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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Early Years Toolbox (EYT)의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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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Early Years Toolbox (EYT), which can measure 
executive function of children.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97 3 to 5-years-old children in one kindergarten and two 
day care centers. An analysis of EYT's the construct validity, the concurrent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performed.         
Results: As a result, each tool has a reciprocal static correlation (r = .22~.41, p < .05) appeared to be 
present, indicating that there was no difficulty in assembling them into a single factor. Also, Mr. Ant 
and The Eight Boxes Task (r = .19, p < .05), Go/No-Go and Lift Flag Task (r = .28, p < .05), Not This 
and Dig it span - Backward (r = .27, p < .05), Card Sorting and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r 
= .57, p < .05), Expressive Vocabulary an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REVT-E)(r = .66, p < .05), Numbers and Mathematical Ability Picture Test for Young Children (r = .73, 
p  < .05) all had significant correlation.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CSBQ) and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PKBS). Finally, the EYT demonstrated high internal consistency, which enabled the 
verific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tool. 
Conclusions: The Early Years Toolbox is a reliable and valid executive function instrument for 
children and is recommended for evaluating execu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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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하는 새롭고 도전적인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목

표지향적인 행동을 하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Y. Kim, 2018; 

Sung, 2017). 이러한 인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이다. 실행기능이란 뇌의 전두엽에서 이

루어지는 고차원적 기능(Diamond, 2013; Do, Cho, Kim, Kim, 

& Shin, 2010; Y. Kim, 2018; Welsh & Pennington, 1988)으로서,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작업 기억의 과정

에 따라 방해자극을 억제하고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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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의미한다(Diamond, Barnett, Thomas, & Munro, 2007). 

최근 뇌 발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영유아의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는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의 실

행기능은 이후 상급학교에서의 수학과 언어 능력을 모두 예

측할 수 있다(Blair & Razza, 2007). 나아가 실행기능은 이후 성

인이 되어서 직업을 구하고, 지속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에도 

작용하여 결국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Bailey, 2007; Davis, Marra, Najafzadeh, & Lui-Ambrose, 

2010). 실행기능이 유아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앞으로 영유아기 실행기능에 관한 연구는 더

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행기능은 실행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 특히 전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인지적 실행기능(cool executive 

function)’과 ‘정서적 실행기능(hot executive function)’ 두 가지

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Zelazo & Muller, 2004). 먼저, ‘인지

적 실행기능’은 상대적으로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실행기

능으로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 좀 더 활성

화 된다(Zelazo & Muller, 2004). 인지적 실행기능을 구성하

고 있는 핵심 능력은 억제, 작업 기능, 인지적 유연성 등이다

(Diamond, 2013). 억제는 목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

한 자극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Diamond, 2013; Howard & Melhuish, 2017). 작업 기능은 

일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기억 용량에 대한 

것이다(Diamond, 2013; Howard & Melhuish, 2017; W. Lee & 

Cheung, 2018). 인지적 유연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요구, 규칙 등에 다양한 대안을 생

각하면서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능력이다(Diamond, 2013; Do 

et al., 2010; Howard & Melhuish, 2017). 

두 번째, ‘정서적 실행기능’은 ‘인지적 실행기능’에 비해 동

기 및 정서가 유발되는 맥락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실행기능

으로서(Zelazo & Muller, 2004), 욕구, 소망, 바람과 같은 재

적 동기가 포함된 상황에서 유발된다(Cunningham & Zelazo, 

2007). 정서적 실행기능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정

서 발달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Sethi, Mischel, 

Aber, Shoda, & Rodriguez, 2000), 유아의 외적 문제 행동과 내

적 문제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다(Riggs, Blair, & 

Greenberg, 2003). 또한 또래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욕구를 조절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도 한다(Diamond, 2013; Peake, Hebl, & Mischel, 2002). 

영유아의 실행기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영유아의 

주의 집중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Chi & Kim; 

2016; M. R. Song & Ha, 2014).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의 자

아존중감 형성과(Chi & Baik, 2016) 애착 형성과도 관련된다

(Bernier, Carlson, Deschenes, & Matte-Gagne, 2012). 또한 실행

기능은 영유아의 정서 발달과 관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아

의 학교 준비도에도 작용하는 요인이다(Blair & Razza, 2007; 

Morrison, Ponitz, & McClelland, 2010). 취학 후 유아의 수학

능력, 문해력에도 영향을 미친다(Borella, Carretti, & Pelegrina, 

2010).

아동발달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실행기능의 측정은 인지

적 실행기능과 정서적 실행기능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행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에 인지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적 실행기능 중 억제를 측정하

는 도구로는 실행기능은 색과 행동에 대하여 검사자가 명령한

대로 따라하거나 혹은 명령과 반대로 수행하기 하는 ‘해와 달 

과제(Gerstadt, Hong, & Diamond, 1994)’, ‘토끼와 호랑이(양과 

사자/ 착한 인형 나쁜 인형)(Kochanska, Murray, Jacques, Koenig, 

& Vandegeest, 1996)’, ‘스트룹 검사(Stroop, 1935)’가 있다(Chi 

& Baik, 2016; H.-J. Kim & Hong, 2011; Kong & Lim, 2013; K. 

Lee & Lee, 2017; K.-S. Park, 2018; Shin, 2005; Sung, 2017). 인지

적 유연성 측정 도구로는 ‘색’과 ‘모양’을 구분하는 인지적 전

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카드분류과제(Zelazo, 2006)’가 우

리나라 실행기능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다(Cha, 

2015; Chi & Baik, 2016; K.-S. Park, 2018; Shin, 2005; Sung, 

2017). 작업 기억은 유아가 숫자 혹은 위치를 기억하고 말하거

나 찾아보도록 하는 ‘8개 상자 과제(Hughes, 1998)’, ‘코시블록 

과제(Kessels, Van Zandvoort, Postma, Kappelle, & Haan, 2000)’,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 검사(K-WISC-Ⅲ)’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Cha, 2015; Kong & Lim, 2013; K. Lee & Lee, 2017; K.-S. 

Park, 2018). 이렇듯 인지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인지적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단일 도구를 사용할 수 없고, 이는 인지적 실행기능 검

사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실행기능은 여러 신경 심리 검사로 면대면으로 측정

되어야 하므로 검사자를 대상으로 검사 시행과 채점을 위한 

훈련, 검사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등이 요구된

다(Do et al., 2010). 또한 동일한 훈련을 받은 검사자라고 할지

라도 유아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자극, 시기, 지침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검사자 개인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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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lair, Zelazo, & Greenberg, 

2005). 면대면 측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 기능 검사를 실

시하기도 하였다(Do et al., 2010). 유아가 이어폰을 통해 수행 

방법을 들은 후, 컴퓨터 키보드를 활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방

법은 직관성을 떨어뜨려 정확한 평가를 방해하며, 특히나 이

어폰, 컴퓨터 키보드 등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유아의 경

우 그것에 능숙해 지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

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ward & Okely, 2015).  

실행기능 검사의 또 다른 한계는 실행기능의 하위 구성요

소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양하여 각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

사도구들 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Howard 

& Melhuish, 2017). 앞서 설명하였듯이 인지적 실행기능의 경

우 각각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 이다. 예를 

들어 ‘억제’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착한인형, 나쁜인

형’ 과제는 단순히 착한인형이 말하는 것은 수행하고, 나쁜 인

형이 말하는 것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억제를 측정한다. 그

리고 ‘그림카드’ 의 경우 검사자가 ‘달’ 카드를 보여주면 유아

는 ‘낮’이라고 말해야 하고, ‘해’카드를 보여주면 유아는 ‘밤’이

라고 말하는 반대로 대답하는 것으로 억제능력을 측정하고 있

다. ‘스트룹검사’의 경우 유아가 색을 보고 단순히 색깔을 말하

는 색깔과제,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글자를 보고 글자를 말하는 

글자과제, 색깔 이름이 써진 글자와 글자의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색깔을 말하는 방해과제의 3가지 과제 모두 각

각 반응시간(reaction time)과 오류반응 수로 억제능력을 측정

한다. 이렇듯 각 도구의 억제를 측정하는 내용은 수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검사자 개인이 억제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어

떤 도구를 사용 하는가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도구를 이해하

는 능력이 억제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에서는 시간적, 

비용적 제약이 실행기능 검사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도록 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 타당도

는 물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행기능 측정의 한계점을 해결한 도구가 개발되었

다. Howard와 Melhuish (2017)는 검사자 간 측정 변수를 최소

화하고, 면대면 검사의 시간적 문제 해결, 실행 기능 이외의 유

아의 능력이 검사 점수에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

이패드 기반 어플리케이션(Early Years Toolbox [EYT])을 개발

하였다(Howard & Melhuish, 2017). EYT는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네 가지 항목은  인지적 실행기능에 해당

하는 것으로 시·공간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Mr. Ant, 음운론적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Not This, 억제를 측정하는 Go/No-Go,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Card Sort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EYT 애플리케이션에는 표현 어휘를 측정하는 Expressive 

Vocabulary,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Early Numeracy와 교사에 

의해 보고되는 Child Self-regulation & Behavior Questionnaire 

(CSBQ)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인지적 실행기능 이외에 세 가

지 항목이 EYT에 포함 된 이유는 인지적 실행기능의 경우, 유

아의 학습관련 행동, 읽기 및 수학점수(Blair & Razza, 2007)와 

문제행동(McGlamery, Ball, Henley, & Besozzi, 2007)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Howard와 Melhuish (2017)는 호주 유아 1,764명을 대상으

로 EYT 어플리케이션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EYT 어

플리케이션과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Flanker task’ 등과 

같은 실행기능 측정 검사와 ‘British Ability Scales’ 등을 실시하

여 EYT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우 높은 

신뢰도, 각 어플리케이션 간 상관을 통한 구인타당도와 기존

의 검사 도구와의 상관을 보이며 공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즉, EYT의 타당성을 밝히며, 유아관련 연구 및 교육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유아의 실행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행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위하여 Howard와 Melhuish 

(2017)가 개발한 EYT의 한국판 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의 목적은 Howard와 Melhuish (2017)가 개발한 EYT를 한국

어로 번안하여, 한국형 아이패드 기반 실행 기능 검사 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형 아이패드 기반 EYT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1-1. 한국형 아이패드 기반 EYT의 내용타당도는 어떠한가?

1-2. 한국형 아이패드 기반 EYT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1-3. 한국형 아이패드 기반 EYT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형 아이패드 기반 EYT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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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두 곳의 어린이집과 한 곳의 

유치원에 소속된 유아 197명이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 자료

로 가용할 수준의 응답을 한 유아는 총 143명이며, 연령별 남

아 및 여아의 인원과 비율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도구

 Early Years Toolbox (EYT) 앱 

EYT는 Howard (2017)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아이패드기

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지적 실행기능 검사 4종(Mr. Ant, Not 

This, Go/No-Go, Card Sorting)과 교사에 의해 설문 보고되

는 정서적 실행기능 검사 1종(Child Self-regulation & Behavior 

Questionnaire [CSBQ]), 그 외에 Expressive Vocabulary, Early 

Numeracy 등 총 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Mr. Ant    ‘Mr. Ant’는 인지적 실행기능 중 시·공간의 작업 기

억(visual-spatial working memory)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미 그

림에 붙은 스티커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는 실

험이다. 총 8단계로 이루어져있으며 단계 별로 기억해야 하는 

스티커의 개수가 1-8개로 늘어난다. 각 단계별 3개의 과제가 

주어지며, 3개의 과제를 모두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다음 단계

로 넘어가지 않고 점수가 계산된다. 유아에게 부여되는 점수 

총 0-2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 . 공간 작업 기억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Not This    ‘Not This’는 인지적 실행기능의 음운론적 작업 기

억(phonological working memory)을 측정하는 것으로, 음성의 

지시에 따라 모양을 찾는 과제이다. 1-8단계로 이루어져 있으

며, 1단계에서는 유아에게 ‘빨간 색이 아닌 모양 찾기’(단일 기

능 - 빨간 색을 기억하기 위해)를 요청하나, 점차 단계가 올라

갈수록 복잡한 과제를 요청한다(빨간색이 아니고 크지 않은 

것, 네모가 아니고 작지 않은 것 등). 각 단계는 5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과제 중 최소 3개를 맞히지 못하면 다

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1단계에서 시작하여 5개의 과제 중 

최소 3개를 정확하게 수행하면 각 단계별로 1점을 부여하고, 

그 이후의 성공 과제들은 1/5의 점수를 더한 것으로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운론적 작업 기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Go/No-Go   ‘Go/No-Go’는 인지적 실행기능의 억제(inhibi-

tion)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화면에 물고기가 나왔을 

때에는 화면을 두드려 물고기를 잡고, 상어가 나왔을 때에는 

두드리지 않아 상어를 잡지 않는 과제이다. 물고기와 상어의 

비율이 8:2로 구성되어 물고기가 상대적으로 많아, 상어가 나

왔을 때 행동을 억제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총 75개의 과제가 

1초 혹은 1.5초 간격으로 제시된다. Go/No-Go의 경우 유아가 

물고기를 잡는 시간을 측정하여 점수를 계산하며, 최소 0점에

서 최대 1점 사이의 점수가 산출된다. 1에 가까울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잘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rd Sorting    ‘Card Sorting’은 인지적 실행기능의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한다. Card Sorting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있다. 

1단계는 색에 따라 파란색 배와 빨간색 토끼를 분류하는 것이

며, 2단계는 모양에 따라 나오는 카드를 분류한다. 마지막 3단

계는 테두리가 있는 카드는 색에 따라 분류하고 테두리가 없

는 카드는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과제이다. 각 단계는 총 6개

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와 2단계에서 6개 이상의 과

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3단계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총 

점수는 0점에서 최대 18점의 점수가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아동이 인지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CSBQ    CSBQ는 실행기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

아의 자기 조절력과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33개

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은 응답자에게 사실이 아
님(1)에서 확실하게 사실인 경우(5)까지의 척도로 대상 행동

의 일반적 빈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 

보고되는 설문 형식의 앱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ge Gender n (%)
3 Boy 15 (10.5)

Girl 19 (13.3)
4 Boy 30 (21.0)

Girl 26 (18.2)
5 Boy 30 (21.0)

Girl 23 (16.1)
Note. N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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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ve Vocabulary    Expressive Vocabulary는 표현어휘 

발달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유아는 화면의 그림을 보

고 무엇인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대답하게 된다. 총 4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항목을 연속으로 틀릴 경우 검사가 중단된다. 

Early Numeracy    수, 공간, 측정, 수량, 서수, 기수(정수), 패

턴, 연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 발달 검사이다. 이 검사는 주

인공(로비 로봇)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유아가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총 79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과제를 연속으로 틀릴 경우 검사가 중

단된다. 

유아의 실행기능, 어휘, 수 및 사회성 발달 측정

도구

EYT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준거 도구로써 8개 상자과

제, 깃발 들기,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 카드 분류(The Di-

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 표현어휘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REVT-E]), 유아그림수학

능력검사, 유아행동척도(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PKBS]) 총 7가지의 검사를 실시하였다(Table 2).

    

8개 상자과제    본 연구에서 시· 공간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EYT Mr. Ant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8개 상자과제’ 도구를 

시행하였다. 8개 상자과제는 Hughes (1998)가 개발한 것으로 

색깔이 서로 다른 8개의 상자 안에 사탕을 넣은 후 유아에게 상

자에 든 사탕을 모두 찾도록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8

개의 색깔 상자와 그 안에 담긴 사탕 대신 쉽게 열어볼 수 있는 

8개의 색깔 종이컵과 당근 모형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8개 상자과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단계적인 활동 계획

을 요구하지 않으나 시행중 자극-반응 간 지연 기간이 삽입되

며 상자의 색을 기억해야 한다는 전략을 자발적으로 생성하여

야 하는 검사이다(H. G. Park, 1999) 이에 자극-반응 간 지연기

간과 상자의 색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시. 공간의 작업 기억 측

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    본 연구에서는 음운론적 작업기억

을 측정하는 Not This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를 시행하였다.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는 인지

적 실행기능의 음운론적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1-9

까지의 숫자 중 일련의 숫자를 검사자가 불러주면 유아는 숫

자를 듣고, 들은 순서와 거꾸로 따라 말하는 검사이다. 두 자리

의 숫자부터 시작하여 한 자리씩 숫자가 늘어나게 되며, 같은 

자리의 숫자는 ‘시행 1과 2’ 두 번씩 제시된다. 시행 한 개를 통

과할 때마다 1씩을 얻게 되며, 시행 1과 2를 모두 틀릴 경우 검

사를 마친다. 본 검사는 음운론적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검사

이다.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는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여 거꾸

로 되풀이하는 조정 과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업 기억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깃발 들기     본 연구에서는 실행 기능 중 행동적 측면의 억제

를 측정하는 Go/No-Go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Y.-J. Lee, 

Lee와 Shin (2005)이 사용한 ‘깃발 들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깃

발 들기 과제는 깃발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행동과 색에 대하

여 검사자가 명령한 내용과 반대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요구하

는 것이다. 검사자가 유아에게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을 제시

한 후, 처음에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도록 정반응 과제를 설

명하고 6회 실시한다. 그리고 검사자의 명령과 반대(반대 방

Table 2
EYT’s Evaluation Measure for Concurrent Validity 

EYT Evaluation scale for verification
Mr. Ant The eight boxes task

Not This Dig it span - Backward

Go/No-Go Lift flag task

Card Sorting DCCS

CSBQ PKBS

Expressive Vocabulary REVT-E

Early Numeracy Mathematical ability picture test for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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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반대 색깔)로 행동하도록 하는 역반응 과제를 설명하고 6

회 실시한다. 이처럼 깃발 들기 과제는 주어진 자극과 반대되

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인지억제 능력뿐만 아니라 

우세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에도 중점을 둔 과제이다.

카드 분류(DCCS)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실행기능의 인지

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Card Sorting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DCCS’ 과제를 사용하였다. DCCS는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

기 위한 검사로 빨간색 토끼와 파란색 배 그림이 하나씩 부착

되어 있는 두 개의 분류 상자를 제시한 후, 빨간색이나 파란색

의 배와 토끼 중 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유아에게 제시

하고 이를 색과 모양으로 구분하게 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총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유아가 색 범주로 카드를 분

류하고, 두 번째는 모양 범주로,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방법

을 포함한 테두리 범주가 추가되어 분류하게 된다. 유아의 인

지전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단계별로 두 번째 모양 분류

부터는 선행의 분류 범주(색)를 억제하여야 하고 세 번째 분류

에서는 모양과 색을 포함한 두 범주를 동시에 생각하여 억제

하도록 요구되는 과제이다. 

DCCS는 한 가지 범주에 맞춰서 카드를 분류하는 유아에게 

카드 분류를 멈추고 다른 범주에 맞춰서 카드를 분류하도록 

연구자가 중간 지시를 하기 때문에 유아의 주의 전환 능력인 

인지적 유연성을 살펴 볼 수 있다(Diamond, Carlson, & Beck, 

2005). 

유아행동척도(PKBS)    EYT의 ‘CSBQ’의 준거타당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PKBS’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PKBS는 3-6세

의 아동전기 아동들에서의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을 측정하

기 위해 구안된 행동평정척도이다. 이 척도는 사회적 기술 하

위척도 34문항과 행동문제 하위척도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사회적 기술 하위척도(social skill scale)는 사회적 협력성(12

문항), 사회적 상호작용(11문항), 사회적 독립성(11문항)이며 

행동문제하위척도(problem behavior scale)는 외재적 행동문제

(자기중심성 11문항, 행동과다 8문항, 공격성 8문항)와 내재적 

행동문제(사회적 위축 7문항, 불안 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부모, 교사, 보육제공자들 또는 대상 아동의 행동을 

자주 관찰한 사람들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척도에 반응하도록 했다. 각 문항에 대해 교사가 아동

을 관찰한 데 근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에 평정하였다.

표현어휘검사(REVT-E)    EYT의 ‘Expressive Vocabulary’의 타

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현어휘검사(REVT-E)’를 검사도구

로 사용하였다. REVT-E는 Y.-T. Kim, Lee, Hong, Kim과 Chang 

(2009)이 개발한 수용 . 표현 어휘력 검사(REVT) 중 표현어휘

에 대한 검사도구이다. 표현어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106

개, 동사 58개, 형용사 및 부사 21개로 총 18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연령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연령단계

별로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이는 그림이름대기 검사 

형태로, 그림을 보면서 검사자의 질문을 듣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를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연속적으로 8개 문항 중 6개를 

틀리게 반응하면 검사를 중지한다.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    EYT의 ‘Early Numeracy’의 타당도 측

정 도구로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를 사용하였다. 유아그림수

학능력검사는 Choi와 Hwang (2003)이 개발한 검사로 총 4개

의 하위영역(사물의 규칙성, 수개념, 기하, 측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하위영역은 문항에 따라 구체물 조작을 통해 실시

하는 문항과 그림 자료를 이용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총 80문

항의 검사도구로 대수는 분류, 서열, 패턴, 관계추론의 세부항

목으로 20문항이고, 수개념은 수세기와 수연산에 관한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하는 도형과 공간개념에 관한 것으

로 20문항이며, 측정은 시간과 측정의 개념으로 15문항으로 

되어 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한국판 번안과정과 내용타당도 확인과 구인

타당도, 공인타당도 검사 수행으로 나뉜다. 먼저, 검사도구의 

번안을 위해 검사 개발자 Howard로부터 한국판 사용허가를 

받아 EYT 어플리케이션의 스크립트를 번역하였고, 유아교사 

포함 유아교육전공자 5인과 검토하여 내용을 확정하였다. 또

한 직접 만 3-5세 유아에게 번역한 문장을 읽어주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번역한 스크립트는 전문 성

우가 녹음을 하여 오디오 파일로 만들었고, 이를 Howard에게 

전달하여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 한국어판 베타 버전을 제작

하였다. 

EYT의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검사를 실

시할 조사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자는 총 6명

으로 모두 유아교육 관련 전공 석 . 박사 재학생이다. 조사자 간

의 신뢰도를 위해 자료 수집 전 두 차례 EYT 조사자 교육 및 준

거타당도 실험 실시 방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조사가 실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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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 사용하는 발문, 조사자와 유아가 앉는 위치와 자세 및 반

응을 통제하여 유아에게 동일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한 검사는 약 6주간

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관별로 학부모에게 EYT 타당화 연구

에 대한 설명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부하여 연구 참여 동

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를 대상으로 EYT 검

사와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유아는 교실이 아닌 기관 내 별도의 조용한 장소에서 조사자

와 함께 검사를 하였다. 조사자 간 어플리케이션 진행 순서는 

불일치시켜, 유아 간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검

사를 진행하는 동안 유아가 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자

는 세 번 격려한다(예: “다시 한 번 해 볼까?”). 그래도 유아가 

원치 않을 경우, 검사를 즉시 중단하였다. 또한 하나의 어플리

케이션을 종료한 후,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유아에

게 ‘다른 게임을 위해 잠시 기다려 줄 것’ 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30초 이내에 다음 어플리케이션 검사를 시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YT 검사와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일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였다. 

교사가 답하는 CSBQ와 PKBS는 교사에게 배포하여 1-2주 후 

수거하였다. 

자료 분석

EYT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 분석에는 STA-

TA-MP 15.1 (Statacorp., College station, TX)을 사용하였다.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실행기

능을 상위 영역으로 두고, 각각 시·공간적 작업 기억, 음운론적 

작업 기억, 억제,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Mr. Ant, Not This, 

Go/No-Go, Card Sorting을 하위 영역으로 두었다. 각 영역 점수

는 표준화된 z-점수로 변환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그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한 지표로는 8개 상자과제, 숫자 거꾸

로 따라 말하기, 깃발 들기, 카드 분류(DCCS)를 사용하였다. 

나아가 실행기능을 나타내는 하위 요인들이 하나의 구인으로 

엮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4개요인 간 상호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또한 EYT 검사 중 아동의 응답 수준에 관계없이 검사

가 최종까지 진행되는 Go/No-Go 및 Expressive Vocabulary, 그리

고 교사에 의해 모든 문항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CSBQ에 대해

서는 Cronbach’s α를 산출해 내적합치성을 검증하였다. 

Results

한국판 Early Years Toolbox (EYT)의 타당도 

한국판 EYT의 내용타당도 

EYT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교수 1명

과 영어권 국가 유학경험이 있는 유아교육학 박사과정 1인

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번역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EYT 원 스크립트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한 문장을 비교하

고 문장의 명확성, 유아의 실행기능, 언어, 수, 사회성 및 자기

조절력 측정의 적절성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만 3-5세 유아에게 번역한 문장을 들려주어 이해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애매한 내용은 없는지 유아가 내용을 

듣고 따라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

아가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지시문 선택의 문제, 교사가 응답하

는 CSBQ의 문항의 적절성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예로 원 스

크립트에서는 ‘Point’ 지시문을 “가리켜보세요.”에서 “짚어보

세요.”로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CSBQ의 문항의 경

우 “빈 공간을 응시한다.”는 문항을 “먼 산을 바라본다.”로 의

역하는 등의 수정 및 검토를 통해 유아와 교사의 이해를 높이

고자 하였다. 

 한국판 EYT의 구인타당도 

한국판 EYT에서 4개의 실행기능 하위요인들이 하나의 구인

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4개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

계수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EYT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Mr. Ant와 Not This를 제외하고 .22∼.41 ( p < .05)로 상호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구인으로 엮는 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도구의 타당성은 하위 요인 간 같은 

변인을 측정해야 하는데, 본 도구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

므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한국판 EYT의 공인타당도 

EYT는 실행기능과 관련된 위 4개의 검사 외에 Expressive Vo-

cabulary와 Early Numeracy, CSBQ 또한 검사한다. EYT 전반에 

걸친 공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4와 같이 각 영역별 

대응되는 면대면 검사를 시행하였다. 각 영역별로 상관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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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와 같이, EYT 하위 요인과 각 준거 검사는 CSBQ만

을 제외하고 .19∼.73으로 상호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p < .05). 하지만 CSBQ는 PKBS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CSBQ와 PKBS 검사의 경우 유아 대상 면대면 검

사가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두 

설문지에서 유아 당 점수를 확인한 결과 각 항목에 대한 유아 

점수가 상이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CSBQ를 제외하고

는 한국판 EYT가 준거 검사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도

가 높은 검사임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of EYT Executive Function Tests 

EYT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Mr. Ant Go/No-Go Not This Card Sorting

Factor 1 Mr. Ant — .41* .09 .32*

Factor 2 Go/No-Go — .34* .35*

Factor 3 Not This — .22**

Factor 4 Card Sor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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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EYT’s Evaluation Measure for Concurrent Validity

EYT Evaluation scale for verification
Mr. Ant The eight boxes task
Go/No-Go Lift flag task
Not This Dig it span - Backward
Card Sorting DCCS
Expressive Vocabulary REVT-E
Early Numeracy Mathematical ability picture test for young children 
CSBQ PKBS

Table 5
Correlation of EYT and Evaluation Scale for Verification

EYT Evaluation scale for verific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Mr. Ant The eight boxes task .19*
Go/No-Go Lift flag task .28*
Not This Dig it span - Backward .27*
Card Sorting DCCS .57*
Expressive Vocabulary REVT-E .66*
Early Numeracy Mathematical ability picture test for young children .73*
CSBQ Sociality PKBS  Social skill .10

Prosocial behavior .09
Behavioral self regulation .05
Cognitive self regulation .09
Emotional self regulation .05

CSBQ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PKBS   Behavior problem .03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 .07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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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EYT의 신뢰도 

ETY 중 유아의 응답 수준에 관계없이 검사가 최종까지 진행되

는 Go/No-Go 및 Expressive Vocabulary 그리고 교사에 의해 모든 

문항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CSBQ에 대해서는 Cronbach’s α를 

산출해 내적합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보면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6∼.92 수준으로 

나타났다. Go/No-Go 검사의 경우 Go 검사는 .92, No-Go 검

사는 .77이며, Expressive Vocabulary 검사는 .80으로 드러났다. 

CSBQ 검사의 경우 각 하위 항목별로 사회성 .84, 친사회적 행

동 .87, 행동 자기 조절 .88, 인지 자기조절 . 79, 정서 자기 조절 

. 81, 외현화 문제 .76, 내재화 문제 .82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가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각 영역별 문항 구성

에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한국판 Early Years Toolbox (EYT)의 타당화를 목적

으로 타당화 작업과 신뢰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YT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용타당도, 구인타

당도, 공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 EYT의 내용타

당도는 전문가 집단의 번역된 스크립트 확인과 만 3-5세 유아

를 대상으로 스크립트 이해도를 파악하여 유아와 교사가 이해

하기 쉽게 의역 및 번역하여 확보되었다.

또한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4개의 도구(Mr. Ant, Not This, 

Go/No-Go, Card Sorting)의 상관을 구해 하나의 구인으로 묶

일 수 있는지 구인타당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각 도구는 상

호 정적 상관(r = .22∼.44, p <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

의 구인으로 엮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Howard

와 Mellhuish (2017)의 연구에서 각 검사 간 정적 상관(r = .23

∼.57, p <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한국판 EYT의 구조를 지지하였다. Not This와 Card Sorting

의 경우, .22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보통 

상관이 .30∼.70 사이에 있어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호주 유아를 대상으로 한 Howard와 Mellhuish 

(2017)의 연구에서도 .23 ( p < .05)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판 EYT의 구조를 지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Mr. Ant와 Not This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호주 유아를 대상으로 한 Howard와 Mellhuish (2017)

의 EYT 타당화 연구에서는 Mr. Ant 와 Not This의 상관이 .28 

( p < .05)로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Mr. Ant가 시각적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Not This는 음운론적 작업 기

억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측정하는 방식이 비슷하고 한 

유아가 한 번에 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실시하는 본 연구의 조

사 방식으로 인해 유아의 검사 피로도가 점수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검사 피로

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 검사 어플리케이션의 수를 

제한하여 실시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한국판 EYT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실행기능을 측정할 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검

사를 준거로 삼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Mr. Ant와 8개의 상자

(r = .19, p < .05), Go/No-Go와 깃발 들기(r = .28, p < .05), Not 

This와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r = .27, p < .05), Card Sorting

Table 6
Cronbach’s α of Go/No-Go, Expressive Vocabulary, CSBQ 

Scale Number of test Cronbach’s α
Go 60 .92
No-Go 15 .77
Expressive Vocabulary 55 .80
CSBQ Sociality 7 .84

Prosocial behavior 5 .87
Behavioral self regulation 6 .88
Cognitive self regulation 5 .79
Emotional self regulation 6 .81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5 .76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 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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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카드 분류(r = .57, p < .05), Expressive Vocabulary와 REVT-E 

(r = .66, p < .05), Early Numeracy와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r = 

.73, p < .05)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호주 아동

으로 대상으로 실시된 EYT 검사의 공인타당도의 결과(r = .42

∼.60, p < .05)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CSBQ와 PKBS간의 상

관은 확인할 수 없었다. CSBQ는 유아의 사회성, 친사회적 행

동, 행동 자기 조절, 인지 자기조절, 정서 자기 조절, 외현화 문

제, 내재화 문제로 하위 영역이 나뉘어 있다. 반면, PKBS는 사

회적 기술과 문제 행동으로 크게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

어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교

사가 한 아동에 대한 응답으로 CSBQ 39문항, PKBS 76문항 

총 115문항에 답을 하게 되었다. 이에 교사가 응답에 대한 피

로도로 인하여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

다. 특히, Howard와 Mellhuish (2017)의 연구에서는 CSBQ가 

다른 사회성 발달 검사인 SDQ와 매우 높은 상관(r = .78∼.91, 

p < .001)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판 CSBQ를 보다 관련성 있

는 척도를 이용하여 교사들의 피로도를 덜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타당화를 검증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이상으로 한국판 

EYT 검사 간 상관과 여타 다른 도구와의 관련성을 통해 도출 

된 결과를 종합하면 CSBQ를 제외한 EYT 검사의 검사는 타당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EYT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유아의 응답 수준

에 따라 차이가 없이 검사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Go/No-Go, 

Expressive Vocabulary 그리고 교사가 응답하는 CSBQ에 한하

여 살펴보았다. Go/No-Go의 경우 Go 검사(Cronbach’s α = .92)

와 No-Go 검사(Cronbach’s α = .77)는 매우 높은 내적 합치도

가 나타났다. 또한 Expressive Vocabulary 역시 우수한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 = .80)를 보여준다. CSBQ의 경우 각 하위요인 

별로 차이는 있는 모두 우수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 .76

∼.88)가 나타났다. 이는 Howard와 Mellhuish (2017)가 실시한 

연구에서 나타난 검사간 내적 일치도 계수, Go/No-Go 중 Go 

.95, No-Go .84, Expressive Vocabulary .92, CSBQ .74∼.89와 일

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로써 한국판 EYT가 신뢰로운 도구

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한국판 EYT는 국내 유아를 대상으

로 실행기능, 언어, 수를 측정하기에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도

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실행기능 도구 타당

화 연구물 축적에 기여하고, 실행기능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

구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습득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실행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간편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유아 실행기능 연

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 또한 EYT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

웨덴어, 덴마크어, 인도네시아어,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식어

(줄루어, 코사어, 소토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다른 나라 유아와의 실행기능 비교 연구와 

같은 국제 비교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세∼만 5세 유

아를 고르게 표집하였으나, 각 집단별로 충분한 표본수를 확

보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통해 연

구대상을 확보하여 한 지역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

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CSBQ의 선행연구에서는 

다른 사회성 검사와의 매우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

에서는 CSBQ와 PKBS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른 도구를 통해 CSBQ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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