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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단어와 행동 목표의 관계성에 대한 10개월 영아의 이해에 있어서
사회정서 단서의 영향

Objective: The current study examined whether providing both an actor’s eye gaze and emotional 
expressions can help 10-month-olds interpret a change in the actor’s words as a signal to a change 
in the actor’s goal object.     
Methods: Sixteen 10-month-olds participated in an experiment using the violation-of-expectation 
paradigm and were compared to 16 10-month-olds in a control condition. Th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were familiarized to an event in which an actor looks at one of two novel 
objects, excitingly utters a sentence, “Wow, here’s a modi!”, and grasps the object. The procedure 
in the control condition was identical to that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 except that the infants 
heard the sentence without any emotional excitement and the eye gaze of the agent was hidden by 
a visor. In the following test trial, the infants in both conditions heard the agent changing her 
word (from modi to papu) and watched her grasping either the same object as before (old-goal 
event) or the new object (new-goal event).      
Results: Th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looked at the old-goal event longer than at the 
new-goal event, suggesting that they expected the agent to change her goal object when the actor 
changed her word. However, the infants in the control condition looked at the two events about 
equally. 
Conclusion: When both eye gaze and emotional cues were provided, 10-month-olds were able to 
exploit the agent’s verbal information when reasoning about whether the agent would pursue the 
same goal object as before. 

Keywords: infancy, cognitive development, goal understanding, socio-emotional cues, violation-of-
expectation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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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그 행동을 

둘러싼 여러 정보들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여

러 개의 인형들 가운데 곰돌이 인형을 바라보고 잡는 것을 여

러 번 반복해서 목격하고, 게다가 곰돌이를 보고 “우와, 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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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며 좋아하는 감탄사까지 연발한다면 이 친구는 곰돌

이 인형을 좋아한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끼 인형

과 곰돌이 인형이 한 곳에 놓여있을 때 이 친구는 둘 중 곰돌이 

인형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에 이 친구가 “우와, 토끼다!”라고 외친다면 이번에는 토끼 인

형을 잡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타

인의 행동과 다양한 사회적 단서들을 활용하여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 목표를 추측할 수 있다. 

생후 일 년 이내의 어린 영아들도 위와 같은 여러 맥락적 

단서들을 활용하여 타인의 행동 목표를 이해한다. 첫째, 영

아들은 타인이 한 가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예: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반복적으로 잡기)와 같은 이전-선택 정보

(prior-choice information)를 활용하여 이후 행동에서의 목표

를 추론한다. 예를 들어 Woodward (1998)는 기대 위배 패러다

임(violation-of-expectation paradigm)을 사용하여 9개월 영아들

의 이전-선택 정보를 활용한 행동 목표 추론을 살펴보았다. 기

대 위배 패러다임은 영아들이 본인의 기대에 위배되는 상황을 

접했을 때 이에 대한 일종의 ‘놀란’ 반응으로 해당 상황을 기대

에 부합하는 다른 상황 보다 더 오랜 시간 응시하는 행동 패턴

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우

선 영아에게 특정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제공

하는 상황을 반복하여 보여준 후(예: 습관화 또는 친숙화 단

계), 영아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

을 보여주고(예: 검사 단계) 이때의 응시 시간을 측정하여 비

교한다. 즉, 검사 단계에서 두 상황 간 응시 시간에 차이가 있

다는 것은 영아가 사전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한 기대를 형성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한 Woodward (1998)에서는 9개월 영아들에게 습관화 단

계에서 행위자가 앞에 놓인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잡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보여주었다. 이후 검사 단계에서는 행위자

가 이전 단계에서 잡았던 물체를 잡는 행동(기존 목표 사건)과 

다른 물체를 잡는 행동(새 목표 사건)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영아들은 새 목표 사건을 기존 목표 사건보다 더 오래 

응시하였다. 이는 영아들이 행위자가 습관화 단계에서와 동

일한 목표 사물을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이러한 기대에 

위반되는 행동(새로운 물체를 잡는 행동)에 놀란 반응으로 응

시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

하여 보기 선호 기법(preferential looking method)으로 살펴본 

연구(Cannon & Woodward, 2012)와 모방하기 과제(imitation 

procedure)를 사용한 연구(Thoermer, Woodward, Sodian, Perst, 

& Kristen, 2013)에서도 이와 같은 반복된 이전-선택 정보를 활

용한 영아들의 타인의 행동 목표 이해가 확인되었다. 

둘째, 언어 정보(verbal information) 역시 타인의 목표 행동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언어를 산출하기 전(preverbal)

의 영아들도 단어의 의미가 같은 언어 사용자 간 서로 공유된

다는 언어의 관습성(conventionality)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물

체의 명칭이 화자 간에 공유된다는 이해를 갖고 있다(Buresh 

& Woodward, 2007; Henderson & Scott, 2015; Lee & Song, 

2016). Buresh와 Woodward (2007)는 영아들이 이러한 언어 정

보를 활용하여 타인의 행동 목표를 도출해 낼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먼저 행위자1은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바라보며 “a 

modi”라는 새로운 단어를 말하며(명명화 조건) 물체를 잡고 다

시 한 번 “a modi”라고 발화하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

주었다. 다음 물체의 위치와 행위자가 바뀌고, 이어지는 검사 

시행에서는 행위자2가 나와 동일하게 “a modi”라는 단어를 발

화하며 기존 물체를 잡거나(기존 목표 사건) 다른 물체를 잡았

다(새 목표 사건). 그 결과 13개월의 영아들은 새 목표 사건을 

기존 목표 사건보다 더 오래 응시하였다. 반면 단어 대신 “Ooh, 

hmm”이라는 소리를 내며 물체를 잡는 장면을 보여준 경우(비

명명화 조건) 두 사건(기존 목표 vs. 새 목표 사건)에 대한 영아

들의 응시 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영아들은 “a modi”라는 

언어적 단서가 둘 중 한 물체 또는 물체를 잡는 행동을 지칭하

며 따라서 행위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명칭이 사용된 경우 다

른 행위자(행위자2)도 해당 행동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생후 1년 전후의 영아들이 언어 정

보가 타인에게 자신의 행동 목표를 알리는 의사소통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

었다(e.g., Graham, Stock, & Henderson, 2006; Martin, Onishi, 

& Vouloumanos, 2012). 

더 나아가 영아들은 언어 정보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단

서로 타인의 행동 목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Jin & Song, 

2008; Kim & Song, 2015; Song, Baillargeon, & Fisher, 2014). 

Song 등(2014)에서 다른 단어 조건의 7개월과 12개월 영아들

은 우선 친숙화 시행에서 행위자가 “a dax”라는 새로운 단어를 

발화하며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잡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검사 시행에서는 같은 행위자가 “a pilk”라는 다른 단어를 발화

하며 기존과 동일한 물체 또는 다른 물체를 잡는 장면을 보았

다. 반면 통제 조건의 경우 검사 시행에서 행위자는 이전과 동

일한 단어인 “a dax”를 발화하거나, 친숙화 및 검사 시행 모두

에서 어떤 발화도 하지 않은 후 물체를 잡았다. 12개월의 영아

들은 통제 조건에서는 새로운 물체를 잡는 행동을 기존 물체

를 잡는 행동보다 더 오래 응시하여 이전-선택 정보와 언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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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활용하여 행위자의 행동 목표는 이전과 동일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을 나타냈다. 다른 단어 조건의 12개월 영아들은 

두 행동을 비슷하게 응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들이 단

어의 변화를 탐지한 후 행위자가 기존과 동일한 목표 사물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는 취소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을 제안한다. 반면 7개

월 영아들의 경우 다른 단어 조건과 통제 조건 모두에서 새로

운 목표 행동을 기존 목표 행동보다 더 오래 응시하여 언어 정

보는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행동 목표 사물이 변화하는지에 

따라 응시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Jin과 Song (2008)은 단어 및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

이 좀 더 주어졌을 때 12개월 영아들이 언어 정보 변화에 따른 

타인의 행동 목표 변화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ong 

등(2014)에서는 친숙화 시행과 검사 시행에서 새로운 단어(a 

dax, a pilk)들을 각 두 번 발화한 후 물체를 잡았는데, 첫 단어 

발화 시작 시점부터 물체를 잡는 행동이 시작되는 시점 간에 

총 4초의 간격이 있었다. 영아들은 이 4초의 시간 동안 단어를 

듣고 이해한 후 이후 나올 행동에 대해 추론해야했다. 반면 Jin

과 Song (2008)에서는 단어를 각 세 번씩 발화하였으며, 첫 단

어의 발화 시작점과 행위자의 행동 시발점 간에 총 8초의 시간

을 주어 영아들이 언어 정보를 이해하고 행동을 추론할 수 있

는 시간을 증가시켰다. 이 연구에서 12개월의 영아들은 검사 

시행에서 행위자의 단어가 변화한 후 기존 물체를 잡을 경우, 

새로운 물체를 잡을 때보다 더 오래 응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처리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제공된 경우 12개월 영아들이 언

어 정보의 변화를 활용하여 목표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는 기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im과 Song (2015)은 더 어린 10개월의 영아들도 언어적 단

서의 변화를 활용하여 타인의 행동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생후 9, 10개월은 언어 정보를 사용하여 개체의 

수를 파악하고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는 등의 인지적 과제를 수

행할 수 있으며(Balaban & Waxman, 1997; Dewar & Xu, 2007; 

Xu, 2002), 같은 언어 집단의 사용자 간에는 단어의 의미가 공

유된다는 언어의 관습성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Buresh & Woodward, 2007). Kim과 Song (2015)에서는 더 어린 

영아들의 경우 단어와 물체의 연결을 학습하는데 있어 더 많

은 반복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짧은 친숙화 조건(4개의 

친숙화 시행)과 긴 친숙화 조건(6개의 친숙화 시행)으로 나누

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친숙화 시행에서 행위자가“모디가 있

네!”라는 문장을 두 번 발화하고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잡는 장

면을 반복하여 보여준 후, 검사 시행에서는“파푸가 있네!”라

는 문장을 두 번 발화하고 기존과 동일한 물체를 잡는 행동과 

새로운 물체를 잡는 행동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이 결과 짧은 

친숙화 조건의 영아들은 새로운 물체를 잡는 행동을 기존 물

체를 잡는 행동보다 더 오래 응시하였다. 이는 짧은 친숙화 조

건의 10개월 영아들이 언어적 단서의 변화에 따른 목표 행동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Song 등

(2014)에서 7개월 영아가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긴 친숙

화 조건의 10개월 영아들은 새로운 물체를 잡는 행동과 기존 

물체를 잡는 행동을 비슷하게 오래 응시하였고, 이러한 결과

는 Song 등(2014)의 12개월 영아들이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긴 친숙화 조건의 10개월 영아들 역시 언어적 단서의 변

화가 있을 경우 이를 탐지하고, 행위자의 목표가 기존 사건과 

동일할 것이라는 기대는 취소하지만, 행동이 어떤 특정한 목

표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형성하지는 못했음

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Kim과 Song (2015)의 연구 패러다임을 수정하여 

추가적인 단서들이 제공될 경우에는 만 10개월의 영아들이 

언어 정보의 변화가 행동 목표의 변화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가

적인 단서들로는 시선 및 정서 표현 단서가 사용되었다.

영아들은 생애 초기부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 신생아

들도 타인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고(Haith, Bergman, & Moore, 1977), 6개월경에는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따라 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Brooks 

& Meltzoff, 2005; Farroni, Csibra, Simion, & Johnson, 2002). 그

리고 8–10개월 정도부터 시선의 목표 지향성 및 사회적 의미

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10개월 영아들은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듯한 발화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스크린 

뒤쪽을 바라볼 경우, 스크린 뒤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

를 하며, 사람이 아닌 물체(예: 장난감 트랙터)가 있을 경우에

는 응시 시간이 길어진다(Beier & Spelke, 2012). 8–9개월 영아

들은 적절한 맥락적 정보가 주어지는 상황(예: 한 각도가 아니

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쳐다봄으로써 행동의 의도성을 부각시

킴)에서는 시선의 목표 사물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고, 시선

의 목표 사물이 변경되었을 때 응시 시간이 길어진다(Johnson, 

Ok, & Luo, 2007).

정서 표현에 대해서도 영아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영아들은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다른 정서 표현보다 더 선호

하고(e.g., Cooper & Aslin, 1990; D’Entremont & Muir, 1999; 

Singh, Morgan, & Best, 2002), 이를 괜찮다는(alright) 의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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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며(e.g., Sorce, Emde, Campos, & Klinnert, 1985; Walden & 

Ogan, 1988),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자극에 더 관심을 보이

는 경향(Hornik, Risenhoover, & Gunnar, 1987)이 있다.

선행 연구들은 시선과 더불어 긍정적인 감정 표현(표정 및 

언어 표현)이 같이 제공될 경우 영아들이 이를 활용하여 타인

의 다른 유형의 행동(예: 잡기) 목표를 추론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Phillips, Wellman과 Spelke (2002)에서 영아들은 행

위자가 두 개의 고양이 인형(예: 주황색 고양이 인형 vs. 회색 

고양이 인형) 중 한 가지 인형(예: 주황색 고양이 인형)에 대해 

고개를 돌려 쳐다보면서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어조

로 “Oo-oo, look at the kitty.”라고 말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보았

다. 영아들은 행위자가 주황색 고양이 인형을 잡을 것이라 기

대하는 응시 패턴을 보였다. 주어진 두 개의 물체가 같은 범주

에 속한 경우(예: 주황색 덤프트럭 vs. 빨간색 견인트럭) 영아

들은 이 중 하나의 특정 물체를 행위자의 행동 목표로 이해하

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데(Spaepen & Spelke, 2007), Phillips 등

(2002)의 결과는 시선 및 정서 표현 정보가 수반될 경우에는 

영아들이 행위자의 목표가 같은 범주내의 특정한 물체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선

행 결과는 시선 및 정서 표현과 같은 사회적 단서들이 함께 제

공될 경우 영아들이 이를 활용하여 타인의 행동 목표를 이해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과 Song (2015)의 연구 패러다임

에 시선 및 정서 표현과 같은 타인의 목표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만 10개월의 영아들이 타인의 

언어 변화와 행동 목표의 변화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선과 정서 표현을 함께 제시한 이유는 

풍부한 정보가 주어진 최적의 상황에서 영아들의 능력을 검증

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 조건의 친숙화 시행에서는 행위자가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향해 고개를 돌려 시선을 향하게 하고, 긍정적인 

어조로 “우와, 모디가 있네!”와 같은 발화를 한 후 물체를 잡도

록 하였다. 친숙화 시행 이후 두 물체의 위치를 바꾸었고, 검사 

시행에서는 행위자가 친숙화 시행과 동일한 물체(기존 목표 

사건)나 다른 물체(새 목표 사건)를 쳐다보며 “우와, 파푸가 있

네!”라고 발화한 뒤 해당 물체를 잡았다. 통제 조건의 경우 행

위자가 시선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달린 모자(visor)를 쓰고 중

립적인 어조로 발화를 했으며 ‘우와’를 ‘봐봐’와 같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통제 조건의 절차는 실

험 조건과 동일하였다.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시선 단서와 감정 단서가 만 10개월의 영아

들이 언어적 단서와 목표 행동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라 예측하였다. 따라서 영아들이 행위자의 변화

한 언어 정보(i.e., 단어)가 목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함을 이해

하여, 행위자가 검사 시행에서 친숙화 시행과 다른 단어를 발

화한 경우 새로운 물체를 잡는 사건(새 목표 사건)보다 친숙화 

시행에서 잡았던 물체를 잡는 사건(기존 목표 사건)을 더 오래 

응시할 것이라 예상된다.

연구문제

만 10개월의 영아들은 시선 및 감정 단서를 활용하여 타인의 

언어적 단서와 목표 행동 간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만 10개월 영아(평균: 9개월 30일, 범위: 8개월 30

일∼10개월 29일) 48명(남아 25명, 여아 23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연구 도중 울어서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거나(8명), 검사

단계에서 울거나 짜증낸 경우(5명), 또한 응시시간을 측정한 

두 명의 관찰자 간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2명)와 아이가 연구 

도중 자극 물체를 잡은(1명)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 

연구대상은 32명이었다. 이들은 실험 조건(평균: 10개월 2일, 

범위: 9개월 1일∼10개월 28일, 남아 8명, 여아 8명) 또는 통제 

조건(평균: 9개월 24일, 범위: 8개월 30일∼10개월 18일, 남아 

6명, 여아 10명)에 무선 할당되었다. 참가자는 홈페이지나 육

아관련 카페를 통한 홍보로 모집되었으며, 참가 영아와 보호

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간단한 기질검사와 동화책 1권이 제

공되었다. 

연구도구

연구에는 총 두 개의 비친숙 물체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 물체

는 가로 9cm, 세로 8.5cm, 높이 8.5cm의 직육면체 형태의 상자

로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다른 한 물

체는 X자 형태의 스틱 각 끝에 네 개의 작은 구가 붙어있는 형

태로 가로 8.8cm, 긴 쪽 세로 9cm, 짧은 쪽 세로 7cm, 높이 4cm

의 주황색 플라스틱 물체였다. 두 물체는 색상이나 형태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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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나무 재질의 너비 95cm, 깊이 64cm, 높이 200cm인 

아이보리색 무대 장치에서 진행되었다. 이 무대 장치의 정면

에 가로 88cm, 높이 53cm의 흰색 열린 공간(opening)이 바닥에

서 75cm 높이에 위치했다. 이 공간 앞쪽에는 가로 88cm, 높이 

57cm의 흰색 스크린이 매 시행의 시작 시 올라가고 종료 시 

내려와 시행과 시행 사이에 무대를 완전히 가리도록 하였다. 

열린 공간의 무대 양쪽 옆 벽면은 흰색 광목천으로 가려져 있

었으며, 무대 후면에는 무대 오른쪽 끝에서 5cm 떨어진 위치

에 가로 46cm, 높이 50cm의 창문이 뚫려있어 행위자가 의자

에 앉은 상태에서 상반신과 머리가 보이도록 하였다. 행위자

의 뒤쪽은 가로 1.5m, 세로 1.5m의 흰색 스크린으로 가려져 있

었고 무대 장치 안쪽에는 세 개의 형광등(20W)이 설치되어 흰

색 바탕의 무대에 밝은 조명으로 물체와 행위자의 행동이 명

확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행위자 앞으로 위치한 무대의 열린 

공간에 무대 정면에서 21.5cm, 우측에서 12.8cm 위치에 한 개

의 물체가 놓였고 이 물체의 정 중앙에서 좌측으로 27cm 떨어

진 곳에 다른 물체의 정 중앙이 위치하도록 두 물체가 나란히 

놓였다.

행위자는 파란색 V넥 긴팔 티셔츠를 입고 통제 조건에서

만 흰색 챙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여 행위자의 시선을 가리도

록 하였다. 무대 장치 양 옆에는 가로 70cm, 높이 180cm의 날

개 형태의 초록색 스크린이 달려있어 두 명의 관찰자가 각 스

크린 뒤에서 무대로부터 23cm, 바닥에서 90c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름 2.5cm의 구멍으로 영아의 시선과 행동을 관찰하

도록 하였다. 무대 장치 정면에는 바닥에서 63cm 높이에 가로 

7cm, 높이 10cm의 직사각형 창문이 뚫어져 있어 이 뒤에 캠코

더를 설치하고 창문을 망사로 덧대어 카메라가 정면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였다. 이 캠코더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영아의 

모습을 녹화하였다. 

연구절차

연구 시작 전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연구에 대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보호자는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 영아의 시선 및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눈을 감고 말을 삼가도록 하여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최소

화 하도록 안내되었다. 안내가 진행되는 동안 영아는 낯선 환

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 연구자와 장난감을 갖고 자유롭

게 놀도록 하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실험실에 영아와 보

호자 한 명이 함께 들어갔으며, 무대 장치 정면으로부터 약 

45cm 떨어진 위치에 영아가 보호자 무릎에 정면을 바라보고 

앉도록 하였다. 연구 시작 직전 행위자는 무대 옆쪽으로 나와 

영아에게 인사를 하고 티셔츠 색상 소개와 손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예: “이것 봐. 선생님은 파란색 티셔츠

를 입고 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통제 조건에서는 행위

자가 쓰고 있는 챙이 달린 모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개하였

다(예: “선생님은 흰색 모자를 썼어.”).

무대 장치의 양쪽 날개(스크린) 뒤쪽에서는 두 명의 관찰자

가 각각 작은 원형의 구멍을 통해 영아의 시선과 행동을 관찰

하였다. 관찰자들은 컴퓨터에 연결된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영

아가 무대 정면을 바라보는 경우 버튼을 눌러 응시 시간을 측

정하였고,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되었

다. 각 시행은 영아가 무대 정면을 최소 2초 이상 응시한 후 다

른 곳을 연속 2초 이상 응시하거나, 무대 정면을 누적 60초 이

상 응시한 경우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이는 영아의 오른쪽에 

위치한 주 관찰자(primary observer)의 측정을 기준으로 결정되

었다.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 중 두 명은 한 명의 관찰자(주 관

찰자)로 측정되었다. 관찰자들 간의 평균 일치도는 92%였다. 

본 연구의 시행은 Kim과 Song (2015)의 긴 친숙화 조건의 

구성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연구 진행 시 행위자의 행동과 

대사가 일관되도록 초 단위로 대본(script)을 구성하였으며, 실

제 연구 상황에서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행위자가 초에 맞춰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1과 Figure 2는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의 연구 장면 예시를 보여준다. 연구에서 사

용된 두 개의 자극 물체(파란색 상자와 주황색 물체)의 위치

(오른쪽 또는 왼쪽)와 역할(기존 목표 또는 새 목표)은 역균형

화 되었다. 다음은 각 시행 별 자세한 절차이며 괄호 안에 행동 

별 수행 시간(초)이 표시되어있다.

실험 조건

연구는 총 6개의 친숙화 시행, 1개의 검사 전 진열 시행, 그리

고 1개의 검사 시행 순으로 구성되었다.

친숙화 시행   

친숙화 시행 시 무대 오른쪽에는 파란색 상자, 왼쪽에는 주황

색 물체가 지정된 위치에 놓였고, 행위자는 오른손을 두 물체

의 중앙에서 뒤로 15cm 떨어진 지점에 올려둔 상태에서 시행

이 시작되었다. 스크린이 올라가면 행위자는 두 물체 사이의 

중앙점을 응시하다(2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파란색 상

자를 쳐다보고(1초), 일상 대화보다 약간 높은 톤과 신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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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 of the trials in the control condition.Figure 1. Example of the trials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우와, 모디가 있네!”

라고 발화한 뒤(4초), 잠시 쉬고(1초), 다시 한 번 동일한 톤으

로 “우와, 모디가 있네!”라는 언어적 단서를 반복하였다(4초). 

다음 잠시 쉬었다가(1초),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파란색 상자

를 잡은(1초) 후 이대로 정지하여 시행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

하였다. 동작을 정지한 시점부터 주 시행이 시작되었다. 친숙

화 시행은 총 6번 반복되었다.

검사 전 진열 시행   

검사 전 진열 시행에서는 파란색 상자를 무대의 왼쪽, 주황색 

물체를 오른쪽 지정된 위치로 서로 바꾸어 놓았고, 행위자는 

무릎에 손을 올린 채로 두 물체 사이의 중앙점을 응시하며 정

지해 있었다. 무대의 막이 올라간 시점부터 주 시행이 시작되

었으며, 검사 전 진열 시행은 총 1회 시행되었다. 

검사 시행   

검사 시행에서 두 물체의 위치는 앞서 실시했던 검사 전 진열 

시행과 동일하였고, 행위자의 오른손은 친숙화 단계에서와 같

은 자세로 두 물체 중앙 15cm 뒤에 놓아둔 채 시작 되었다. 검

사 시행은 행위자가 친숙화 시행과 같은 물체를 잡는 ‘기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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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건’과 다른 물체를 잡는 ‘새 목표 사건’ 두 가지로 구성되

었으며, 영아는 두 사건 중 한 사건에 무선 할당되어 해당 장면

을 보았다. 기존 목표 사건에서 행위자는 두 물체 사이의 중앙

점을 응시하다(2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파란색 상자를 쳐

다보고(1초), 친숙화 단계에서 언어적 단서를 발화할 때와 같

은 톤으로 “우와, 파푸가 있네!”라고 발화한 뒤(4초) 잠시 쉬었

다(1초) 다시 한 번 동일하게 “우와, 파푸가 있네!”를 반복하였

다(4초). 이후 다시 한 번 쉬고(1초) 오른손으로 파란색 상자를 

잡고(1초) 정지하였다. 행위자는 이 동작을 시행이 종료될 때

까지 유지하였으며, 정지한 시점부터 주 시행이 시작되었다. 

새 목표 사건은 기존 목표 사건과 거의 동일하였으나 오른쪽

으로 고개를 돌려 주황색 물체를 쳐다보고, 오른손으로 주황

색 물체를 잡았다. 영아는 본인이 할당된 조건의 검사 시행 장

면을 1회 보았다.

통제 조건

통제 조건에서는 행위자가 챙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여 시선 

단서를 차단하고 고개를 돌려 물체를 쳐다보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또한 친숙화 시행과 검사 시행에서 언어적 단서 발화 

시 “우와!”라는 감탄사 대신 “봐봐, 모디(또는 파푸)가 있네!”라

고 말하였다. 이때 행위자의 목소리는 특정한 감정을 드러내

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하였다. 이 외 모든 시행의 

순서와 세부 절차는 실험 조건과 동일하였다.

예비 분석

영아의 성별과 목표 물체의 종류(파란 상자 또는 주황색 물체)

가 검사 시행의 조건이나 사건과 상호작용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분석(preliminar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Fs < 1.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는 성별과 목표 물체의 종류는 제외되었다. 

연구결과

친숙화 시행

총 6회의 친숙화 시행 동안의 평균 응시 시간에 대해 조건(실

험 조건 vs. 통제 조건)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일변량 분산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30) = .11, 

p = .75. 즉 친숙화 시행에서 실험 조건의 영아들(M = 18.18, 

SD = 7.89)과 통제 조건의 영아들(M = 17.40, SD = 5.46)의 평

균 응시 시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검사 전 진열 시행

검사 전 진열 시행에서의 응시 시간도 친숙화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실험 조건(M = 9.39, SD = 

4.62)과 통제 조건(M = 10.35, SD = 6.84)의 응시 시간에는 주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30) = .21, p = .65. 따라서 두 조건 간 

검사 전 진열 시행을 바라본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검사 시행

검사 시행의 응시 시간은 조건(실험 조건 vs. 통제 조건)과 사

건(기존 목표 사건 vs. 새 목표 사건)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이

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건(F [1, 28] = .19, p = .66)과 사

건(F[1, 28] = .94, p = .34)의 주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

다. 그러나 이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 F(1, 28) 

= 5.79, p = .02. Figure 3은 조건 및 사건에 따른 검사 시행에서

의 영아들의 평균 응시 시간을 나타낸다. 

계획 비교(planned comparison) 분석을 통해 각 조건에서 사

건 간(기존 목표 사건 vs. 새 목표 사건)의 응시 시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실험 조건의 영아들은 기존 목표 사건(M = 16.16, 

SD = 6.92)을 새 목표 사건(M = 7.50, SD = 2.19) 보다 더 오래 

응시하였으며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1, 28) = 5.65, p = .02. 

반면 통제 조건의 두 사건 간 응시 시간(기존 목표 사건: M = 

Figure 3. Mean looking times of old-goal and new-goal 
test events for th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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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SD = 7.68; 새 목표 사건: M = 14.80, SD = 10.17)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28) = 1.04, p = .32. 비모

수 Wilcoxon 순위 합계 검정(non-parametric Wilcoxon rank-sum 

test) 결과에서도 실험 조건 내 사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W = 48.50, p < .01), 통제 조건에서는 사건 간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W = 59.00, p = .38) 동일한 패턴

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아들의 응시 시간의 개인차에 따른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친숙화 시행에서의 평균 응시 시간과 검사 전 진열 

시행에서의 응시 시간을 공변인으로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이원 분산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조건(F [1, 26] = .20, p = .66)과 사건(F [1, 26] = .85, p 

= .37)의 주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두 변인 간의 상호작

용은 유의미하였다, F(1, 26) = 5.62, p = .0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10개월 영아들이 시선 및 감정 표현과 같은 사회

정서 단서를 활용하여 언어적 정보의 변화가 타인의 목표 행

동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이해를 추론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영아들은 행위자가 두 물체 중 한 물체를 바라보며 “우와, 

모디가 있네!”라고 발화한 뒤 해당 물체를 잡는 장면을 반복

하여 바라본 후, 검사 시행에서는 “우와, 파푸가 있네!”와 같이 

다른 단어를 발화한 후 기존에 잡았던 물체 또는 새로운 물체

를 잡는 사건을 보았다. 영아들은 기존 목표 물체를 잡는 사건

을 새 목표 물체를 잡는 사건보다 더 오래 응시하였다. 즉, 만 

10개월의 영아들은 시선 및 감정적 표현 등의 사회적 단서가 

주어진 경우 언어 정보가 변화될 때 행위자의 행동 목표가 변

화함을 기대하였고, 이러한 기대가 위배되는 상황(단어가 바

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물체를 잡는 상황)을 이

상하게 여겨 응시 시간이 길어짐을 보였다. 반면, 동일한 상황

에서 행위자의 시선 및 감정 단서가 제외된 통제 집단의 경우 

두 사건 간 응시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타인의 언어적 단서의 변화와 목표 행동

을 연합하여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은 언어 정보를 처

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 만 12개월의 영아들에게

서 나타났으며(Jin & Song, 2008), 이후 Kim과 Song (2015)에서

는 만 10개월의 영아들도 12개월 영아들보다 더 많은 개수의 

친숙화 시행을 경험하는 경우 언어적 단서의 변화를 지각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목표 사건과 새 목표 사건 간 응시 시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만 10개월의 영아들

이 언어 정보의 변화를 타인의 목표 행동의 변화에 대한 신호

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선 단서와 감정 단서와 같은 사회 정서적 정보를 추

가적으로 제공한 경우 동일한 연령의 영아들도 언어적 정보의 

변화와 타인의 행동 목표 간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생후 1년 이전의 영아들은 이미 타인의 시선의 움직임과 정

서적 표현에 민감하며 이들이 타인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을 인지하고 있음이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e.g., 

Beier & Spelke, 2012; Johnson et al., 2007; Luo, 2010; Phillips et 

al., 2002; Spaepen & Spelk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한하였던 시선 단서를 제공하여 행위자가 해당 물

체를 명확히 응시하였고, “우와!”라는 감탄사와 신나는 듯한

(excited) 목소리 톤으로 긍정적 정서를 함께 표현하도록 하였

다. 그 결과 언어적 단서만 제공될 때와는 달리 만 10개월의 

영아들도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변화된 단어가 목표 행동

의 변화를 신호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만 10개월의 영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단서들을 통합하여 맥락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활용하고 있음을 추측케 하였다. 만약 영

아들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선과 정서적 표현의 목표 

지향성만을 이해하였다면 행위자가 친숙화 시행에서 반복하

여 바라보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한 기존 물체에 대한 선호 

또는 행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예측하여 검사 시행에서 새로

운 물체를 잡은 새 목표 사건을 기존 목표 사건보다 더 오래 응

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검사 시행에서 행위자는 

시선 및 감정적 정보와 함께 변화된 명칭(i.e., 언어적 정보; 모

디 . 파푸)을 제공하였고 영아들은 이에 검사 시행에서 행위자

의 ‘파푸’라는 언어적 단서가 친숙화 시행에서 ‘모디’라는 명칭

이 연결(mapping) 되었던 기존 물체가 아닌 새로운 물체를 지

칭하고, 따라서 새로운 물체를 잡으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

는 구체적인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본 연구의 영아들

은 시선과 정서적 표현 단서를 행위자의 언어적인 정보와 결

합하여 타인의 의도를 맥락에 적절하게 추론하는 모습을 나타

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선 및 감정적 정보가 단어

와 지시하는 대상 간의 연결성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

게 하여 언어적 정보의 변화가 행위자의 향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영유아들은 새로운 단어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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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시선, 가리키기, 감정 표현 등의 사회적 단서들을 활용하

여 새로운 명칭과 지시 대상을 연합시켜 이해한다(e.g., Baldwin 

et al., 1996; Carpenter, Nagell, Tomasello, Butterworth, & Moore, 

1998; Caza & Knott, 2012; Grassmann & Tomasello, 2010; Meyer 

& Baldwin, 2013; Moses, Baldwin, Rosicky, & Tidball, 2001; 

Sullivan & Barner, 2016; Tomasello, Strosberg, & Akhtar, 1996). 

특히 본 연구 대상과 같은 만 1세 이전 영아들은 대화적 맥

락이나(Sullivan & Barner, 2016), 통사적 자동처리(syntactic 

bootstrapping; Gleitman, 1990) 등을 통해 추론하는 능력이 미숙

하므로 이러한 사회적 단서는 새로운 단어와 지시 대상의 연

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타인의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

하는 과정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선 단서를 제공하는데 있어 행위자가 무

대의 정면 중앙과 발화의 대상 물체만 바라보도록 하여 영아

와의 직접적인 눈맞춤은 제외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영아들은 눈맞춤에 민감하며(Csibra, 2003; Farroni et al., 2002), 

타인과 눈맞춤을 한 후 그 사람의 시선을 따라 동일한 물체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이고(Butterworth & Jarrett, 1991), 생후 1–5

일 경의 신생아들도 자신과 직접적인 눈맞춤을 하는 얼굴을 

시선을 회피하는 얼굴보다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Farroni et 

al., 2002). 이와 같이 행위자와 영아 간 직접적인 눈맞춤이 있

는 시선 정보의 제공은 언어 정보와 목표 행동의 관계성에 대

한 이해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

후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선 및 감정 단서를 모두 제공한 경우만 살

펴보았다. 이는 다양한 단서로 인해 풍부한 정보가 있는 상황

에서 영아들이 언어 정보의 변화가 목표 사물의 변화에 대한 

신호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우선 확증하고자 한 책략적 접근

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선 단서와 감정 단서를 분리하여 

각각의 지각적 단서가 언어적 정보를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만 10개월의 영아들이 시선 단서와 긍정적 감정 

단서를 활용하여 언어적 단서의 변화를 탐지하고, 이에 따른 

타인의 목표 행동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

을 보여 주었다. 만 10개월의 영아들은 언어적 변화를 탐지 했

음에도 이를 활용하여 타인의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지만(Kim & Song, 2015), 시선 정보

와 정서적 표현과 같은 사회적 단서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었을 

때는 언어 변화가 타인 행동 목표의 변화에 대한 신호임을 이

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시선 및 정서 표현 정보가 언어적 

정보와 목표 행동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킴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단서가 단어와 지시하는 대상 간

의 관계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언어 학

습에 있어서의 사회적 정보의 영향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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