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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설명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보 평가:
물리 · 생물 현상에 대한 정보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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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children’s evaluation of information provided by 
an informant differs depending on the intuitivenes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presence of and 
types of additional explanations, and the age of the chil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58 children, aged 4 to 5 years, from eight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Each child was interviewed individually, after completing a pre-test 
for measures of language comprehension.           
Results: First, when the informant provided information on physical and biological phenomena,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valuate intuitive information as plausible, compared to counterintuitive information. 
In addition, 5-year-olds were less likely than 4-year-olds to evaluate counterintuitive information as 
plausible. Second, after an explanation was added,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valuate counterintuitive 
information as plausible, when this explanation was causal rather than descriptive or circular. Third, the 
addition of an explanation was likely to result in the evaluation of intuitive information as less plausible, 
and counterintuitive information as more plausible.  
Conclusion: Based on children's evaluation of information about physical and biological phenomena 
presented to them, this study confirmed that 4- and 5-year-old children were able to independently 
evaluate the plausibility of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intuitiveness of the information, and the 
presence of and types of explanations. It also revealed that with increasing age, children become 
more skeptical about the plausibility of counterintuitive information, and demonstrated epistemic 
vigilance even when presented with intuitive information with an explanation.

Keywords: evaluation of information,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types of explanation, plausibility 
of information, physical and biological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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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아는 주변을 자발적으로 탐색하며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동

시에 다른 사람이 전달한 정보를 통해서도 배워나가는 존재이

다. 어린 유아도 언어를 통해 타인과 정보를 나누고(Bohannon 

& Bonvilian, 1997; M. Y. Sung, Chang, & Chang, 2016),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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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나 요구를 충족시켜줄 정보를 스스로 구한다(Frazier, 

Gelman, & Wellman, 2009; Kurkul & Corriveau, 2018). 유아는 

정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자극과 기회를 얻는다(Harris, 

2012; Walker, Lombrozo, Williams, Rafferty, & Gopnik, 2017).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가 모두 좋

은 정보일 수는 없다. 의도적인 속임의 문제를 떠나서도 정보

제공자의 지식이나 인식 수준, 부정확한 전달, 실수 등의 이유

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은 유아에게도 늘 존재한다

(Jaswal & Kondrad, 2016; Mills, 2013). 정보의 무분별한 수용

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져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으

며, 정보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유아

가 자신에게 필요하고 좋은 정보를 얻는 능력과 더불어 잘못

된 정보나 질이 낮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경계하는 능력을 길

러나가는 일은 필수적이다. 또한 유아가 정보를 어떻게 평가

하는지는 정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나아가 정보를 어떻

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과 그로 인한 학습과 발달로 이어

질 수 있다(Harris, Koenig, Corriveau, & Jaswal, 2018; Sperber et 

al., 2010). 따라서 유아가 정보를 지식으로 획득하기까지 과정

에 평가라는 사유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개입하는지 밝히는 

것은 발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아가 타인이 말로 전달한 정보가 그럴듯한지 스스로 판

별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발달적 변화가 어떻게 달성될지에 

의문이 발생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여러 학문적 관점에

서는 유아는 ‘잘 믿는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다

(Couillard & Woodward, 1999; Dawkins & Krebs, 1978). 특히 3

세경의 유아는 4세 이상의 유아와 비교할 때 성인이 말로 전

달하는 정보를 꽤 잘 따르며, 자신의 신념이 있을 경우에도 정

보제공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신뢰를 오래 유지하기도 한

다(Jaswal, 2004, 2010; Jaswal, Croft, Setia, & Cole, 2010). 타인

의 정보에 대한 유아의 신뢰와 평가에 관심을 둔 연구들 중에

는 앞의 결과에서와 같이 잘 믿는 성향을 지지하는 입장과 어

린 연령에서도 믿을 만한 정보를 분별하고 그 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Harris & Corriveau, 2011; Koenig & Harris, 

2005; Sperber et al., 2010)이 엇갈려 왔다.

최근에는 타인이 말로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나 내용을 

의심하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초보적인 능력의 존

재와 발달에 대해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Y. Choi, 

2016; Harris et al., 2018; Heyman, 2008; Mills, 2013). 이들은 

개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얻을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인

식론적 경계(epistemic vigilance)’라는 인지기제가 있다고 보

기도 하고(Sperber et al., 2010), 정보 평가의 발달을 ‘회의주의

(skepticism)’의 발달이라 설명하기도 하였다(Heyman, Fu, & 

Lee, 2007; Mills & Elashi, 2014). 이들은 유아기에서부터 나름

의 기준으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단서와 자원

을 사용하는지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었다.

정보 평가의 과정은 크게 정보의 출처인 정보제공자의 신뢰

성(trustworthiness)에 대한 것과 정보 내용의 그럴듯함, 즉 타당

성(plausibility)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Bascandziev & Harris, 

2016). 그동안의 유아 대상 연구들은 정보제공자의 신뢰성에 주

로 초점을 두고, 정보제공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믿어야 할 사

람과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지를 알아보았다(Harris 

& Corriveau, 2011; Koenig & Harris, 2005). 그런데 유아가 가장 

빈번하게 의사소통하는 성인은 부모와 교사이며(Chouinard, 

2007; Gil & Park, 2013; E. Y. Sung, Kim, & Yoo, 2011), 유아는 자

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누가 믿을만한 정보제공자인지 구분하는 것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전달한 정보의 타당성을 살피는 능력도 유아에게 

요구된다. 누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구별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특성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정보제

공자가 전달한 정보를 탐색하는 일은 말에 담긴, 현저하지 않은 

속성에 집중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과업일 수 있다. 

아직 유아의 정보 타당성 평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적지만, 점

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ane & Harris, 2015).

유아가 정보가 그럴듯한지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정보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경우는 아직 드문 편이나, 직관

(intuition)이나 관습적 지식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장성, 논

리 등이 단서로 활용된다고 논의된다(Bascandziev & Harris, 

2016). 먼저,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대표적인 단서

로 꼽힌다(Harris et al., 2018; Lane & Harris, 2015). 직관은 세상

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각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며(Jung, 

1971), 특히 유아기는 직관에 토대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

기라 본다(Piaget, 1929). 이중처리이론(dual-process theory)을 

통해 인간의 인지과정이 성인에게 있어서도 분명하게 구분되

는 두 체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시한 학자들(Epstein, 1994; 

Evans, 2008, 2010, 2011; Hogarth, 2001)은 직관이 추론을 통

해 이루어지는 반영적인 처리 과정과 대립되는 특성이라고 간

주하였다. 그리고 직관에 기초한 사고가 인지적인 노력을 기

울이거나 작업기억 용량을 할애할 필요 없이 정보를 즉각적

이고 자동적으로 처리해준다고 보았다. 한편, 직관은 이론이

론(theory theory; Gelman, 2000; Spelke, 2000)의 핵심지식(core 

knowledge) 개념과도 유사성을 가지는데 이 때 핵심지식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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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지식과는 다르며 유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기초 틀로 

간주된다(Wellman & Gelman, 1998). 즉, 유아는 생존과 생활

을 위해 필수적인 영역의 초보적인 지식들을 기초 신념이자 

직관의 형태로 가지며, 이것에 우선적인 토대를 두고 외부에

서 들어오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한다.

주요 영역에 있어 다양한 직관들은 영아기를 거쳐 초기 유

아기에 이르기까지 일찍 형성된다. 그 중 물리 영역의 직관

은 주로 물리적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나 물리 현상과 관련되

며, 대상의 영속성과 시공간적 연속성, 고체의 견고성, 중력이

나 관성 혹은 물리적 힘에 의한 물체의 움직임이나 형태 변화 

등에 대한 직관이 영아기에 형성된다(Baillargeon, 1986, 1994; 

Spelke, 1994; Spelke, Breinlinger, Macomber, & Jacobson, 1992). 

그리고 생물 영역의 직관은 주로 생물의 고유한 특성 또는 그

들의 생존과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생물 현상과 관련되며, 동

물의 성장원리로서의 방향성, 번식과 단계적 순서, 섭취에 따

른 성장과 활력의 생성, 신체 형태에 따른 운동적 특성, 신체

의 부분과 생존이나 생활의 고유 기능 수행 등에 대한 직관

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된다(Carey, 1985; Gelman, 2000; 

Gelman, Spelke, & Meck, 1983; Inagaki & Hatano, 1996, 2006; 

Jones, Smith, & Landau, 1991; Keil, 1995; Rosengren, Gelman, 

Kalish, & McCormick, 1991). 이에 따라 유아는 잡고 있던 물

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여기고 다른 것으로 지지

하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Baillargeon, 1986, 1994; 

Spelke, 1994). 또한 생명성의 인식을 식물이 아닌 동물에 대해

서 더 빨리 습득하며(Inagaki & Hatano, 1996, 2006), 초기 유아

기에도 동물이 성장이나 섭취와 같은 생물학적 속성을 가진다

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성장이 무작위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기대를 가진다(Carey, 1985; Keil, 1995; Rosengren et al., 

1991). 본 연구에서는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아의 정보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기

에 분명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물리·생물 영역의 직관을 

활용하고자 한다. 유아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물리·생물 

현상은 행위주체로 인간, 동물, 물체를 두루 가지며(Wellman, 

Hickling, & Schult, 1997), 그 발생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적용

된다. 특히 유아는 일찍부터 물리·생물 현상의 규칙성이나 법

칙의 제약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적 

규범에 따르거나 자발적으로 행해진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와는 다른 판단을 한다(Browne & Woolley, 2004; Kalish, 1998; 

Rosengren & Hickling, 1994; Schult & Wellman, 1997)고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유아가 타인이 전달한 물리·생물 현상 

관련 정보를 듣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직관이 강하게 적용

될 것이라 추측된다. 특히 물리·생물 현상에 대한 정보는 그동

안의 연구들(Chan & Tardif, 2013; Mercier, Bernard, & Clément, 

2014)에서 주로 초점을 두어 왔던 대상의 명칭 정보나 상황특

정적인 에피소드 사건 정보와는 다르다. 물리·생물 영역의 정

보는 탐색과 검증을 거쳐 더 넓게 일반화되는 지식이 될 수 있

으므로(Gelman, 2000; Gopnik & Schulz, 2007) 이를 활용하여 

유아 정보 평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이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유아의 직관과 특정 현상의 가능성 판단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영향을 받았다. Lane과 Harris 

(2015)의 연구에서 3-8세 아동은 정보가 물리·생물 영역의 직

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현상의 가능성을 다르게 평가

했고, 70개월인 유아는 49개월인 유아에 비해 직관에 부합하

지 않는 현상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을 더 뚜렷하

게 보였다. 더불어 49개월 유아는 정보를 통해 소개된 대상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의 직관부합성에 따라 서로 다

른 평가를 하지 않은 반면, 정보를 통해 제시된 현상의 실현 가

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보 조건 간에 구분된 평가를 하였

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타인이 말로 전달한 정보의 내용으로

서 물리·생물 현상이 유아의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것의 가능성 평가를 다르게 평가하는 양상이 4세경부터 초

보적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 더 확고해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람이나 그 외의 대상이 보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 사건들에 

초점을 두고 실현 가능성·불가능성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살

펴본 연구들(Browne & Woolley, 2004; Johnson & Harris, 1994; 

Kalish, 1998; Rosengren & Hickling, 1994; Schult & Wellman, 

1997; Shtulman, 2009; Shtulman & Carey, 2007)에서 3-4세경

의 유아는 물리·생물 영역의 직관이나 기대를 강하게 위반하

는 사건을 일상적인 사건이나 의도에 의한 사건과 분명히 구

분하고(Kalish, 1998; Schult & Wellman, 1997; Shtulman, 2009; 

Shtulman & Carey, 2007), 마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Browne & Woolley, 2004; Johnson 

& Harris, 1994; Rosengren & Hickling, 1994). 이 결과들을 통해

서 꽤 어린 연령에서도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가능한지를 판

단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단서로 

활용하며 특히 물리·생물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제약성을 

강하게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유아 대상 연구들은 타인이 전달한 발화문 

형태의 정보가 그럴듯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살펴보지는 않

았다. 유아가 독립된 화자인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

달받을 때, 이 정보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맥락을 가진다. 유아

가 친숙하고 믿을만한 정보제공자의 말도 지식 부족, 실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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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나 또 다른 목적 등의 다양한 이유로 

때때로 틀릴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 정보를 의심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것은 꽤 도전적인 일이다(Heyman, 2008; Jaswal 

& Kondrad, 2016; Mills, 2013). 정보제공자가 직접 정보를 전하

는 상황에서 유아가 물리·생물 현상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지, 그 양상은 어떠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의 타당성

을 직접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발달적 변화는 현상의 가

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와 유사하게 확인될 수도 있

고 아니면 약간 늦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

로 단서를 활용한 정보 평가가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

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연령을 4세 정도라 

보며, 물리·생물 직관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기점을 대략 4세에서 5

세 사이로 가정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Lane과 Harris (2015)

의 연구에서 4세부터 취학 전 연령에 이르는 약 2년 사이에 나타

났던 연령차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중에서도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적 변화가 무

엇에 토대를 둘지 그것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둔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보 평가에 단서가 될 수 있는 다른 정보 

특성은 정보의 주장성(assertiveness)이다(Bascandziev & Harris, 

2016; Sperber et al., 2010). 유아가 들은 정보에 대해 정확한 지

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보의 진위 여부는 유아에게 확실

하지 않다. 이 경우에 타인의 정보는 주장적인(argumentative) 

성격을 가진다(Mercier et al., 2014). 성인과 유아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서로 요구를 충족시키고 의미 전달을 충분히 하기 

위해 정보와 설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장 형식의 정보에 덧붙는 설명도 정보의 주장성 수준을 변

화시켜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 상대방이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Brewer, 

Chinn, & Samarapungavan, 1998; Keil, 2006; Lombrozo, 2006). 

인과성에 대한 이해와 인과지식 획득이 인지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꾸준히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의 많은 연구

들은 설명에 대한 유아의 선호나 민감성 발달을 주로 인과적 

설명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다(Gopnik & Schulz, 2007; Legare, 

2012; Walker et al., 2017). 다만 이와 대조적으로 설명의 세부

적인 특성에 따라 유아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양상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또 다른 설명의 유형이 유아의 사고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밝히려는 노력은 두드러지

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나 교사는 유아의 이해를 돕

기 위한 전략으로 설명의 다양한 유형을 활용한다(Gil & Park, 

2013; Pellegrini, Brody, & Sigel, 1985; E. Y. Sung et al., 2011). 그 

중 하나는 대상이나 현상의 표면적인 양상을 지각적으로 기술

하는 방식의 묘사를 활용하는 것이다(Brewer et al., 1998; Mills, 

Danovitch, Rowles, & Campbell, 2017). 유아가 어머니와 그림

책을 읽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들은 인과적인 이야기나누기 전략 뿐 아니라 모습이나 속성

에 대한 묘사를 활용하는 전략을 하나의 설명 전략으로 제시

하였고, 묘사적 설명은 일상 속에서 실제로 두루 활용된다(S. 

J. Choi & Kwon, 2018; Haden, Reese, & Fivush, 1996; Y. J. Han, 

2000; Pellegrini et al., 1985). 이 때 인과적 설명과 묘사적 설명

은 목적과 필요에 의해 어떤 내용을 새로 담은 후 제공되는 것

이라는 점에서 반복을 활용한 설명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이미 접한 내용을 반복하는 순환적(circular) 설명이 아

닌 새로운 정보를 주는 비순환적(non-circular) 설명에 분명한 

선호를 보인다(Corriveau & Kurkul, 2014; Mercier et al., 2014)

고 알려져 있다. 위의 결과들은 유아가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설명에 민감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한편, 유아는 누군가의 주장이 근거를 가지는지 여부와 그 

근거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장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다. 4-5세 유아는 모르는 대상의 명칭이나 외양적 특성에 대

해 보인 정보제공자의 정보 오류가 지각적인 접근성 부족으

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 후속 상황에서 그 정보제공자에게 신

뢰를 유지하며(Kondrad & Jaswal, 2012; Nurmsoo & Robinson, 

2009), 물체의 현재 위치와 관련한 정보제공자의 주장이 소망, 

가장, 추측 등이 아니라 교사의 증언, 지각적 확인, 추리 등에 

토대를 둘 경우에 더 나은 정보라 여긴다(Koenig, 2012). 주장

의 근거에 대한 유아의 차별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이 결과들

은 설명의 질에 대한 민감성을 확인시켜준 연구들과 함께 정

보에 대한 부연 설명의 존재와 그 유형이 유아의 정보 평가에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생물 현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의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발생 원리나 기제를 가질 수 있는 물리·생물 현상

의 정보와 그 정보를 직접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되는 설명이 

제공될 때에는 설명을 단독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설

명의 내용 간 일관성(coherence)을 고려하여 살피는 것이 요구

된다. 이는 정보의 답으로 제공된 설명이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순환성(circularity)이라는 문장 형식에 기초하여 단순

히 비교하는 것이나 혹은 전달된 정보가 대상의 명칭이나 위치

와 같이 내용상 본질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을 때 그 주장에 대

한 근거에 따라 구분된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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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아는 일상 속에서나 교수 상황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다

양한 설명을 빈번하게 전달받는데 이 때 설명이 존재하는 이

유와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이나 특성은 인

과성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동안 유아가 보이는 설명의 유형

에 대한 민감성 연구들이 주로 인과적 설명(Frazier et al., 2009; 

Frazier, Gelman, & Wellman, 2016; Kurkul & Corriveau, 2018)에 

초점을 두어 왔고 최근 순환적 설명과 비순환적 설명 간의 차

이(Baum, Danovitch, & Keil, 2008; Corriveau & Kurkul, 2014; 

Mercier et al., 2014)를 밝히는 연구들도 이루어졌지만 비순환

적 설명으로서 인과적 설명과 비인과적 설명 간에 나타나는 유

아의 반응 차이를 명확히 확인시켜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

진다. 설명이 활용되는 맥락을 넓힘과 동시에 설명이 가질 수 

있는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설명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밝히는 연구들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인과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표면적 양상의 맥락적인 이해를 높

이고자, 그리고 의미를 반복하고자 인과적, 묘사적, 순환적 설

명이 각각 추가되는 경우에 정보의 그럴듯함에 대한 유아의 평

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길이가 

짧지 않은 문장 형식의 설명의 질에 대한 민감성이 이전에 비

해 본격적으로 향상되는 시기가 4세경이라는 점(Corriveau & 

Kurkul, 2014; Mercier et al., 2014)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4세 이후의 유아가 물리·생물 현상의 정보를 인과적, 묘사적, 

순환적 설명과 함께 총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

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것이 정보가 직관에 부

합하는지 여부와 설명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보 평가에 대해 

확장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유아는 성장을 거치며 직관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전지식과 경

험들을 축적해나간다. 유아가 직관을 넘어 인식적인 수준에서

의 탐색과 반영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살필 수 있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의 맥락이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 더 체계적인 정보 평가를 가능해질 수 있다(Mercier 

& Sperber, 2009; Sperber & Wilson, 1995).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내에서도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에 있어 지속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타인의 말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

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4세 이후 유아를 대상으로 정보

가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설명 유형 및 여부에 토대를 둔 정

보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적응

적으로 의사소통을 나누는 존재로서 유아가 다른 사람이 제공

한 정보의 평가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인지발달을 도모해나갈 

잠재력을 가지는지를 증명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

록 돕기 위한 실천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정보 평가는 정보의 직관부합성,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설명이 추가된 후, 유아의 정보 평가는 정보의 직관부합성, 설

명의 유형,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설명 전후의 유아의 정보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어린이집 총 8곳에서 4세 유

아 72명, 5세 유아 86명, 총 158명의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전체 유아의 평균연령은 60.78세였고, 연령별로 4

세 53.86개월, 5세 66.57개월이었다. 사전검사로 Pae, Lim, Lee

와 Chang (2004)의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4세

와 5세의 90% 이상이 연령표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그 외의 

유아들도 연령별 평균에 매우 근접한 점수를 얻었다. 모든 유

아가 문장 수준의 구두정보 평가 과제 참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Age and Gender of the Participants

Age
Age in month Gender (n)

TotalM Range Boys Girls
4 53.86 48-59 42 30 72
5 66.57 60-71 44 42 86
Total 60.78 48-71 86 72 158

연구도구
  

정보와 설명의 구성 및 음성화

대표 직관의 선정과 사례 구성    유아 정보 평가 과제는 물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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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현상에 대한 정보에 설명이 추가되기 전과 후 유아의 정보 

평가를 각각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음성자료는 

정보제공자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설명을 말하며, 물리·

생물 현상 관련 직관부합 정보 및 직관비부합 정보, 그리고 각 

정보에 대한 부연인 인과적 설명, 묘사적 설명, 순환적 설명을 

포함한다. 정보의 구성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물리 영역과 

생물 영역의 대표 직관을 선정한 후 직관이 적용되거나 적용되

지 않는 각각의 사례를 만드는 단계, 이를 구체화하여 정보 문

항으로 활용할 직관부합 정보와 직관비부합 정보의 쌍을 구성

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 유아의 초보적인 지식으

로서의 물리 영역(Baillargeon, 1986, 1994; Spelke, 1994; Spelke 

et al., 1992) 및 생물 영역(Carey, 1985; Gelman, 2000; Gelman et 

al., 1983; Inagaki & Hatano, 1996, 2006; Jones et al., 1991; Keil, 

1995; Rosengren et al., 1991)의 초보지식과 신념 형성과 발달을 

규명한 연구들을 통해 주요 직관을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틀을 

세웠다. 그리고 정보제공자가 전달하는 물리·생물 현상의 가

능성에 대한 4-8세 아동의 평가를 살펴본 연구(Lane & Harris, 

2015)와 물리·생물 영역의 기대위반적인 사건에 대한 3-5세 유

아의 가능성 판단에 초점을 둔 연구들(Browne & Woolley, 2004; 

Johnson & Harris, 1994; Kalish, 1998; Schult & Wellman, 1997; 

Shtulman & Carey, 2007)에서 사용된 과제 문항을 통해 구성의 

틀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 문항의 기초로 활용될 직

관으로 총 12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아래 Table 2에 제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관성에 따른 물체의 움직임, 중력에 따른 물

체 움직임, 물체의 영속성 및 비활동성, 물체의 견고성과 공간

적 연속성, 물리적 힘에 따른 물체의 비가역적인 형태변화, 물

리적 행위에 따른 물체의 위치/존재 변화가 물리 영역의 직관

으로, 동물의 양적 성장의 방향성, 동물의 번식과 성장 단계, 동

물의 섭취와 신체적 성장, 동물의 섭취와 활력 생성, 동물의 신

체적 조건과 운동성, 동물의 특정 신체 부위와 기능이 생물 영

역의 직관으로 선정되었다. 그 다음, 이를 토대로 직관을 따르

는 사례와 직관에 반하는 사례의 쌍을 12개 만들었다. 예를 들

어, 관성과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물리1번에서 직관을 따르는 

사례는 외부로부터 방해가 없을 때(이전상황) ‘현재 물체의 운

동 상태가 유지되는 것(후속상황)’이며, 직관에 반하는 사례는 

동일한 이전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운동이 정지되는 것(후속상

황)’이다. 또한 동물의 섭취와 성장에 대한 생물3번에서 직관을 

따르는 사례는 동물이 영양분을 꾸준히 섭취할 때(이전상황) 

‘신장이 증가하는 것(후속상황)’이며, 직관에 반하는 사례는 동

일한 이전상황에서 ‘신장이 줄어드는 것(후속상황)’이다.

정보 및 설명 문장의 구성   직관을 따르거나 반하는 사례를 물

체와 동물을 주어로 하고 일상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구체화

하여 정보 문항을 구성하였다. 직관부합 정보와 직관비부합 

정보는 시간의 순서에 따른 두 가지 상황으로 표현되는 물리·

생물 현상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때 후속상황만 서로 다르며, 

직관부합 정보는 직관에 부합하는 현상이, 직관비부합 정보에

는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문장 형식으로 담긴 것이다.  

물리 영역 정보에서는 직관이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돕기 위해 

주어가 되는 물체에 특정 모양이나 돌, 쇠, 종이 등과 같은 소

재의 특성을 하나씩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1번 문항에서 

“공을 닮은 이 물건은 내리막길에서 구르기 시작하면 길 아래

로 계속 굴러가.”는 직관부합 정보, “공을 닮은 이 물건은 내리

막길에서 구르기 시작하면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춰.”는 직

관비부합 정보이다. 그리고 생물3번 문항에서 “이 아기동물은 

매일 먹이를 잘 먹으면 키가 점점 자라.”는 직관부합 정보, “이 

아기동물은 매일 먹이를 잘 먹으면 키가 점점 줄어.”는 직관비

부합 정보이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정보문은 12개의 직관별

로 2개씩, 총 24개였다. 

한편 한 쌍으로 구성된 직관부합 정보와 직관비부합 정보

Table 2
Items of Physical and Biological Intuitions Selected in the Study

Physical intuition Biological intuition
Physics1 Continuous motion of an object due to inertia Biology1 Direction of quantitative growth of an animal 
Physics2 Falling motion of an object due to gravity Biology2 Stages of breeding and growth of an animal 
Physics3 Permanence and inactivity of an object Biology3 Nutrient intake and physical growth of an animal
Physics4 Rigidity and spatial continuity of an object Biology4 Nutrient intake and energy generation of an animal
Physics5 Non-reversible change in the shape of an object due 

to physical force
Biology5 Physical condition and motor function of an animal with 

no wings
Physics6 Change in location/existence of an object due to a 

physical action (e.g., throwing away) 
Biology6 Function of a specific body part(e.g., eyes, mouth) of an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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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세 가지 유형의 설명을 부연하였다. 인과적 설명은 인

과 요인이나 발생 원리 등을 명시하는 형태를, 묘사적 설명은 

유아에게 친숙한 대상이나 모습에 기초한 비유를 활용하여 현

재 양상을 지각적으로 구체화하는 형태를, 순환적 설명은 새

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없이 유사어를 사용하여 정보의 의미를 

반복하는 형태를 가진다. 예를 들어, 물리1번 문항의 직관부

합 정보에 더해지는 설명에서 “기울어진 길에서 앞을 막는 게 

없을 때 계속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는 인과적 설명, “동그란 

바퀴가 구를 때처럼 길 끝까지 데굴데굴 굴러 내려가.”는 묘사

적 설명, “내려가는 길에서 구르기 시작하더니 길 아래로 멈추

지 않고 굴러가.”는 순환적 설명이다. 그리고 생물3번 문항의 

직관비부합 정보에 더해지는 설명에서 “먹는 먹이에 몸의 크

기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 들어 있어서 그래.”는 인과적 설명, 

“녹아서 키가 슬며시 작아진 눈사람처럼 땅 가까이 쑤욱 내려

와.”는 묘사적 설명, “날마다 먹이를 충분히 먹을수록 몸의 길

이가 조금씩 더 줄어.”는 순환적 설명이다. 준비된 설명 문장

은 총 72개였다. 단, 유아가 하나의 문항에 대해 직관부합 정

보와 직관비부합 정보를 각각 받을 때, 설명의 유형에 따른 효

과 학습이나 방해를 피하기 위해 문항 내에서 개인이 받는 설

명의 유형을 한 개로 제한하였다. 정보와 설명은 해당 연령의 

평균적인 어휘력과 구문이해력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보 및 설명 각 문장의 글자 수를 계산 한 후에 동일 

문항 내의 정보 간, 동일 정보 내의 설명 간에 글자 수가 최대

한 유사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정보와 설명 문장 구

성의 전 단계에서 아동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

지하고 보육 경험이 있는 8인과 적합성과 타당성을 반복적으

로 점검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

였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정보 및 설명의 예시는 Table 3에 제

시하였다.

정보와 설명의 음성화     정보와 설명은 정보 평가 과제에서 음

성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어를 사용하며 어감이 자연스

Table 3
Examples of Information and Explanation Statements Used in the Study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Information statements

Types of
explanation Explanation statements

Physics1 Intuitive This object, which looks like a ball, will 
continue rolling down if it starts rolling 
on a downhill path.

Casual This is because the ball can continue rolling when 
there is nothing blocking the downhill path.

Descriptive It rolls and rolls like a round wheel until the end 
of the downhill.

Circular It does not stop once it starts rolling down the 
hill.

Counterintuitive This object, which looks like a ball, will 
suddenly stop midway if it starts rolling 
downhill.

Casual This is because the ball has the power to stop 
itself when it starts moving faster.

Descriptive It stops midway down the hill as if someone 
grabbed it and stopped it.

Circular It stops midway once it starts rolling down the 
hill.

Biology3 Intuitive This baby animal grows taller if it eats 
well everyday.

Casual It is because animal food contains good things 
that can create energy for growth.

Descriptive The head rises high like a tall tree standing high.

Circular Its body length gets longer when the animal eats 
enough each day.

Counterintuitive This baby animal gets shorter if it eats 
well everyday.

Casual It is because animal food contains things that can 
make the body shrink.

Descriptive The head drops down to the ground like a melted 
snowman.

Circular Its body length gets shorter when the animal eats 
enough eac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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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성인여성의 목소리로 녹음하였다. 미리 모집하여 사전훈

련을 거친 성인여성 20명 중 안정적인 음성을 제공한 12명을 

추리고 반복 녹음한 음성 중 가장 적절한 음성을 선별하는 과

정을 거쳤다. 각 정보제공자는 하나의 문항에 해당하는 음성

(정보 2개, 설명 6개)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문항 내 음성 특성

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수집된 문장의 발

화 길이는 정보 문장 24개 평균 6-8초 사이, 설명 문장 72개 평

균 6-7초 사이였다. 준비된 wav파일은 그림자료들과 함께 프

레젠테이션 프로그램 과제제시화면에 삽입하였다. 

보조자료 그림과 제시화면의 구성 

그림자료는 구두 정보에서 언급하는 현상에 대한 유아의 표

상과 언어적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주어가 되는 

물체나 동물의 형태를 표현한 대상그림과 정보에 담긴 현상

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전상황과 후속상황으로 각각 시각화

한 상황그림의 쌍을 포함한다. 대상그림에서 각 물체의 형태

는 친숙한 기본입체도형을 맞붙여 결합하고 선이나 무늬를 추

가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외양은 척추동물 분류별 대표 동물

들과 유사하되 직관과 무관한 부분을 일부 변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지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그

림과 상황그림을 두 가지 유형 세트로 준비하고, 직관부합 정

보와 직관비부합 정보 쌍에 대해 물체나 동물을 서로 다른 형

태로, 교차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상그림 및 상황그림(총 

72종) 제작은 시안 구상, 밑그림과 채색 작업 단계를 거쳤다. 

물체에는 돌, 쇠, 유리 등의 소재감을 주고 동물에는 털과 비늘 

등 외양의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그림자료 제작에 미술 및 산

업디자인 전문가 2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정보 및 설명 구성에

서와 같이 적합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본 과제 수행에는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인 Microsoft 

PowerPoint 2016 프로그램과 노트북을 활용하였고, 소프트웨

어 기반 제시화면에는 각 문항별 진행 순서에 따라 정보 및 

설명 음성, 보조자료 그림들을 통제된 방법으로 삽입하였다.  

Table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상그림은 첫 단계인 ‘대상

의 소개’ 시에, 이전상황과 후속상황을 포함하는 상황그림 세

트는 ‘정보 음성 제공-정보 평가 질의응답-설명 음성 제공-설명 

Table 4
An Example of the Presentation Screen and Supplementary Drawings

Sequence

Physics2 Biology1

Intuitive Counterintuitive Intuitive Counterintuitive

1. An introduction

    

2. The presentation of an information
3. [Q&A] Pre-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4. The presentation of an explanation
5. [Q&A] Post-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Table 5
Categories and Questions of Evaluation of Information

Variables Questions Scores

Pre-explanation 
evaluation 

Is this person’s story you about that object/animal, which 
you just heard, plausible or implausible?

1: Plausible, 0: Implausible
Total (Intuitive/Counterintuitive information 
condition respectively): 0-12

Post-explanation 
evaluation 

Is this person’s story you about that object/animal, which 
you heard earlier, plausible or implausible? What do you 
think about it now?

1: Plausible, 0: Implausible
Total (Intuitive/Counterintuitive information 
condition respectively):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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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보 평가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노트북 전체 화

면을 통해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유아는 조사자의 진행에 따라 

각 문항별 정보와 설명을 음성파일을 통해 제공받고, 정보에 

대한 표상과 이해를 돕는 보조자료인 그림자료들을 화면을 통

해 제시받으며, 정보 평가에 대한 질의응답에 참여하였다. 

유아 정보 평가 과제 

유아의 정보 평가는 설명 전과 후 총 2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두 번의 평가는 정보의 타당성 여부, 즉 정보가 타당한지 아닌

지에 대한 유아의 평가를 맞다 혹은 틀리다 라는 두 개의 선택

지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선택형 판정의 방식으로 측정

하였다. 측정 점수화 기준은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맞다 라
고 응답한 경우 1점으로, 틀리다 라고 응답하거나 기타 응답

을 할 경우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설명 전 정보 평가 점수와 

설명 후 정보 평가 점수는 각각 응답의 합산으로 이루어져 정

보의 직관부합성에 따른 조건별로 0-12점의 점수범위를 가진

다. 이 때 정보 타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질문 시에

는 유아의 수행을 돕기 위해 양쪽 입 꼬리가 쳐진 모양으로 표

현된 찡그린 얼굴(틀리다)과 양쪽 입 꼬리를 올린 모양으로 표

현된 웃는 얼굴(맞다)의 두 가지 얼굴 표정 그림 카드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성은 유아에게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타당성(plausibility)이며, 보편적 진리와 이치에 기준을 둔 타당

성(validity)이 아니다. 과제 수행 시,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

라 정보의 그럴듯함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묻는 것임을 설명

한 후 측정하였다. 유아 정보 평가 과제는 직관부합 정보 문항 

12개(물리 6개, 생물 6개)와 직관비부합 정보 문항 12개(물리 6

개, 생물 6개)를 제공받는 것으로 하고, 직관부합성에 따른 정

보 제공(2개의 순서 쌍), 적용대상의 유형(2개의 순서 쌍), 설명

의 유형(3개의 순서 쌍)에 따라 순서효과를 고려하여 무선화한 

후, 이를 반영한 12개의 본 과제 수행도구를 구성하였다. 이를 

다시 연령별로 유아에게 무선 할당하였고, 과제 전반과 후반에

서 물리 영역 및 생물 영역의 문항의 제공 순서를 교차하였다. 

연구절차 

IRB의 연구승인을 받아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과 직장어린이집 총 8곳에서 유아 총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서울의 직장어린이집 두 곳에서 

3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보의 직관

부합성 조건별 내용 상충으로 인한 인지적 혼동을 줄이기 위

해 본 과제를 2회 차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모든 문항에서 직관

부합 정보와 직관비부합 정보가 회차 별로 각각 배치되게 하였

다. 1회차 조사에서 사전검사와 본 과제 전반부(약 25분 소요)

를, 2회차 조사에서 본 과제 후반부(약 15분 소요)를 진행하였

으며, 사이에 평균 1일의 간격을 두었다. 조사의 수행은 사전훈

련을 받은 4명이 담당하였고, 어린이집 내 조용한 공간에서 조

사자 1인과 유아 간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IBM Co., Armonk, NY) 프로그

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유아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검사 점

수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정

보의 직관부합성과 연령에 따른 설명 전 유아의 정보 평가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정보의 직관

부합성, 설명의 유형, 연령에 따른 설명 후 유아의 정보 평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

다. 그리고 두 번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에서 각각 상호작용효

과가 확인된 경우, 단순주효과 규명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Bonferroni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명 전후 정

보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Results

설명 전 유아의 정보 평가

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보 평가의 

양상은 Table 6과 같다. 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연령에 따라 설

명 전 유아의 정보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그 결과, 연령

(F = 9.09, df = 1, 156, p < .01)과 정보의 직관부합성(F = 396.81, 

df =1, 156, p < .001) 각각에 따른 주효과와 정보의 직관부합

성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F = 17.13, df = 1, 156, p < .001)

가 유의했다. 먼저, 직관부합성의 주효과(F = 396.81, df = 1, 1, 

156, p < .001)가 강하게 나타났다. 유아는 정보가 맞다는 응답

을 직관비부합 정보 조건에 비해 직관부합 정보 조건에서 유

의하게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유아가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

보에 비해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타당하다고 평가한다는 

결과이며, 이러한 양상은 두 연령에서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

인되어 단순주효과 분석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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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설명 전 유아의 정보 평가는 직관

부합 정보 조건에서 4세 10.81점(SD = 1.66), 5세 11.14점(SD = 

1.20)으로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관비부합 정보 

조건에서 4세 6.15점(SD = 3.49), 5세 4.05점(SD = 3.32)으로 4

세의 점수가 5세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igure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달된 정보가 직관에 부합할 때는 4세 유아

와 5세 유아가 유사한 정도로 정보를 타당하다고 평가하였지

만,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를 타당하다

고 평가하는 경향성은 5세 유아보다 4세 유아가 더 높게 보였

다. 정보를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은 직관에 부합하지 않

는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에서만 두 연령 간에 차이를 보인다

는 점과 구체적으로 4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직관에 부합하

지 않는 정보를 더 타당하다고 평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설명 후 유아의 정보 평가

설명이 추가되었을 때, 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설명의 유형에 

따른 설명 후 유아의 정보 평가의 양상은 Table 9와 같다. 정보

의 직관부합성과 연령에 따라 설명 후 유아의 정보 평가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정보의 직관부합성(F = 201.83, df = 1, 156, p 

< .001)과 설명의 유형(F = 3.39, df = 2, 312, p < .05)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했고,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

보의 직관부합성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F = 17.76, df = 1, 

156, p < .001)와 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설명의 유형 간의 상호

작용 효과(F = 5.69, df = 2, 312, p < .01)가 유의했고, 설명의 유

형과 연령 간의, 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설명의 유형 및 연령 간

Table 6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Pre-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Age n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TotalIntuitive Counterintuitive
4 72 10.81 (1.66) 6.15 (3.49) 16.96 (4.03)
5 86 11.14 (1.20) 4.05 (3.32) 15.19 (3.36)
Total 158 10.99 (1.43) 5.01 (3.55) 15.99 (3.77)

Table 7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Pre-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Source SS df MS F

Between factor

Age 61.55 1 61.55 9.09**

Error 1055.95 156 6.77

Within factor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2703.39 1 2703.39 396.81***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 Age 116.68 1 116.68 17.13***

Error 1062.79 156
**p < .01. ***p < .001.

Table 8
Age-Related Differences in Pre-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Age n M SD t
Intuitive 4 72 10.81 1.66 -1.43 

5 86 11.14 1.20
Counterintuitive 4 72 6.15 3.49  3.88*** 

5 86 4.05 3.32
***p < .001.



189   Factors in Preschooler’s Evaluation of Information

의 상호작용 효과는 각각 유의하지 않았다. 

설명이 추가되기 전과 유사하게, 정보의 직관부합성(F = 

201.83, df = 1, 156, p < .001)의 효과와 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F = 201.83, df = 1, 156, p < .001)가 

각각 유의하여 후자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1과 Figure 2를 통해 확인하면, 설

명 후 유아의 정보 평가는 직관부합 정보 조건에서 4세 9.94점

(SD = 2.43), 5세 10.65점(SD = 1.59)으로 두 연령 간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직관비부합 정보 조건에서는 4세 7.06점(SD = 

3.34), 5세 5.33점(SD = 3.53)으로 4세 유아의 정보 평가 점수가 

Table 9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Post-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Types of explanation

TotalAge n Causal Descriptive Circular
Intuitive 4 72 3.42 (0.96) 3.21 (0.99) 3.32 (0.84) 9.94 (2.43)

5 86 3.41 (0.82) 3.58 (0.68) 3.66 (0.64) 10.65 (1.59)
Total 158 3.41 (0.88) 3.41 (0.85) 3.51 (0.76) 10.33 (2.04)

Counterintuitive 4 72 2.57 (1.21) 2.31 (1.36) 2.18 (1.39) 7.06 (3.34)
5 86 1.95 (1.34) 1.63 (1.42) 1.74 (1.43) 5.33 (3.53)
Total 158 2.23 (1.32) 1.94 (1.43) 1.94 (1.42) 6.11 (3.56)

Table 10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Post-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Source SS df MS F
Between factor

Age 6.84 1 6.84    2.16
Error 494.66 156 3.17

Within factor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440.74 1 440.74 201.83***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 Age 38.78 1 38.78  17.76***
Error 340.66 156 2.18
Types of explanation 4.02 2 2.01 3.39*
Types of explanation × Age 2.82 2 1.41 2.37
Error 185.23 312 .59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 Types of explanation

6.02 2 3.01  5.69**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 Types of explanation × Age

1.97 2 .98 1.86

Error 165.24 312 .53
*p < .05. **p < .01. ***p < .001.

Table 11
Age-Related Differences in Post-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Age n M SD t
Intuitive 4 72 9.94 2.43 -1.72 

5 86 10.65 1.59
Counterintuitive 4 72 7.06 3.34  3.13** 

5 86 5.33 3.53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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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의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정보에 설명이 추가

될 때, 정보만 제공된 경우에서와 유사하게 유아는 직관에 부

합하지 않는 정보를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에 비해 덜 타당하

다고 평가하였으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은 4세보다 5세에서 더 강했다. 이는 연령의 증

가에 따라 타인이 제공한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

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더 적게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정보의 직관부합성과 설명의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

Table 12
Differences in Post-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Explanation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Types of explanation n M SD F Bonferroni
Intuitive Causal 158 3.41 0.88 1.87 

Descriptive 158 3.41 0.85
Circular 158 3.51 0.76

Counterintuitive Causal 158 2.23 1.32 8.26** a
Descriptive 158 1.94 1.43      b
Circular 158 1.94 1.42      b

**p < .01. 

Figure 1. Differences in pre-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Figure 2. Differences in post-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Counterintuitive Information

Counterintuitive Information

Intuitive Information

Intuitiv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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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유의하게 나타나(F = 5.69, df = 1, 156, p < .01) 단순주효

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다중비

교를 실시하였다. Table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직관부합 

정보 조건에서는 설명 후 유아의 정보 평가가 설명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반면, 직관비부합 정보 조건에서 설명 후 

유아의 정보 평가는 추가된 설명이 인과적 설명인 경우 2.23

점(SD = 1.32), 묘사적 설명인 경우 1.94점(SD = 1.43), 순환적 

설명인 경우 1.94점(SD = 1.42)으로 설명의 유형 조건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 = 8.26 p < .01). 이 결과는 Table 10에서 확

인된 설명의 유형이 가지는 주효과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실제로 설명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직관비부합 조건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아가 직관비부합 정보에 

인과적 설명을 제공 받으면 묘사적 설명이나 순환적 설명을 

받는 경우에 비해 정보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더 많이 함을 의

미한다. 즉, 유아는 정보를 평가할 때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서 주로 설명의 유형에 민감성을 보이며, 세부적

으로 인과적 설명이 추가될 때 상대적으로 정보를 더 타당하

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설명 전과 후 유아의 정보 평가

정보에 대한 부연으로 설명이 제공됨에 따라 유아의 정보 평

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번의 정보 평

가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3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설명 전후의 평가 차이는 직관

부합 정보 조건과 직관비부합 정보 조건별로 각각 유사한 양

상을 보였다. 설명이 추가된 이후 유아의 직관부합 정보에 대

한 평가는 설명 전에 비해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구

Table 13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Explanation Evaluation of Information 

Age 
Intuitiveness of 

information 
Explanation

n M SD tType Pre- / Post-
4 Intuitive Causal Pre- 72 3.60 0.55 1.95 

Post- 72 3.42 0.96
Descriptive Pre- 72 3.60 0.55 4.26*** 

Post- 72 3.21 0.99
Circular Pre- 72 3.60 0.55 3.29** 

Post- 72 3.32 0.84
Counterintuitive Causal Pre- 72 2.04 1.16 -4.26*** 

Post- 72 2.57 1.21
Descriptive Pre- 72 2.04 1.16 -2.36* 

Post- 72 2.31 1.36
Circular Pre- 72 2.04 1.16 -1.18 

Post- 72 2.18 1.39
5 Intuitive Causal Pre- 86 3.71 0.40 3.51** 

Post- 86 3.41 0.82
Descriptive Pre- 86 3.71 0.40 1.83 

Post- 86 3.58 0.68
Circular Pre- 86 3.71 0.40 0.74 

Post- 86 3.66 0.64
Counterintuitive Causal Pre- 86 1.35 1.11 -4.96*** 

Post- 86 1.95 1.34
Descriptive Pre- 86 1.35 1.11 -2.68** 

Post- 86 1.63 1.42
Circular Pre- 86 1.35 1.11 -3.45** 

Post- 86 1.74 1.4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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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4세 유아의 경우에 묘사적 설명 제공 시(t = 4.26, 

p < .001), 순환적 설명 시(t = 3.29, p < .01), 그리고 5세 유아의 

경우에 인과적 설명 제공 시(t = -4.26, p < .001)에 각각 유의

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설명이 추가된 이후 유아의 직

관비부합 정보에 대한 평가는 설명 전에 비해 대체로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고, 4세 유아의 경우에 인과적 설명 제공 시(t = 

-4.26, p < .001), 묘사적 설명 시(t = -2.36, p < .05), 그리고 5세 

유아의 경우에 인과적 설명 제공 시(t = -4.96, p < .001), 묘사적 

설명 시(t = -2.68, p < .01), 순환적 설명 시(t = -3.45, p < .01)에 

각각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결과는 유아가 정보를 그

럴듯하다고 보는 정도가 부연 설명이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특히,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덧붙

여진 설명은 대체로 유아가 정보를 더 그럴듯하다고 여기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에 부가된 

설명은 오히려 유아가 설명 전에 정보의 타당성을 상당히 허

용적인 수준으로 인정했던 경향을 다소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scussion

타인이 구두로 전달한 정보를 살피고 평가하는 유아의 능력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유아가 

비교 정보 없이 단독으로 제공된 정보의 그럴듯함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단서를 활용하는지를 증명하

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유아가 추후 일

반화된 지식으로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물리·생물 현상에 대

한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을 밝히고, 정보의 그럴듯함을 인식

적인 수준에서 탐색하는 과정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어떤 함의

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서 4세 유아 72명, 5세 유아 86명, 

총 15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정보의 직관부합성, 설명 유형 

및 여부, 연령에 따라 유아의 정보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해보았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이 전달하는 물리·생물 현상 정보를 들은 후 유

아는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단서로 정보를 평가

한다. 그리고 유아는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직관에 부합하

지 않는 정보에 비해 더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이 양상은 연령

에 따라 다르지 않다. 주변의 다양한 대상과 현상을 자신이 가

진 초보적인 수준의 신념에 기초하여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유아기 대표적인 특성이다(Piaget, 1929; Wellman & Gelman, 

1998). 위 결과는 3세경의 유아가 대상의 명칭과 같은 간단

한 정보가 두 명의 정보제공자에 의해 각각 제공될 때 그 정보

들이 사전지식과 일치하는지 혹은 어긋나는지에 따라 두 명

의 정보제공자의 신뢰성을 분별한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들

(Jaswal & Neely, 2006; Koenig, Clément, & Harris, 2004; Koenig 

& Harris, 2005), 그리고 두 가지 범주가 혼합된 외적 특성을 가

지는 물체의 명칭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6세경의 유아가 대

상의 범주에 대한 자신의 직관에 그 정보가 어느 정도로 부합

하는지에 따라 범주 추리를 다르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

(Chan & Tardif, 2013)와 유사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정보의 

범위를 넓혀 유아가 물리·생물 현상의 정보를 단독으로 들었

을 때에도 그 정보가 자신의 직관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에 따

라 유아가 정보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타인이 전달한 정보가 유아의 직관에 부합하는지가 정보

의 타당성에 초점을 둔 평가에 하나의 단서로 활용된다는 점

을 제시한 입장(Bascandziev & Harris, 2016; Harris et al., 2018)

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또한 4-5세 유아는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하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5

세가 4세에 비해 정보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더 적게 한다. 즉, 

유아는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에 비해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

보를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더 적고,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은 연령의 증가에 따

라 더 약해진다. 이는 상위연령으로 갈수록 자신의 직관에 부

합하지 않는 정보가 사실일 가능성에 더 회의적이 됨을 의미한

다. 이 결과는 3-4세경의 유아가 물리 · 생물 현상과 관련한 기

대에 강하게 어긋나는 사건과 일상적인 사건의 실현 가능성

을 묻는 질문에 서로 다른 판단을 보인다는 점을 밝힌 선행연

구들(Browne & Woolley, 2004; Kalish, 1998; Schult & Wellman, 

1997; Shtulman & Carey, 2007), 그리고 4세 이상의 유아가 타

인이 말한 물리·생물 현상이 직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

라 그 현상의 실현 가능성을 차별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준 Lane

과 Harris (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사실 유아는 정보제

공자의 생각과 주장을 담은 정보가 사회적 의사소통을 통해 직

접 전달될 때 이것에 특히 높은 신뢰를 보인다(Heyman, 2008; 

Jaswal & Kondrad, 2016).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정보제공자가 정

보를 직접 전달한 경우에서도 4세 유아가 이 정보를 하나의 평

가 대상으로 놓고 그것이 그럴듯한지를 합리적으로 살피는 평

가를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정보에 설명이 추가되면 유아는 설명의 유형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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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여 정보를 평가한다. 특히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

보가 제공된 경우에 어떤 유형의 설명이 추가되는지에 따라 

유아는 정보 평가를 다르게 한다.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

에 인과적 설명이 더해지면, 유아는 묘사적 설명이나 순환적 

설명이 더해질 때에 비해 정보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인다. 

추가 설명이 제공된 상황에서 정보의 직관부합성에 따라 

유아가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양상은 설명 전에 비해 크

게 달라지지 않으며, 이는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유아의 정보 타당성 평가에 우선적이고 우세하게 작용하는 단

서임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설명의 유형은 유아가 직관에 부

합하지 않는 정보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양상에 영향을 미친

다. 즉, 유아는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타당성을 비교적 

낮게 보지만 다른 유형의 설명과 비교할 때 인과적 설명이 추

가되면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 향상된 인식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잘 모르거나 의아한 정보를 접할 때 무지함이

나 혼동의 상태를 해결해줄 인과적 설명에 대한 선호를 보이

고 이를 빈번히 요구한다(Chouinard, 2007; Frazier et al., 2016; 

Kurkul & Corriveau, 2018)는 점을 밝힌 기존 연구들과 일관성

을 가진다. 이미 가진 신념에 어긋나는 자극은 특히 유아에게 

탐구에 대한 동기를 적극 불러일으킨다(Legare, 2012; Legare, 

Gelman, & Wellman, 2010). 마찬가지로 유아는 지적인 의문을 

일으키는 물리·생물 현상 정보를 들었을 때, 발생요인이나 원

리 등에 기초하여 현상의 임의성을 낮추고 필연성을 높여주는 

인과적 설명을 통해 설득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설명의 질에 대한 4-5세 유아의 인식 발달을 다룬 

연구들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공되는 설명이 있을 

때 문장 형식의 순환성과 같은 특성에 기초하여 그 안에 질문

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구분해내는지에 초점을 두

었다(Corriveau & Kurkul, 2014; Mercier et al., 2014). 그러나 정

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되는 설명을 정보의 내용과 연관 지

어 살피고 이를 토대로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 차별적인 평가

를 내리는 일은 더 복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과

정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유아기 중후반에 나타나는 설명의 특성에 대한 

민감성을 증명해준다. 또한 누군가의 주장으로 제공된 불확실

한 정보가 있을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덧붙는 근거의 유무

나 그 유형을 정보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하는 경향이 유아기 

동안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정보의 부연인 설명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유아의 정

보 평가에 차이를 가져오며, 즉 유아는 설명을 듣고 난 후 정보

가 그럴듯한지를 이전과 다르게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설명

을 들은 후에 4-5세 유아는 대체로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설

명 전에 비해 덜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설명 전에 비해 더 타당하다고 평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아가 정보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된 설명이 있을 때 정보가 그럴듯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이 때 평가는 하

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달되는 정보와 설명의 총체에 대한 평

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설명

의 유형 및 여부가 유아의 정보 평가에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을 보임과 동시에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평가와 설

명 유형 및 여부에 따른 정보 평가에 있어 발달적 차이가 존재

함을 보인다. 먼저 유아가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의 타당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양상과 비교할 때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

보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은 그 정도로 강하지 않으

며, 즉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종종 타당하다고 본다. 그

러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타당

성을 인정하는 데 점점 엄격해진다. 경우에 따라 혹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

진다는 점은 직관이 유아의 평가를 완전히 제약하는 것은 아

님을 의미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제약의 강도가 

변화한다. 또한 유아는 정보와 함께 외부에서 들어온 설명과 

그 유형을 살피는 방법으로 정보 평가에 관여한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평가에 두 번 관여하게 하는 과제수행절차와 관련

한 생태학적 효과나 직관에 부합하는 정보의 타당성에 대한 

유아의 첫 평가가 천장효과를 보이는 것과 같이 꽤 높은 수준

이었다는 점을 일부 고려해야 하겠지만, 유아는 직관에 부합

하지 않는 정보가 아니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정보에

도 경계심을 높이고 특히 4세와 달리 5세 유아는 직관에 부합

하는 정보에 인과적 설명이 추가될 때 경계심을 더 올린다. 

위의 결과들은 타인이 제공한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받

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수정된 형태로 습득하는 데 있어 

중간 사고 단계인 정보에 대한 평가가 유아기 동안에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아는 성장하며 직

관 이외에도 다양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축적해나간다. 이 때 

유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구조는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

로 수정되고 새롭게 형성되며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Gopnik 

& Meltzoff, 1997). 타인으로부터 정보와 그에 대한 부연 설명

이 유아에게 전달되고 이해될 때 그 내용들과 관련하여 유아

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써 직관, 신념과 사전지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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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활성화된다(Sperber & Wilson, 1995). 높은 연령의 유아가 

정보를 인지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 활용할 자원들을 상대적

으로 더 많이 가지며 물리·생물 현상에 대한 이해 수준도 비교

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부에서 정보와 설명이 들어

올 때 자신이 가진 자원들과의 관련성을 떠올리고 정보가 사

실인지에 대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은 직관에 기초한 

사고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기본값과 같이 존재하는 개인의 

직관적 사고는 고차원적이지 않고 편견이나 오류를 만들 가능

성을 가지지만, 이미 관련 경험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서 나름의 효율성을 가진다(Berry & Dienes, 1993; Evans, 

2010; Gigerenzer, 2007). 이와 비교하여 인식적인 수준에서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평가는 직관적 사고를 넘어 반영적 

사고에 토대를 두며(Mercier & Sperber, 2009), 시간과 노력이 

더 들더라도 그 정확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다행히 유아기 동안 

일반적인 추론능력과 뇌의 인지기능이 계속 향상된다(Best & 

Miller, 2010; Gopnik & Schulz, 2007; Mercier, 2011)는 점은 긍

정적이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추론에 의한 반영적 사고가 강

화됨에 따라 유아가 정보의 단서를 민감하게 해석하고 정보의 

타당성을 복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더 원활해질 

것으로 추측된다. 유아가 직관적인 수준을 넘어 의식적인 수

준에서 정보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살피는 과정에 관여하는 일

은 노출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추고 좋은 

정보의 선별을 통해 인지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나가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타인에 의해 제공된 정보 그 자체

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 가능성을 분

명히 확인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그동안의 다른 연구들은 정

보제공자가 이전상황에서 보여준 정확성이나 그들의 전문

성, 선의, 친숙성, 힘, 매력 등과 같은 정보제공자의 특성에 따

라 유아가 정보에 대한 신뢰를 달리 보인다는 점을 밝혀왔다

(Bascandziev & Harris, 2016; Castelain, Bernard, Van der Henst, 

& Mercier, 2016; Corriveau & Harris, 2009; Harris & Corriveau, 

2011; Koenig & Harris, 2005; Landrum, Mills, & Johnston, 2013). 

또한 유아가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확신, 정보

의 출처 혹은 확실성 등을 암시하는 전달 형식인 연결사나 문

미 형태소 등의 문법 요소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보인다는 점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Bernard, Mercier, & Clément, 2012; Y. O. 

Choi, Jang, & Lee, 2012; Y. O. Choi, Lee, & Jang, 2010). 연령의 

증가에 따라 폭넓은 의사소통 경험의 축적으로 사회인지 능력

이 발달되고 언어 표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

어갈 때, 정보의 내용과 세부적인 표현, 그리고 정보제공자의 

특성과 기타 상황적 요인들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타인이 

전달한 구두 정보를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된다(Mills, 2013). 특히 친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

상이 전달하는 정보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여러 이유로 정

보의 사실성 여부나 질이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신념이 형

성되면 정보 자체가 타당한지에 초점을 둔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유아의 정보 평가를 인지발

달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사회인지 발달 및 언어 발달과 관련

하여 유기적으로 설명해줄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는 이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가진

다. 먼저, 이 연구는 유아가 정보가 그럴듯한지를 스스로 가늠

할 때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주장성이 얼

마나 강한지가 단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제시한 학자들의 입장

(Bascandziev & Harris, 2016; Harris et al., 2018)을 물리·생물영

역의 정보를 중심으로,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4-5세 유아가 정보가 직관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설명 유형 및 여부를 토대로 타인이 제공한 물리·생

물 현상 정보에 대해 평가할 때,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가 존

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달된 정보에 유의하

고 이를 평가하는 유아의 능력이 정보에 대한 선별과 그에 따

른 지식구조의 수정으로 이어져 인지발달에 기여한다고 보는 

연구자들의 관점(Harris et al., 2018; Sperber et al., 2010)에 지지

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유아기 후반에 이르는 정보 평가의 과

정에 초점을 두고 초기 탐색적·비판적 사고 발달에 대한 이해

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아가 타인이 전달한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필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추론을 격려하는 방법

으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상호 반응적인 정보 교류를 

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더불어 성인이 정보에 

이어 곧바로 설명을 제공하는 일이 빠르고 직접적인 설득 효

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고, 유아가 기존의 신념이

나 지식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정보, 그리고 이를 뒷받

침하는 설명에 모두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어두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아가 필요한 

정보과 설명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능력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좋은 정보를 취하는 능력을 길러 지식

의 습득과 인지발달의 토대로 삼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에 따라 마련된 정보와 

설명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지만, 

문장에 포함된 구체적인 표현이 가지는 특성이나 각 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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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별 유아의 해석과 반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유아에게 어린이집은 교사로

부터 안내받고 배움을 얻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장소인 어린이집의 특성이 과제 상황에서 정

보에 대한 유아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이외에 정보 평

가에 관련될 수 있는 기질, 언어능력, 지능과 같은 개인 특성이

나 기타 상황적 요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줄 유사 주제의 연구들이 이어져 

유아가 정보의 그럴듯함을 평가하는 데 단서로 활용하는 또 

다른 정보의 특성이나 개인차와 연령차를 밝혀줄 결과들이 축

적되고, 유아의 정보 평가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설

명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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