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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실행기능이 단어형 미래계획기억 과제와 
범주형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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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xecutive function on the development 
of prospective memory in young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47 preschool children aged 4 and 5 years. Children 
completed word- and category-based tasks that measured prospective memory. The following tasks 
were also used to assess executive function in children: Flanker, day/night, backward digit span, and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tasks.
Results: The inhibitory control and working memory of children significantly predicted prospective 
memory measured by the word-based task. Inhibition particularly accounted for prospective memory in 
the category-based task.  
Conclusion: The findings demonstrated the influence of the components of executive function on the 
prospective memory of young children in the preoperation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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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유아기에 발달하는 미래계획기억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기억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왔던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을 통해 

아주 어린 시기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기억이 경험이나 시

간적 순서에 관계없이 발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Josselyn & 

Frankland, 2012). 미래계획기억은 미래에 특정한 시간이 되거

나 사건 단서가 나타났을 때 수행하기로 의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Ellis & Kvavilashvili, 2000). 앞서 언급한대로 미래

계획기억은 기억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역시 기억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Einstein & McDaniel, 1990), 실제로 심부름

을 가거나 약을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등 일상생활과 깊은 관

련이 있다.

미래계획기억은 크게 사건을 기반으로 한 것과 시간을 기

반으로 한 것으로 나뉘는데(Einstein & McDaniel, 1990), 사건 

기반 기억은 특정한 외부의 단서 혹은 사건이 있을 때 수행하

거나 일어나야 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시간 기반 기억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거나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해야 할 행동

을 기억하는 것이다.  유아기는 시간 읽기와 측정 등 시간 개념

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다. 이에 비해,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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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사건 기반 기억은 어린 유아들에게 친숙한 기억이기 

때문에(Sutherland, Pipe, Schick, Murray, & Gobbo, 2003) 측정

이 용이한 면이 있다. 이러한 측정의 용이성과 발달적 적합성

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건 기반 과제를 사용하여 유아

기 동안 미래계획기억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검증하려 하였다.

미래계획기억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유아를 다

룬 연구들(Ślusarczyk, Niedźwieńska, Białecka-Pikul, 2018; 

Somerville, Wellman, & Cultice, 1983)을 살펴보면, 만 2세의 유

아들이 대부분 미래계획기억 수행에 실패하였지만, 친숙하고 

흥미 있는 과제를 제시하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Kliegel과 Jäger (2007)는 만 2-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 카

드를 명명하다가 사과 카드가 나오면 박스 아래에 카드를 숨

기는 과제를 사용하여 사건 기반 미래계획기억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만 3세부터 단서를 바탕으로 한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

행 능력이 점차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

래계획기억이 영유아기 동안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 4세 이상은 되어야 간섭이 일어나거나 혹은 기

억해야 할 단서의 개수가 여러 가지인 복잡한 형태의 미래계

획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아동기까지 연령

이 증가할수록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gh & 

Marcovitch, 2014). 즉, 미래에 수행해야 할 내용을 기억하는 것

에 방해가 되는 관련 없는 자극을 제시하는 간섭 상황에서 더 

어린 유아들은 주의가 더욱 쉽게 흐트러져 수행을 제대로 이

행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Leigh와 Marcovitch (2014)를 비

롯한 여러 연구자들(Ford, Driscoll, Shum, & Macaulay, 2012; 

Walsh, Martin, & Courage, 2014)은 복잡한 형태의 미래계획

기억이 만 4세 이후에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보고하고 있

다. 한편, 일상적인 기억에 결함이 있는지 측정하는 Rivermead 

Behavior Memory Test (RBMT)를 사용한 Seo와 Choi (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Seo와 Choi 

(2004)는 RBMT의 9개 하위 검사 중 수정된 형태의 약속 검사

를 사용하여 사건 기반 미래계획기억을 측정하였는데, 이 검

사는 유아가 퍼즐 놀이를 하는 동안 알람 소리가 울리면 퍼즐

을 멈추고 실험자와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만 3-5세 사이에 발달적 변화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마다 다

루고 있는 유아의 연령 범위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

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 회상이 아닌 간섭이 들어간 복잡

한 형태의 미래계획기억 회상이 4세 전후로 나타난다는 것에

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이 보고한 다양한 연령차는 각 연구에서 사용

한 과제의 차이와 더불어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이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기는 Piaget의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표상의 발달이 현저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Carlson, 

2005). 이와 함께 언어 능력 역시 발달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는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보존, 분류, 순서, 추론 등의 능

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비논리

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물의 여러 특성 중에서

도 눈에 띄는 하나의 특성만 고려하는 중심화 경향성이 강하

다(Smidts, Jacobs, & Anderson, 2004).

이처럼 Piaget의 이론에 따라 유아들이 전조작기의 특성만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지각적 특성을 파악하고 통찰해

야 하는 과제보다 색이나 모양 등 한 가지 특성에만 집중하는 

과제를 더욱 수월하게 수행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유아들

은 사물의 이름, 그것이 속하는 상위 범주 등 여러 특성을 파악

해야 하는 과제보다 사물의 이름에만 집중하는 과제를 더욱 

능숙하게 수행할 것이다. 특히 유아기는 사물에 대한 표상과 

개념의 이해가 현저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단어를 중심으

로 한 사건 기반 미래계획기억 과제는 유아들이 충분히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한 사물의 표상이 아닌 유목이나 분류의 상위 

개념을 유아들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다(Winer, 

1980). 유아들은 단일 개념들 간의 관계나 위계를 파악하면

서 점차 상위 범주를 획득하기 때문에(Clark & Johnson, 1994; 

Lucariello, Kyratzis, & Nelson, 1992), 예를 들어, 바지, 치마, 

코트 등의 구체적인 사물의 개념을 ‘옷’이라는 상위 범주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 따라서 유목 분류 같은 요소가 들어간 

기억 과제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단순 개념 이해 과제를 사용

하였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억은 인지

적 자원이나 용량이라는 부분이 관여한다. 사물 이름을 회상

하는 것 같은 단순한 기억 과제와는 달리, 개별 사물들이 상

위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지적 

용량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유아의 수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더욱이 전조작기 유아들이 사물의 한 가지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눈에 보이는 사물의 

이름이 아닌 유목을 떠올리는 과제의 난이도가 더 높다. 이처

럼 직관적 사고에 영향을 받는 유아의 전조작적 특성이 미래

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Piaget 이론과는 

반대로, Lourenço와 Machado (1996)는 5, 6세경의 유아들도 

인과적 논리의 이해나 순서적 추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개념과 유목 분류가 들어간 미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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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과제들을 각각 제시하여 유아의 과제별 수행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한편, 미래계획기억을 뇌신경학적 관점에서 탐구한 선

행 연구들은 미래계획기억의 요소로 볼 수 있는 복합처리

(McDaniel & Einstein, 2000)와 주의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모니터링(Smith, 2003)에 대해 언급하였다. 복합처리 관점은 

미래계획기억을 수행할 때 전략적인 모니터링(top-down)뿐

만 아니라, 환경적인 단서에 의해 미래계획기억이 자동적으로 

인출(bottom-up)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다. 

즉, 이 연구들에서는 미래계획기억 수행에서 주로 전전두피질 

영역이 활성화되었는데, 활성화된 부분들은 실행기능의 영역

과 중복되는 영역이 많았다(Friedman & Miyake, 2017).

실행기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관리책임자 역할을 하는 인지적 기

제로 정의된다(Diamond, 2013). Miyake 등(2000)은 억제, 작업

기억, 전환을 실행기능의 세 주요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억제

는 우세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능

력이며, 작업기억은 정보처리 능력으로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작업기억은 주의와 

용량을 조절하여 억제의 처리와 상호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다

(Gomez, Gomez, Winther, & Vance, 2014). 또한 인지적 유연성

이라고도 불리는 전환은 주의나 사고를 유연하게 조작하여 과

제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거나 작업을 변환할 때 요구되는 

능력이다(Bjorklund, & Causey, 2017; Carlson, 2003).

이 세 가지 요인은 전대상피질이 발달하는 영유아기에 현

저히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위 요인 중 억제는 우측 하

전두피질(Aron, Robbins, & Poldrack, 2014), 작업기억은 배외

측 전전두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Barbey, Koenigs, & 

Grafman, 2013), 전환 역시 전두 및 후두 피질의 활성화를 수

반하였다(C. Kim, Johnson, Cilles, & Gold, 2011). 여기서 배외

측 전전두피질은 단서가 제시되었을 때 주의를 요하는 미래

계획기억 수행에서 주요하게 활성화되는 영역이다(McDaniel, 

LaMontagne, Beck, Scullin, & Braver, 2013). 이처럼 피질 영역

의 중복은 기억 과제와 유사하게 실행기능에도 선택적 주의가 

요구되며,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이 단순한 기억 회상을 기

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에 따라 여러 가지 수행이 동시

에 활성화되어야하기 때문에 인지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뇌 활성화 영역을 통해 두 변인들의 관련성을 짐

작할 수 있다.

실행기능과 미래계획기억 간의 관계를 검정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과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미래계획기억이 억제 및 작업기억과 관련이 있었지만 전

환과는 관련이 없었다(Mäntylä, Carelli, & Forman, 2007). 또한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Mahy와 Moses (2011)의 연구에서

는 작업기억이 미래계획기억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억제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제시하였다. 반대로, 같은 연령의 유아

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Ford et al., 2012; Mahy, Moses, 

& Kliegel, 2014)에서는 억제가 미래계획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작업기억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실행기능 하위 요인인 작업기억, 억제, 전환

이 발달하는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작업기억이 관여하는 주의와 용량의 조절은 망상

계가 발달하는 청소년기 전기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

보다 더 오래 더 천천히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 억제 기제는 이

보다는 좀 더 빠르게 유아기에서 아동기 초기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st & Miller, 2010; van’t Wout, O’Donnell, 

& Jarrold, 2019). 그러나 실행기능 하위 요인들의 발달적 경향

만으로 미래계획기억이 영향을 받는 것인지 뚜렷한 결론을 내

리기에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

로 실행기능이 미래계획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미래계획기억

이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인 억제, 작업기억, 전환에 어떠한 영

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미래계획기억 수행이 가능

한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과제의 속성에 따라 각각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의와 용

량의 조절이 작업기억 등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에 영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지적 용량과 난이도가 다르게 

반영된 두 가지의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사용하였다. 즉, 단순 

표상을 기반으로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였을 때 수행이 가능한 

단어형 과제와 유목을 기반으로 하여 각 단어를 상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어야 수행이 가능한 범주형 과제로 나누어 연구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미래계획기억(단어형, 범주형)과 실행기능에서의 연

령차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실행기능(억제, 작업기억, 전환)이 단어형 미래계획기

억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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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유아의 실행기능(억제, 작업기억, 전환)이 범주형 미래계획기

억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만 4세 전

후가 실행기능 발달의 민감기로 보고되고 있으며(Anderson, 

2002; Carlson, 2005), 만 4-5세 유아가 다수의 미래계획기억 연

구에서 과제 수행이 가능한 것을 바탕으로 유아의 연령을 정

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2개 유아교육 기관에 연구 참여 동의서

를 배부하였고, 동의서가 회수된 58명의 유아 중 결석이나 불

성실한 응답을 보인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G*Power를 사용하

여 파워를 검정한 결과 예측변인이 3개인 경우, 중간정도의 효

과크기에서 유의수준 .05와 파워 .95인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38명의 피험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피험자 수

는 최소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47명의 유아들은 

평균 월령이 60.96개월(SD = 6.09)이었으며, 만 4세 유아는 25

명(평균 월령 55.96개월, SD = 2.33), 만 5세 유아는 22명(평균 

월령 66.65개월, SD = 3.38)이었다. 이 중 남아는 21명(44.7%), 

여아는 26명(55.3%)이었다.

연구도구

미래계획기억

유아들의 미래계획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Zhang, Zuber, Liu, 

Kliegel과 Wang (2017)의 도구를 참고하여 과제를 구성하였

다. 난이도에 따라 과제를 구분하기 위해 단어만 제시되는 과

제와 유목 분류가 들어가는 상위 과제를 구성하였다. 과제들

은 팬더를 등장인물로 제시하고 유아들에게 목표 단어(단순 

표상) 또는 범주(상위 유목 표상)를 찾아 미래계획기억을 수

행하라고 지시하는 형태였다. 즉, 단어형은 ‘목표 단서+의도

된 행동’, 범주형은 ‘목표 단서의 범주 인식+의도된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상위 과제인 범주형 과제는 만 5세부터 16세까

지 사용 가능한 Kang (2003)의 언어기억검사와 아동을 대상

으로 우리말 범주를 조사한 Jeun과 Kang (2007)의 연구를 참

고하여 ‘동물’ 범주로 정하였다. 일상에서 너무 친숙한 개, 고

양이 등을 제외하고 동물원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 

6개를 선정하였다.

단어형 과제의 수행 조건으로 원도구의 “Got it.”을 번역한 

“찾았다.”를, 범주형 조건으로 이와 구별되게 “일어나.”를 외

치도록 하여 수행 조건에 중복과 간섭을 피하였다. 그러나 예

비실험결과 단어형 과제 수행에서 유아들이 집 그림이 나왔

을 때 찾았다가 아니라 “집 찾았다.”로 언급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화면에 제시되는 그림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던 것이 수

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제가 유아의 통제기제

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계획기억 단서와 의도된 행동을 

기억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 

“집 찾았다.”를 사용하였다. 과제 수행에는 눈을 감고 있는 팬

더 인형과 노트북이 사용되었다.

단어형 과제    단어형 과제에서는 유아에게 친숙한 음식, 탈 

것, 가구, 가전 범주의 그림 50개를 사용하였다. 50개의 그림 

중 미래계획기억의 목표 단서인 집 그림은 총 6장이었다. 예비

실험을 통해 유아들이 그림 제시 순서에 영향을 받는지 점검

하고, 최종적으로 Zhang, Ballhausen, Liu, Kliegel과 Wang (2019)

의 도구에서 제시된 방식에 따라 목표단서가 너무 떨어진 간

격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7배수로 배치하였다. 유아들과 일대

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유아들에게 팬더 인형을 보여주면서 “팬더가 오늘 중국에

서 왔고 집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팬더에게 한글

을 알려주기 위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이름을 명명하다가 집 

그림이 나오면 “집 찾았다!”라고 외쳐야한다고 설명하였다.

유아들에게 과정을 설명한 후 연습을 실시하였고 연습 시

행에서는 어휘 능력과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명확히 구분하

기 위해, 유아가 집 그림을 보고 그냥 “집.”이라고 하면 “집 찾

았다!”라고 해야 한다고 수정해주었다. 연습 수행이 끝나고 본 

수행에서 이러한 오류를 보이면 오답 처리 하였다.

본 과제는 유아의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집 이외의 그림에 대한 명명은 점수화하지 않았다. 유아가 단

어형 과제의 수행에 성공하면 1점을 부여하였으며 총점의 범

위는 0-6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 이었다.

범주형 과제    범주형 과제에서는 유아들에게 친숙한 동물 범

주(목표 단서)를 상위 개념으로 선택하였다. 총 6개의 동물 그

림(돼지, 호랑이, 말, 원숭이, 사자, 기린)을 포함한 50개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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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44개의 그림들은 단어형 과제와 중

복되지 않는 그림이었다.

범주형 미래계획기억 과제에서는 동물의 구체적인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림을 ‘동물’이라는 범주로 인

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화면에 제시

되는 그림의 이름을 명명하다가 동물 그림이 나오면 팬더 인

형을 향해 “일어나.”라고 외쳐야 한다고 설명하여 유아들이 

사자나 기린을 동물이라는 범주로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과제 시행 및 채점 방식은 단어형 과제와 동일하

게 진행하였고 최고점은 6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2 이었다.

실행기능

실행기능의 세 하위 요인인 억제, 작업기억, 전환을 각각 측정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억제   억제는 Gerstadt, Hong과 Diamond (1994)의 낮/밤 과제

(day-night task)와 Rueda 등(2004)이 제시한 플랭커 과제(flanker 

task)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낮/밤 과제는 많이 

사용되지만 Mahy와 Moses (2011)의 연구에서 천장효과가 보

고된 바가 있으며, 낮/밤 과제가 자동화된 우세 반응의 억제만

을 측정한다는 주장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낮/밤 과제 외에 플

랭커 과제를 사용하여 억제를 측정하였다.

① 낮/밤 과제   낮/밤 과제에서는 우세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들에게 낮이 연상되는 그림인 해를 

보고 밤, 달 그림을 보고 낮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 도

구의 구성과 동일하게 낮/밤을 무선으로 배치하여 총 16번의 

본 시행을 진행하였다. 유아들이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그림

과 반대로 연상하는 것을 5번 연속으로 실패하면 과제 진행을 

중지하였다. 각 시행에서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0점으로 채

점하여 총점의 범위는 0-16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8 이었다.

② 플랭커 과제   플랭커 과제는 방해 자극에 대한 주의를 

억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 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시행 전에 중립 상태

에서는 목표 자극인 방향을 화살표만 제시하고 키를 누르지 않

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다섯 마리 물고

기의 방향이 모두 같으면 일치 조건, 이와 반대로 목표 자극인 

정중앙의 물고기(예: 좌향)와 주변 물고기들(예: 우향)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불일치 조건이었다.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

에서는 목표 자극과 동일한 방향의 키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

로 누르도록 하였다. 특히, 불일치 조건에서는 목표 자극이 아

닌 주변 자극 방향으로 버튼을 누르면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두 번의 중립 시행을 포함하여 일치 조건을 8회, 불일치 조

건을 8회 시행하였다. 목표 자극과 동일한 방향의 버튼을 눌렀
을 경우 1점,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의 범위

는 0-16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 

이었다.

작업기억    작업기억은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4판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urth Edition 

[K-WISC-Ⅳ]; Kwak, Oh, & Kim, 2011)과 Marcovitch, Boseovski, 

Knapp과 Kane (2010)의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한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로 측정하였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경우 

만 6세부터 실시 가능한 도구였고 6명의 유아에게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Marcovitch 등(2010)의 도구보다 더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따라서, 만 4세에게 실시 가능한 Marcovitch 등(2010)의 

도구를 사용하여 난이도를 조정한 뒤 2-5단위로 수정한 거꾸

로 따라하기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우선 유아들은 연구자가 불러주는 여러 단위의 숫자를 듣

고 역순으로 따라하도록 연습하였다. 연습 수행으로 숫자 2 단

위(두 개)를 두 번 수행하여 유아들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본 수행에서는 숫자 2 단위를 3회 거꾸로 따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모두 성공하면 숫자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갔다. 최대 5 단위까지 있었으나 5 단위를 거꾸로 따라하

는 것에 성공한 유아는 없었고 최대 4 단위까지 실시하였다. 

숫자 2 단위에서 4 단위까지 3회씩 9회를 실시하였고 성공할 

때마다 1점을 부여하였다. 본 수행에서 유아들이 받은 최고점

은 7점이었다. 연속 세 번 실패하면 과제를 중단하였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 이었다.

전환    Zelazo (2006)의 차원 변경 카드 분류(Di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로 전환 능력을 측정하였다. 차원 변경 카드 

분류 과제는 색을 기준으로 카드를 분류하다가 기준을 모양으

로 변경하였을 때, 바뀐 기준으로 오류 없이 분류하는 것이 가

능한지 확인하는 과제였다. 유아들에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상

단 중앙에 빨간 토끼, 파란 토끼, 빨간 배, 파란 배 중 한 개의 카

드가 나타나고, 화면 좌측 하단에는 파란색 토끼 박스, 우측 하

단에는 빨간색 배 박스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행은 기본 단계와 테두리 단계로 구분되었는데 기본 단

계란 일반적인 카드를 제시하여 처음에는 색, 그 다음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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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단계였다. 테두리 단계에서는 그림 

카드에 테두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색으로, 테두리가 없는 

경우에는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연습 수행에서 

유아가 화면 하단의 박스에 해당하는 키를 제대로 누를 수 있

는지 확인하고, 기본 단계는 색을 기준으로 6회, 모양을 기준

으로 6회의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원 도구에서와 동일

하게 테두리 단계는 총 12회를 실시하였는데 기본 단계에서 

각 4회 이상 성공한 경우에만 테두리 단계를 진행하였다. 각 

회를 성공한 경우 1점을 주었고, 기본과 테두리 단계를 합하여 

총 24회 수행하였으므로 점수의 범위는 0-24점이었다.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92 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번역한 미래계획기억과 실행기능 과제를 대학원생 2인과 아

동발달 전문가 1인이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4, 5세 

각 3명씩 총 6명의 유아에게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측정도구

의 난이도와 이해 수준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유아의 기관을 방문하여 총 2회 만나 

면대면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 중 억제와 전환 과제는 

OpenSesame 3.2.6으로 제작한 컴퓨터 기반 과제로 실시하여 

오류를 최소화하였고 작업기억 과제는 구두로 진행하였다. 전

체 과제의 수가 6개였고 유아들이 이를 하루에 수행하기는 불

가능하였으므로 이틀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도구의 

수행 시간을 계산하여 하루에 15분을 넘지 않도록 도구를 세 

가지씩 나누고 특히 종속변인인 미래계획기억 과제들과 두 개

의 억제과제는 한 개씩 다른 날에 수행하였다. 1회차에서 유아

를 처음 만났을 때, 상호작용 하면서 라포를 형성한 후, 미래계

획기억 중 단어형 과제와 실행기능 중 플랭커, 차원 변경 카드 

분류를 실시하였다. 2회차에서는 범주형 미래계획기억 과제

와 낮/밤 과제,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회차마다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도구들이 실시되었고 미래계

획기억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실행기능 과제들

의 실시 순서는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1회차와 2회차를 합한 

전체 실험 과정은 유아 한 명 당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과제를 완료한 뒤 유아에게 보상으로 스티커를 주었다.

자료분석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연령차를 알아보

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3을 검정하기 위해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를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단어형과 

범주형 미래계획기억 각각에 대해 세 가지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에는 SPSS 25.0 (IBM Co., Armonk, NY)를 사용하였다.

Results

미래계획기억과 실행기능에서의 연령차

Table 1은 주요 변인들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결과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All Variables

Variables

4-year-old 
(n = 25)

5-year-old 
(n = 22)

Total
 (N = 47)

t-testM SD M SD M SD
Executive function 41.44 10.40 49.05 10.26 45.00 10.92 -2.52*
   Inhibition 22.56 5.55 28.86 5.53 27.64 5.60 -1.42
      Flanker task 13.72 3.59 14.64 2.72 14.15 3.21 -.99
      Day/night task 12.84 3.56 14.23 3.37 13.49 3.50 -1.37
  Working memory (BDS) 1.64 2.23 3.82 2.02 2.66 2.38 -3.51**
  Shifting (DCCS) 13.24 6.82 16.36 4.86 14.70 6.13 -1.79
Prospective memory 4.92 4.24 7.86 3.15 6.30 4.02 -2.67*
  Word-based task 3.12 2.79 5.32 1.76 4.15 2.59 -3.18**
  Category-based task 1.80 2.00 2.55 1.97 2.15 2.00 -1.28
Note. BDS = backward digit span; DCCS =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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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을 살펴보면, 만 4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들이 몇몇 부분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였다. 연령차를 알

아본 결과, 단어형 과제(t = -3.18, df = 45, p < .01)에서 만 5세가 

만 4세보다 미래계획기억을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주형 과제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실행

기능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작업기억에서만 5세의 수행이 유

의하게 높았다(t = -3.51, df = 45, p < .01). 이처럼 연령차가 각 

변인의 하위 요인 중 한 개씩에서만 유의하였고 나머지 요인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각 연령별로 다변량 분석을 수행

하기에 파워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분석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의 실행기능이 단어형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Table 2는 모든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2를 살펴보면, 유아의 단어형 미래계획기억은 억제(r = 

.47, p < .01) 및 작업기억(r = .39, p < .01)과 정적 상관이 유의

하였다. 단어형 미래계획기억과 억제의 상관을 과제별로 살

펴보면, 플랭커 과제(r = .41, p < .01)와 낮/밤 과제(r = .39, p < 

.01) 모두에서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의 억

제 능력이 높을수록 단어형 과제에서 미래계획기억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기억은 단어형 미래계획기억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r = .39, p < .01) 전환과 미래

계획기억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실행기능이 단어형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가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플랭커 

과제와 낮/밤 과제의 점수를 합산한 억제 총점을 사용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은 Durbin-Watson 지수가 2.18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고 VIF값은 1.08로 다중공선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을 살펴보면, 억제(β = .39, p < .01)

와 작업기억(β = .28, p < .05)이 단어형 미래계획기억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환의 영향은 유의

하지 않았다. 이 회귀 모델은 전체 변량의 30%를 설명하였다.

유아의 실행기능이 범주형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Table 2에서 실행기능과 범주형 미래계획기억과의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Executive function

1. Inhibition —

2. Flanker .82*** —

3. Day/night .85*** .39** —

4. Working memory .28 .08 .37* —

5. Shifting .40** .29* .38** .33* —

Prospective memory
6. Word-based task .47** .41** .39** .39** .20 —

7. Category-based task .30* .29* .22 .24 .12 .53***
Note. N = 47. Inhibition = flanker+day/night; Working memory = backward digit span; Shifting =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p < .05. **p < .01. ***p < .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he Influence of Executive Function on Prospective Memory

Criterion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β t R2 F
Word-based PM Inhibition .18 .39 3.00** .30 9.34***

Working memory .31 .28 2.16*  
Category-based PM Inhibition .11 .30 2.14* .09 4.57*
Note. N = 47. PM = prospective memory; Inhibition = flanker+day/night; Working memory = backward digit span.
*p < .05. **p < .01. ***p < .001.



Park and Song   38

상관을 알아본 결과,  범주형 과제는 억제 중에서 플랭커 과제

(r = .29, p < .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낮/밤 과제와

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기억과 전환은 범주형 

과제의 수행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범주형 미래계획기억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한 모형의 Durbin-Watson 지수는 1.92, VIF값은 1.0

으로 나타났다. 위의 Table 3을 보면 실행기능의 세 하위 요인 

중 억제(β = .30, p < .05)만 범주형 미래계획기억에 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며 작업기억이나 전환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

았다. 즉, 범주형 미래계획기억의 경우 억제가 가장 주요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며 이 회귀 모델은 전체 변량의 9%를 설

명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만 4, 5세 유아의 미래계획기억과 실행기능 간

의 관계를 검정하였다. 사건 기반 미래계획기억을 단어형과 

범주형 과제로 측정하고 실행기능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유아들의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 평균이 만 

4세 유아보다 대체로 높았으나 단어형 과제에서만 연령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주형 미

래계획기억에서는 유의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들

은 단어형보다 범주형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긴 했지만, 

범주형 과제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었다. 

유아기는 Piaget의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표상과 개

념의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또한 만 4세 이후부터는 어휘

와 개념의 이해가 크게 증가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유

아들의 범주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Callanan, 1989; H. J. 

Kim, 2000). 그러나 보존이나 유목 분류와 같은 보다 상위의 

인지는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야 획득한다고 알려졌다. 본 연

구에서는 범주형 과제를 수행한 만 4세 유아들이 있었고, 이는 

전조작기에도 유목 분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

한다. 즉, Piaget가 제시한 단계보다 더 빨리 인지적 과제의 수

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미래계획기억의 발달에서 만 3-5세 간에 연령차가 없

었던 Seo와 Choi (2004)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만 4

세와 5세 간에 연령차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계획

기억을 측정하는 과제에 따라 다른 발달적 차이를 보여주었

던 선행 연구들(Guajardo & Best, 2000; Walsh et al., 2014)을 지

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단순 미래계획기억 과제의 수

행을 살펴보면, 6점 만점 중 만 5세는 평균 5.32점을 나타낸 반

면, 만 4세는 평균 3.12점으로 4세와 5세의 차이가 유의한 것

을 볼 수 있다. 유목이 포함된 범주형 과제에서는 만 4세와 5

세의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아의 개인차가 

있었는데 만 5세 중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있

었던 반면, 만점을 획득하며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만 4세 유

아들도 있었다. 더불어, 연령과 관계없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 

중 약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유아들이 범주형 과제를 수행하

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를 미루어볼 때, 만 4-5세에는 인지적 

상위개념이 발달하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복잡한 인지

과제를 기반으로 한 미래계획기억은 유아들의 인지 능력이 발

달하면서 같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적 추이는 향후 

더 넓은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유아의 실행기능이 미래계획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실행기능의 세 요인 중에서 억제와 

작업기억이 미래계획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억제를 잘 하는 유아일수록 단어형과 범주형 미래계

획기억 과제 수행이 모두 높았으며 작업기억은 단어형 미래계

획기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행기능의 억제와 미래계

획기억의 관계는 여러 선행 연구들(Causey & Bjorklund, 2014; 

Ford et al., 2012; Mahy et al., 201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억제가 

미래계획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미래계획기억이 현재 

자극에 대한 주의를 잠시 철회하고 이전에 기억하던 단서를 

회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Wang, Kliegel, Liu, & Yang, 2008). 

다시 말해, 미래계획기억 단서와 연결된 목표 행동을 기억하

고 있더라도 계속 해오던 행동을 억제하고 중단하지 못하면 

목표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억제가 미래계획

기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억제를 측정하는 과제에 따라 미

래계획기억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단어형 미래계획기억

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범주형 미래계획기억과의 관계는 플

랭커 과제를 사용한 경우에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두 과

제는 모두 억제를 측정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낮/

밤 과제는 우세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측정(Montgomery & 

Koeltzow, 2010)하는 반면, 플랭커 과제는 목표 자극과 방해 자

극이 한 화면에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방해 자극에 대한 간섭

을 조절하여야 목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플랭커 과제는 인지적 자원의 할당이 낮/밤 과제보다 더 요구

되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점이 범주형 미래계획기억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주형 미래계획기억 과제가 플랭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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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게 간섭과 주의의 분배가 더 요구되는 형태이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작업기억이 미래계획기억

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 기반 기억과 작업기억 간의 관계를 밝

힌 Mahy와 Moses (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미래계획기

억 과제를 수행할 때, 작업기억의 기본적인 역할은 목표 단서

의 출현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서와 연결된 규칙이나 계획을 머

릿속에 유지하는 것이다(Spiess, Meier, & Roebers, 2016). 작업

기억은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 관

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저장을 넘어 정

보를 선택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Voigt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작업기억은 단어형 과제와 범주형 과

제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작업기억의 중앙실행기

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 미래계획기억 과제 수행 능력이 저

하된다고 보고한 Marsh와 Hicks (1998)의 연구와 유사하다. 

Baddeley (2012)에 따르면 중앙실행기는 과제에 주의를 집중

하고 필요한 용량을 분배하여 과제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

는 감독계획자 역할을 한다. 만 4, 5세 유아들은 난이도가 높

은 범주형 과제를 수행할 때 중앙실행기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미래계획기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잘 

통제하여 목표 단서를 범주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기에는 작업기억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인지적 자

원의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범주형 미래계획

기억 과제 수행이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단어형 과제 수행은 작업기억 능력 범위에 따라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실행기능의 하위 요인이 유아

의 미래계획기억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는 실행기능 요인의 발달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

를 들어, 억제는 만 3세에서 4세경에 출현하여 8세까지 지속

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st & Miller, 2010). 반

면, 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기억은 망상계가 발달하는 

청소년기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기와 아동기 동안 다소 느

리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Gathercole, Pickering, Ambridge, & 

Wearing, 2004; van’t Wout et al., 2019). 마지막으로 전환은 억

제와 작업기억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청

소년기 이후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izinga, 

Dolan, & van der Molen, 2006).

이렇게 실행기능 하위 요인의 발달적 차이가 미래계획기

억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환

이 미래계획기억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전환 과

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억제와 작업기억이 충분히 발달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 하위 요인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발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on, Bryson, & Smith, 2008). 본 

연구결과는 전환과 미래계획기억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Causey와 Bjorklund (2014)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이 외

에 다른 선행 연구들(Mahy et al., 2014; Mäntylä et al., 2007)에

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전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전환과 관련된 연구들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알

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점이 이후 연구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친숙한 사

건 기반 미래계획기억에 집중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 

기반 미래계획기억을 다룬 선행 연구들(Aberle & Kliegel, 2010; 

Voigt et al., 2014)을 참고하여 다양한 형태의 미래계획기억 수

행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미래계획기

억 과제들 간에 비교 가능한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연구 결과의 

차이가 과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발달적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실행기능의 세 요소인 억제, 작업기억, 전환만 다루

었지만 주의나 과제 수행 책략 역시 실행기능의 요소로 꼽히고 

있다. 과제 수행 동기 등도 주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

에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은 실행기능의 요소들을 더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억제를 측정하는 도구 

두 가지를 사용한 반면, 다른 요인들은 한 가지 과제로 측정하

였다. 작업기억과 전환 역시 다른 과제로 측정한 경우 연구 결

과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추후 미래계획기억과의 관계를 연

구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실행기능 측정 도구를 고려하여 도구 

간 비교를 더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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