, 5세(Kim & Kang, 2005), 3, 4세

(Beck et al., 2011), 5세 이상 세 집단(Amsel et

al., 2005; Won & Choi, 2001), 2, 3, 4세

(Richards & Sanderson, 1999)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4～5세 연령의 유아를 한

집단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Hawkins et al.,

1984).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반사실

적 연역추론 발달 차이에 관한 결과가 상이하

다. 3세에서 5세 사이 유아들의 반사실적 연역

추론 수행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Kim

& Kang, 2005; Richards & Sanderson, 1999),

3세 유아와 4세 유아 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

도 있다(Beck et al., 2011). 5세의 경우에도 반

사실적 연역추론이 가능하다(Dias et al., 2005;

Hawkins et al., 1984; Kim & Kang, 2005) 또

는 가능하지 않다(Amsel et al., 2005; Won &

Choi, 2001)로 결과가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대체적으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4세 및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특성

에 따라 수행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

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우

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과

제특성(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

적, 2유형-특정적, 2유형-일반적)

및 연령(4세, 5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살

펴보기 위해 울산의 중류층 거주 지역의 어린

이집과 유치원 9곳을 선정하여 4세(평균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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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unterfactual reasoning task according to task condition

Content

Specific General

Type*

Type 1

AB-BC

Type 1-specific Type 1-general

Tami(A) is a fish(B).

All fishes (B) live in trees(C).

Juju(A) is a rabbit(B).

All rabbits(B) ride bicycle(C).

Mark(A) is a dog(B).

All dogs(B) bark(C).

Hash(A) is a horse(B).

All horses(B) eat Pizza(C).

Type 2

BA-CB

Type 2-specific Type 2-general

All birds(B) live in water(A).

Mita(C) is a bird(B).

All turtles(B) skate(A).

Shasha(C) is a turtle(B).

All cats(B) bark(A).

Kimi(C) is a cat(B).

All giraffes(B) eat sausage(A).

Bobby(C) is a giraf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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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타미, 물고기, 나무에 산다)과 별개이다.

월) 120명, 5세(평균 64개월) 120명 유아, 총

24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과제특성에 따라 반사실적 연

역추론 과제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범

주로 구성하였다. 과제특성은 유형 및 내용에

따라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특정

적, 2유형-일반적 문제 각 2개씩으로 총 8개의

문제로 구성하였다(4 범주×2 문항=8). 모든 과

제는 긍정형(affirmative)이며, 추론 대상은 ‘물

고기’와 같은 대명사가 아닌 ‘타미’와 같은 개

별적(particular)인 존재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연역추론 과제는 Amsel 외(2005), Richards와

Sanderson(1999), Beck 외(2009)가 사용한 과제

를 참고하여서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추론 내용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

제는 아동학 전문가 4인과 발달심리 전문가 1인

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제를 수행하

기 전에 제시하는 지시문은 Hawkins 외(1984)와

Leevers와 Harris(2000)의 상상 지시문을 사용

하고 명확한 이해를 위해 연역추론 과제 수행

을 위한 규칙을 다시 한 번 유아에게 설명해주

었다.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와 지시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먼저 각 유

아에게 사실 확인 질문(예, “물고기는 어디에

살지?”)을 하였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줄게. 저 멀리 우주의 별에 가면…”

이라고 이야기해준 후, 연역추론을 위한 전제

를 이야기 형식으로 “타미라는 물고기가 있어.

거기선 모든 물고기가 나무에 산대.”라고 제시

하였다. 그 다음 “타미는 나무에 살까? 물에

살까?”라고 선택형 질문을 하였다. 이야기 제

시 순서는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

특정적, 2유형-일반적 또는 2유형-특정적, 2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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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일반적,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인 순서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유아에게 제시하고,

결론 질문 시 홀수 문제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

고, 짝수 문제는 정답을 나중에 제시하여 제시

순서에 따른 유아의 반응을 통제하였다.

연역추론 과제의 점수화는 유아가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성공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응답

(예：타미는 나무에 산다)을 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 유아는

총 0～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과제특성에

따라 1유형-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특정

적, 2유형-일반적 문제, 각각 0～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3.연구절차

본실험은 울산의 중류층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일대일로 실시되었다. 본실험을 실시하기 이전

에 유아의 부모에게 지면 혹은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연구 내용을 밝히고 부모 중 불참 의사

를 통보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모

의 자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과제 수

행에 걸린 총 소요 시간은 약 8분이었다. 모든

실험은 비디오 촬영하여 전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다.

4.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를 사용하

여 평균, 표준편차, 단일표본 t검증,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통계분석하였다. 먼저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우연수준과의 차이 검증

을 하기 단일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과제특

성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제특성(1유형-

특정적, 1유형-일반적, 2유형-특정적, 2유형-일

반적)을 개체 내 요인으로, 연령(4세, 5세)을 개

체 간 요인으로 하여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과제특성 개체 내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L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결과분석

1.과제특성과 연령별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

추론의 전반적 경향

과제특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

역추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먼저 과제특성별로 살펴보

면, 1유형-특정적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

추론 점수는 1.37점(SD = 0.76), 1유형-일반적

인 경우 1.50점(SD = 0.77), 2유형-특정적인 경

우 1.36점(SD = 0.78), 2유형-일반적인 경우

1.61점(SD = 0.70)으로,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

적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가장 높았고 1유형-특정적 또는 2유형-특정적

인 경우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살펴

보면, 4세 유아는 5.65점(SD = 2.47), 5세 유아

는 6.05점(SD = 2.46)으로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약간 높았다. 구체적으로 과

제특성에 따른 4,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

론 점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과제특성이 1유형-

특정적인 경우 4세 유아는 1.34점(SD = 0.74),

5세 유아는 1.41점(SD = 0.77), 1유형-일반적인

경우 4세 유아는 1.48점(SD = 0.80), 5세 유아

는 1.53점(SD = 0.75), 2유형-특정적인 경우 4

세 유아는 1.27점(SD = 0.79), 5세 유아는 1.46



6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4, No. 6, 2013

- 6 -

<Table 4> Mean, standard deviation and one sample t-test of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according to task condition and age (N = 240)

Task condition Age
Counterfactual reasoning Total

M(SD)M(SD) t

Type 1

-specific

4 yrs(n = 120) 1.34(0.74) 5.07***
1.37(0.76)

5 yrs(n = 120) 1.41(0.77) 5.79***

Type 1

-general

4 yrs(n = 120) 1.48(0.80) 6.51***
1.50(0.77)

5 yrs(n = 120) 1.53(0.74) 7.73***

Type 2

-specific

4 yrs(n = 120) 1.27(0.79) 3.72***
1.36(0.78)

5 yrs(n = 120) 1.46(0.77) 6.56***

Type 2

-general

4 yrs(n = 120) 1.57(0.72) 8.64***
1.61(0.70)

5 yrs(n = 120) 1.66(0.68) 10.61***

Total
4 yrs(n = 120) 5.65(2.47) 7.32***

5.85(2.47)
5 yrs(n = 120) 6.05(2.46) 9.12***

***p < .001.

점(SD = 0.77), 2유형-일반적인 경우 4세 유아

는 1.57점(SD = 0.72), 5세 유아는 1.66점(SD =

0.68)이었다. 따라서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전반적 경향은 연령이 높

을수록 수행 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우연수준

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일표본 t검

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4세 및 5세 유아는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점수에서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이는 5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우연수준 이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Amsel et al., 2005). 반면 5세

의 경우에도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가능하다

(Dias et al., 2005; Hawkins et al., 1984; Kim &

Kang, 2005)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4-5세

유아는 과제특성에 관계없이 반사실적 연역추

론이 가능하다.

2. 과제특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의 차이

과제특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의 차이를 반복측정변량분석으

로 살펴본 결과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제특성(F = 13.31, df = 3, 239, p < .001)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연령

에 따른 주효과, 과제특성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6에 제

시한 바와 같이 1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시하였

을 때와 1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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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peated measures Anova of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according to task

condition

Factors SSR df Mean Square F

Task condition 9.80 3 3.27 13.31***

Age 2.50 1 2.50 1.64

Task condition×age .69 3 .23 .94

Error 175.25 714 .24

***p < .001.

<Table 6> Post analysis of children’s counterfactual reasoning according to task condition (N =240)

Task condition M SD LSD

Type 1-specific 1.37 0.76 a

Type 1-general 1.50 0.77 b

Type 2-specific 1.36 0.78 a

Type 2-general 1.61 0.70 c

(p < .001), 1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와

2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p < .001),

1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와 2유형-

특정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p < .001), 1유형-

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와 2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p < .001), 2유형-특정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와 2유형-일반적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p < .001) 유아의 반사실적 연

역추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과제특성에 따른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

추론은 과제특성이 2유형-일반적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 1유형-일반적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낮았고, 1유형-특정적 또는 2유형-특정적인 경

우에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하면 과제특성 가운

데 과제내용이 특정적인 경우에는 과제유형에

관계없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제유형

이 1유형일 때보다 2유형일 때 점수가 높았다.

이와 같이 네 가지 과제특성 가운데 과제유

형이 2유형이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제인 경우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

가 가장 높지만 특정적인 내용인 경우 과제유

형이 1유형 또는 2유형인 경우에 관계없이 낮

은 것으로 보아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는 형상효과보다는 믿음편견효과가 강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형상효과가 없다고 보고되기도 하고

(Strupple & Ball, 2007),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

다(Morley, Evans, & Handley, 2004). 이 연구

에서는 과제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에만 형상효

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 대상 연구 결과와

달랐다. 즉, 오히려 과제유형이 2유형일 때 유

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점수가 높게 나타나

서, 1유형 정답율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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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일치하지 않는다(Morley et al., 2004). 이

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

역추론이 성인의 추론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Ⅳ.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인지

과정을 밝히기 위해 심성모형이론과 이중처리

이론의 적용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과제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4세와 5세 유

아간의 양상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4세 120명, 5세 120명 총 240명 유아를 대상으

로 반사실적 연역추론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후 SPSS 프로그램을 이

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4～5세 유아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

행이 가능하지만 과제특성에 따라 유아의 추

론수행이 다르게 나타났다. 과제특성이 1유형-

특정적 또는 2유형-특정적인 경우 반사실적 연

역추론 수행이 저조하다. 1유형-일반적인 경우

약간 높고, 2유형-일반적인 경우 수행이 가장

높다. 즉 대개념 내용이 특정한 동물을 연상시

키는 특정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형상효과보다

는 믿음편견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는 오히려 인지적 처리부담이

더 큰 BA-CB 2유형에서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더 잘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유아의

반사실적 추론과정은 심성모형이론에서 주장

하는 순차적인 정순서 추론과정(Johnson-Laird

& Bara, 1984)과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심성모형이론에 의하면 1유형보다 2유형이

더 정보처리 요구가 높으므로 응시 시간도 길

어지고 정답율도 낮아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과제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히

려 1유형보다 2유형 추론 과제에서 수행을 더

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가 성인 연구에서 결론을 평가하

는 과제유형에 속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Morley et al., 2004).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결론을 평가하는 과제를 사용하였을 때 과제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유아도

성인과 유사한 인지과정을 거친다면 결론을 평

가하는 과제에서는 과제 유형에 따른 정답율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오

히려 더 어려운 2유형에서 유아의 반사실적 연

역추론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반사실

적 연역추론 시에 유아 수준의 다른 종류의 추

론 전략을 사용함을 시사한다. 성인과 같이 심

성모형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전제의 모형

을 심성에 형성하여서 전제 간의 순서를 뒤바

꾸고 통합하는 순차적인 처리과정이 아니다.

즉, 모든 전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유아는

각자의 인지적 수준에서 간편한 정보처리 전략

을 사용하여서 정답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과제특성 가운데 유형에 관계없이 유아는 과

제 내용이 일반적 내용일 때 논리적 응답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

의 조건추론 연구에서 아동의 배경지식과 강하

게 연관된 이분법적인 내용인 경우 추론 정답

율이 낮았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Gauffroy & Barrouillet, 2009). 이는

Gauffroy와 Barrouillet(2009)의 연구에서 학령

기 아동에게 ‘얼음은 뜨겁다.’와 같이 ‘차가운

얼음’을 연상시키는 이분법적인 내용이 논리적

인 응답을 산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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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도 유아에게 ‘모든 개가 야옹거린

다.’를 제시하면 ‘야옹거리는 고양이’나 ‘멍멍거

리는 개’와 같은 배경지식이 연상되면서 이러

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이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에 방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조작기에 속하는 4세에서 5세 사이

의 유아도 반사실적 연역추론을 할 수 있으며 4

세의 수행은 5세의 추론 수행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4세가 되면 유아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

이 제시하는 새로운 내용을 비교해보고, 전제와

결론을 비교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유아가 4세에 이르면서 세상의 방대한 정보들

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습득할 수 있는 인지

적 기술 혹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지적 태도의 변화를

경험적 성향에서 분석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Harris, 2001), 그러한 변화

가 어린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다.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에게서는 분석적 성

향보다는 경험적 성향이 지배한다는 것을 볼

때(Scribner & Cole, 1981), 이 연구 대상 유아들

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받은 누적된 교육으로 인

해 4세 이후가 되면 분석적 성향이 확실히 발현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iaget의 주장과 달

리 유아도 적절한 전략의 사용, 과제 이해, 영역

에 대한 지식(Halford, 1989)이 있다면 반사실적

연역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4세를 기점

으로 연역추론 과제 수행능력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는 그 이전에도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4세 이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아들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이 어떠

한 정보처리 기제와 관련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반사실적 연역추론과 억제, 주

의전환과 같은 실행기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4, 5세 유아도 반사실적 연역추

론을 할 수 있다. 이는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유아의 반사실적 연역추론은

Piaget가 주장한 바와 같이 논리 규칙을 이용한

추론은 아닌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심성모형이론

에서 의미하는 연역추론의 이해, 기술,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정순서 추론도 아니다. 즉, 유아

의 반사실적 연역추론 수행은 과제특성에 의해

촉진된 배경지식과 반사실적 전제 내용 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은 이중처리이론에서

발견적 처리와 분석적 처리의 상호작용에 의

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반사실적 연역추론 과제를 논리 규칙으로 해

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는 자신이 처음 접하는 연역

추론 과제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반사실적인

전제를 비교하며, 분석적 처리를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억제하고 반사실적 전제를 선택하

는 추론 전략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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