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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Learner’s Interest Is Different from a Teacher’s
Teaching Intention: Young Children’s Prediction of
Learning Intention and Learning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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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흥미가 교사의 교수의도와 다를 때:
유아의 학습의도와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
정지인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Objectives: The curr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young children predict a learner's learning
intention and outcome when given information about the presence of the learner's interest in
knowledge and a teacher's teaching intention.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59 children aged between 3 to 5-years old. After hearing stories
designed to share information about a learner's interest in knowledge and a teacher's teaching
intention, the children were asked to predict whether the learner would try to learn and whether he
could learn successfully. The children’s theory of mind was also measured.
Results: Children predicted that the learner would try to learn when he was interested in knowledge but
not when he did not have an interest in it. Also, in comparison to 3- and 4-year-olds, 5-year-olds more
frequently predicted the learner could not learn successfully if he was not interested in knowledge even if
the teacher taught.
Conclusion: Young children tend to weigh a learner's interest in knowledge more than a teacher's
teaching intention to predict the learner's motivation to learn. Also, as they age, they consider the
learner's interest in knowledge more seriously to predict the success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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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Hidi, Renninger, & Krapp, 2004). 특
히, 영유아 교육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습과 관련한 속담 중에 “말을 물가에 끌어다 놓을 수는 있어

아동의 흥미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학습자가 가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DeVries & Zan, 1994; Kwon,

진 관심과 흥미가 학습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임

2015). 그러나 유아들이 언제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만을

을 강조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학습자가 배우고 싶어 하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별 관심이 없거나 성인을 비

는지, 또는 학습에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의 여부가 학습과 관

롯한 타인이 의도하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이

련한 정서, 인지, 행동, 나아가 학습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

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은 학습자가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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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그리고 배우고 싶지 않은 지식이라도 상대가 가르쳐주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면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까?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학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 흥미와 교사의 교수의도에 대해 알고 있을 때 학습에 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학습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해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그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룬 연구

한다.

들은 사실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유아들이 학습 상

마음이론과 관련한 이전 연구들은 학습에 대한 인식이 유

황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상

아기에 두드러지게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Jeong, 2019;

위인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위인지는 학

Knutsen, Frye, & Sobel, 2014; Taylor, Esbensen, & Bennett,

습을 비롯한 인지적 활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1994). 마음이론은 믿음, 의도, 지식, 바람 등을 비롯한 정신

(metacognitive knowledge)과 인지적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

상태에 기반을 두고 본인과 타인의 행동과 사회적 상황에 대

는 능력(metacognitive regulation)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 이해하는 능력을 일컫는다(Wellman & Lagattuta, 2004). 정

(Brown, 1978; Flavell, 1979). 유아보다 연령이 높은 학습자들

신적 기제에 기반을 둘 때, 학습은 지식에 변화가 생기는 상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의 상위인지 능력은

황이기 때문에, 학습과 같이 정신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을 인

다양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avell, 1979;

식하는 능력은 마음이론의 발달과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다

Pintrich, 2002; Veenman, van Hout-Wolters, & Afflerbach, 2006).

(Knutsen et al., 2014; Wang, 2010). 실증적으로도 이 둘은 관련

예를 들어, 읽기와 관련한 상위인지적 지식(metaknowledge

이 있는데, 대표적인 마음이론 과업인 내용교체 과업(예: 사탕

about reading, 예: 글자를 크게 읽는 것보다 내용을 이해하

상자 안에 연필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틀린 믿음

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지, 문장의 뜻을 추측하거

에 대해 잘 이해하는 유아들은 본인 스스로의 믿음이 실제 내

나 뛰어 넘기보다는 문장의 앞 뒤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용물을 확인한 후 변화했다는 것에 대해서도(표상 변화에 대

추론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아는지)이 뛰어난 초등학생일수

한 이해) 잘 인식하였으며, 이 두 가지 능력 모두 유아기에 발

록 글에 대한 이해 능력과 어휘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pnik & Astington, 1988; Gopnik &

(Lecce, Zocchi, Pagnin, Palladino, & Taumoepeau, 2010). 이와

Slaughter, 1991).

유사하게,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신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들은 유아기에 본인의 학습에 대해

념(epistemological beliefs, 예: 학습 능력이 고정적인 것인지 아

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만 3세 유아들

니면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학습이 순간적이거나 빠른 시

에게 특정 지식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면, 방금 그

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것인지 등) 역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예

응답하는 반면, 만 5세 유아들은 본인의 학습에 대해 정확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mmer, 1994; Schommer, Calvert,

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Esbensen, Taylor, & Stoess, 1997;

Gariglietti, & Bajaj, 1997). 이것은 개인이 학습과 관련하여 가

Taylor et al., 1994). 더불어,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

지고 있는 지식, 신념, 믿음 등이 과업이나 학습 상황에서 취하

습이 일어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시작한

는 태도나 행동,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

다. 만 3세에서 5세로 성장하면서 유아들은 지식을 이미 가지

이다(Dweck & Leggett, 1988; Schommer, 1994).

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사람이 언제 배우려고 할 것

식이 없는 사람은 배우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는 것으

인지, 어떤 경우에 잘 배울 수 있는지와 같은 생각들은 학습 전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해는 유아들의 마음이론 발달과 관

반에 대한 상위인지적 지식으로서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을 결

련이 있었다( Jeong, 2019). 한편, 학습에 대한 이해에 대해 직

정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예를

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Wellman (1977)은 유아들이

들어,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잘 배울 수 있다.”라는 학습에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에 대해 이해하는지

대한 상위인지적 지식이 본인의 학습에도 적용이 되어, “내가

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유아

지금 이러한 경우이므로 나도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예측으로

들은 다양한 조건들이(예: 나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지의 여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들이 학습 동기, 과정, 결

부, 외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지의 여부, 기억을 도울

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다룬 실증 연구들은 매

수 있는 그림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 등) 우리가 지식을 얼마나

우 부족하다. 특히나 영유아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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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매우 중요시됨을 고려할 때(DeVries & Zan, 1994; Kwon,

2012; Hoehl, Zettersten, Schleihauf, Grätz, & Pauen, 2014). 이러

2015), 유아들 스스로가 학습자의 흥미가 학습의도나 결과에

한 연구들은 영아들이 이름 부르기(예: “○○야”), 눈 마주침,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유아들

언어적 신호(예: “여기 봐!”)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의 학습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타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신호와 함

유아들이 학습자의 흥미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

께 전달되는 정보를 일반화 가능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로 받아

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부

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유아기에 아동들

재하다. 그러나 유관 연구로서, 마음이론 연구들은 유아기 초

은 타인이 교수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반에도 아동들이 사람의 열망, 또는 바람(desire)이 감정이나

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며(Ziv, Solomon, & Frye, 2008),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일수록 타인이 교수의도를

(Lagattuta, 2005; Wellman & Wooley, 1990). 예를 들어, 만 3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배우는 것으로

이전의 유아들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

나타났다( Jeong & Frye, 2018). 그러나 타인의 교수의도가 학

한다는 것과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습자 개인의 선호나 흥미와 일치한다면 이상적이겠으나, 그렇

때에는 행복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는 슬플 것이라

지 않은 상황도 다수 존재하며, 유아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

고 예측할 수 있었다(Cassidy et al., 2005; Wellman & Liu, 2004;

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가 없다.

Wellman & Woolley, 199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이 학습

그러나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는 없듯이,

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교사의 교수의도에 대한 정보가 모

개인의 바람이나 선호가 언제나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두 존재할 때, 학습자가 학습을 하려고 할 것인지(학습의도),

유아들 역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당 지식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인지(학습

(Lagattuta, 2005; Yang & Frye, 2018). 예를 들어, 이야기 속 등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학

장인물이 원하는 바가 도덕적 규칙(예: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습과 관련한 경험이 쌓이거나 마음이론을 비롯한 사회적 상황

됨.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됨)과 상충하는 경우, 만 7

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면서 유아들의 판단 경향성이 달라지는

세 유아들은 4, 5세보다 등장인물이 도덕적 규칙을 더 따를 것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연령이 증가하거나 마음

이라고 예측하였다(Lagattuta, Nucci, & Bosacki, 2010). 또한,

이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와 교

개인이 선호하는 바가 중요한 목표와 상충하는 상황에서(예:

수자의 교수의도를 고려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은 친구와 놀고 싶으나 이를 위해서는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놀이를 해야 함), 6세 유아들은 4, 5세에

다음과 같다.

비해 등장인물이 단순히 선호하는 행동을 하기보다 목표 지향
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

연구문제 1

Frye, 2018). 따라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바람이나 선호

만 3, 4, 5세 유아는 학습자의 흥미와 교사의 교수의도에 대한

가 사회적, 도덕적 제약과 부딪히는 경우, 또는 보다 큰 목표와

정보가 있을 때 학습자의 학습의도와 학습결과에 대해 어떻

상충하는 경우, 후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증

게 예측하는가?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의 흥미가 교사의
교수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학습자는 배우고

연구문제 2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을 교사가 가르쳐주려고 하는 경우, 유아

유아의 연령, 마음이론, 학습의도와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에

들은 배움이라는 큰 가치나 교사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배우

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학습자의 바람이
나 흥미에 따라 학습 동기나 필요를 이해하려고 할까?

연구문제 3

최근의 다양한 연구들은 아동들이 영아기부터 타인의

유아의 연령, 마음이론, 교사의 교수의도, 학습자의 학습에 대

교수의도나 뭔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보내는 교육적 신호

한 흥미는 유아의 학습에 대한 예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pedagogical cue)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sibra & Gergely, 2009; Gelman, Ware, Manczak, & G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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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연구대상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 그리고 ##이도 종이접기
로 집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 해. 어느 날 ##이가 그림을 그리
고 있는데 선생님이(완성된 집을 보여주며) ‘##야 종이접기로
집 만들 줄 아니? 선생님이 집 만드는 거 가르쳐줄까?’라고 말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한 곳과 어린이집 한 곳

씀하셨어.”와 같이 교사는 교수의도를 드러내고, 이야기 속의

의 만 3세 19명(남아 10명, 여아 9명, M = 44.8 개월, SD = 1.77

어린이도 해당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상황에 대해 들려주

개월), 만 4세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 M = 54.60 개월, SD

었다. 학습흥미- 교수의도+ 상황에서는 “이 분은 선생님이고

= 3.19 개월), 만 5세 20(남아 12명, 여아 8명, M = 66.40 개월,

이 친구는 @@이라고 해. 선생님은 종이접기로 집 만드는 것

SD = 3.05 개월)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

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이는 집 만드는 거를 배

아들의 사회경제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가 수집되

우고 싶어 하지 않아. 집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어느 날

지 않았으며, 실험 참여에 어려움을 보인 유아가 없었으므로

@@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완성된 집을 보여주

모든 유아들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며) ‘@@야 종이접기로 집 만들 줄 아니? 선생님이 집 만드는
거 가르쳐줄까?’라고 말씀하셨어.”와 같이 교사는 교수의도를

연구도구

드러내지만 이야기 속의 어린이는 해당 지식에 관심이 없는
상황을 들려주었다. 학습흥미+ 교수의도- 상황에서 연구자는

학습에 대한 예측

“이 분은 선생님이고 이 친구는 **라고 해. **이는 종이접기로
상자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 해. 어느 날 **이는 그림책을 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주의(attention), 의도(intention), 바람

가 선생님이 종이접기로 상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

(desire)에 대한 정보를 조합하여 Sobel, Li와 Corriveau (2007)

어. 선생님은 **이가 선생님을 쳐다보는지 모르고 그냥 상자를

가 유아들에게 들려주었던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본 연구의

만들고 계셔(완성된 상자가 교사 인형 옆에 있음).”와 같이 교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한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연구자

사는 교수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만 배우고

는 유아들에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싶어 하는 상황에 대해 들려주었다.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

흥미(해당 지식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는 경우, 해당 지식

는 교사에게 교수의도가 없으며 어린이 역시 해당 지식을 배

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없는 경우)와 교사의 교수 의도(교사

우는데 흥미가 없는 이야기가 들려졌다.

가 이야기 속의 어린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 이야기 속의

이렇듯 각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유아들에게 학습의도(예:

어린이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가 조합된 네 가지 이

“##이는 선생님한테 집 만드는 것을 배우려고 할까? 아니면 그

야기를 들려주었다(이야기의 개요는 Table 1 참고). ‘학습흥미

림을 계속 그리려고 할까?”)와 학습결과(예: “##이는 집 만드

+’는 이야기 속의 어린이가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

는 걸 잘 배울 수 있을까? 아니면 잘 배울 수 없을까?”)에 대해

을 의미하며, ‘학습흥미-’는 어린이가 해당 지식을 배우고 싶

차례대로 질문하였다. 학습의도에 대한 질문이 먼저 주어졌

어 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교수의도+’인 상황은 교사가 어

고, 그 후에 학습결과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으나, 질문 내에서

린이에게 해당 지식을 가르쳐주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상황이

대안이 주어지는 순서(예: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할지 아니면

었으며, ‘교수의도-’인 상황은 교사가 교수의도를 가지고 있

하고 있던 다른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할지/하고 있던 다른 활동

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교

을 계속 하려고 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할지)는 무

사의 교수의도에 대한 정보가 조합된 네 가지 이야기는 ‘학습

작위로 결정되었다. 이야기의 종류와 관련 없이, 배우려고 할

흥미+ 교수의도+’, ‘학습흥미– 교수의도+’, ‘학습흥미+ 교수의

것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 그리고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 ‘학습흥미- 교수의도-’였다. 모든 이야기는 각기 다른 작

응답한 경우 각각 1로 코딩하였고, 반대로 하고 있던 다른 활

은 인형과 이야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유

동 (예: 그림 그리기)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잘 배울 수 없

아들에게 직접 들려주었으며, 이야기가 주어지는 순서는 무

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각각 0으로 코딩하였다(0과 1

작위로 결정되었다.

은 오답과 정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응답 경향성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 연구자는 “이 분은 선생님이고
이 친구는 ##(어린이 이름)이라고 해. 선생님은 종이접기로 집

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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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ief Description of Learning Stories
Teaching intention+

Teaching intention-

Interest in
learning+

A teacher tells a child who wants to learn how to make
a house, that she wants to teach how to make it when
the chid is drawing a picture.

A child who wants to learn how to make a box,
happens to find a teacher making a box, while the child
reading a story book.

Interest in learning-

A teacher tells a child who does not want to learn how
to make a house, that she wants to teach how to make it
when the child is drawing a picture.

A child who does not want to learn how to make a box,
happens to find a teacher making a box, while the child
reading a story book.

마음이론

중 나머지 하나를 제시하였다. 네 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
서나 마음이론 과업 두 가지 중 어떤 과업이 먼저 주어지는지

유아들의 마음이론은 Gopnik과 Astington (1988)이 사용한 외

의 여부는 무작위로 결정되었다.

양과 실제가 다른 두 가지 물건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아
들은 돌처럼 생긴 스폰지와 색연필이 들어있는 캔 음료의 실

자료분석

체를 확인한 후, 표상 변화 이해(예: 이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는지), 틀린 믿음 이해(예: 이것을 만져보

각 연령의 유아들이 학습의도와 결과를 예측하는 경향성을 파

지 않은 친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그리고 외양 실제 구분

악하기 위해 단일표본 이항검정으로 유아들의 응답을 우연수

(예: 무엇처럼 생겼는지, 실제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준(50%)과 비교하였다. 유아의 연령, 마음이론, 유아의 학습

받았다. 표상 변화 이해에서는 돌이라고 생각했거나 음료수

에 대한 예측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 응답한 경우에 1점, 틀린 믿

사용하였는데, 마음이론과 유아의 연령간의 관계는 Pearson 상

음 이해에서는 친구는 돌이라고 생각하거나 음료수가 들어있

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유아들의 응답은 이분형 자료들

다고 생각할 것 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1점을 주었다. 외양 실제

이므로 유아들의 응답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들은 Spearman 등

구분에서는 외양에 대한 질문과 실제에 대한 질문 모두에서

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

맞는 응답 을 한 경우에만(예: 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폰

석을 통해 유아의 연령, 마음이론, 교사의 교수의도, 학습자의

지) 1점을 주었다. 마음이론은 두 가지 물체를 활용하여 측정

학습에 대한 흥미가 유아들의 학습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미

하였으므로, 표상 변화 이해, 틀린 믿음 이해, 외양 실제 구분

치는지, 그리고 유아의 연령 또는 마음이론 능력에 따라 유아

의 합계인 전체 마음이론 점수는 0-6이 되었다.

들이 교사의 교수의도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려하
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의 생명윤

Results

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동
의서를 배부한 후,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유아에 한해 자료

학습의도에 대한 유아의 예측 양상

수집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모든 측정은 20분 이내의 유아와 연

Figure 1은 유아들의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 점수의 연령별 평

구자간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면담은 유치원이

균과, 각 연령의 배우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연수준(50%)

나 어린이집 내에 위치한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유아

과 다른지 살펴본 결과이다. 만 3세의 경우, 학습흥미+ 교수의

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예측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개의 이야기

도+에서의 평균은 .90으로서 90%의 유아가 이야기 속의 어린

와 두 가지 마음이론 과업이 주어졌는데, 마음이론 과업 중 하

이가 해당 지식을 배우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러

나가 가장 먼저 주어졌고, 그 후 네 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학

한 수치는 우연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흥

습에 대한 예측을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마음이론 과업

미+ 교수의도-에서는 만 3세 유아 100%가 어린이가 해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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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 scores of children’s prediction of learning intention.
0 = will not try to learn; 1 = will try to learn. asterisk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responses compared to the chance level.
*p < .05. **p < .01. ***p < .001.
식을 배우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에 통계 분석이

연수준보다 높은 정도로 이야기 속의 학습자가 해당 지식을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는 평균이

배우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

.20이었으며, 이는 우연수준보다 낮아, 대부분의 유아들이 학

흥미- 교수의도+, 학습흥미- 교수의도-와 같이 학습자가 배우

습자가 해당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고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균이 .20, .10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는 만 3세 평균이

으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에서 학습자가 해당 지식을 배우려

.30으로 나타나 30%의 만 3세 유아들만이 이 상황에서 학습자

고 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연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해당 지식을 배우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수치는 우연수준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만 5세는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는 평균이 .95였으며, 우
연수준보다 높은 정도로 학습자가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다고

한편, 만 4세와 5세 유아들은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있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흥미+ 교수의도- 상황에서는

는지에 따라 학습의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예측을 달리하

100%의 만 5세 유아가 학습자가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의 경우, 학습흥미+ 교수의도+, 학

측하여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학습흥미- 교수

습흥미+ 교수의도-와 같이 학습자가 학습에 관심이 있는 상황

의도+와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는 평균이 각각 .45, .35인 것

에서는 배우려고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평균이 각각 .90와

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가 잘 배울 수 있다고 응답하는 정도

.85였으며, 두 경우 모두에서 우연수준보다 높은 정도로 배우

가 우연수준에서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만 3세와 4세에 비교

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흥미-

할 때, 만 5세는 학습자가 학습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학

교수의도+와 학습흥미- 교수의도-와 같이 학습자가 학습에 관

습자가 해당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선뜻 응답하지 않는 것

심이 없는 상황에서 만 4세의 평균은 각각 .15, .20이었으며,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의 응답 경향도 만 4세와 유사하였다. 학습흥미+ 교

학습결과에 대한 유아의 예측 양상

수의도+에서는 만 5세 유아 100%가 어린이가 해당 지식을 배
우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에 통계 분석이 진행되지

유아들이 학습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각 연령의

않았으며, 학습흥미+ 교수의도- 상황에서는 평균이 .95로, 우

잘 배울 수 있다는 예측을 우연수준과 비교한 결과는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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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 scores of children’s prediction of learning outcome.
0 = will not try to learn; 1 = will try to learn; asterisk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responses compared to the chance level.
*p < .05. **p < .01. ***p < .001.
와 같다. 만 3세의 경우 학습흥미+ 교수의도+, 학습흥미- 교수

.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습흥미- 교수의도- 상

의도+, 그리고 학습흥미+ 교수의도- 세 경우에서 평균이 각각

황에서의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은 학습흥미- 교수의도+ 상황

.85, .75, .95였으며, 우연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학습자가 지

에서의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r = .409, p < .01)과 결과에 대한

식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

예측(r = .354, p < .01)과 각각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더불어,

습흥미- 교수의도- 상황에서의 평균은 .50으로 나타나 학습자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의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은 학습흥

가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응답하는 정도가 우연수준과 다

미- 교수의도+에서의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r = .566, p < .01),

르지 않았다. 만 4세의 응답도 만 3세와 유사하였는데 학습흥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의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r = .417, p

미+ 교수의도+, 학습흥미- 교수의도+, 그리고 학습흥미+ 교수

< .01)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살

의도- 세 경우에서 평균이 각각 .95, .80, .80이었으며 우연수준

펴본 결과,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보다 높은 정도로 학습자가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응답하

유아들이 학습자의 학습의도와 학습결과에 대해 유사한 경향

였다. 학습흥미- 교수의도-에서는 평균이 .65로 우연수준에서

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마음이론, 유아의 학습에 대한 예측의 관계

연령, 마음이론, 교사의 교수의도,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가 유아의 학습의도 예측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연령, 마음이론, 유아의 학습에 대한 예측의 상관관계

유아의 연령, 마음이론, 교사의 교수의도, 어린이의 학습에 대

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한 흥미가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유아의 마음이론은 유아의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

고, 연령이나 마음이론 능력에 따라 교수의도나 학습에 대한

= .497, p < .01). Spearman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습흥미+ 교수

흥미를 고려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

의도-에서의 유아의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은 그 상황에서의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최종 모델은 Table 3 참고). 추정

유아의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r = .403, p < .01), 그리고 학습흥

된 모형은 Hosmer-Lemeshow test 결과 유의확률이 .934로 유의

미+ 교수의도+ 상황에서의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r = .345, p <

수준 .05보다 훨씬 크므로 잘 적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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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Among Age, Theory of mind, Prediction of Learning
1
2
3
4
5
6

1. Age 2. Theory of mind 3. LI I+ T+ 4. LO I+ T+ 5. LI I– T+ 6. LO I– T+
.497**
.180.
.148
.008
-.236
―
―
.019
.180
-.032
-.067
.161
.127
-.189
―
―
.143
.043
―
.244
―

7

7. LI I+ T-

8. LO I+ T-

-.065

.132

-.201

-.098

.196

.161

-.081
.127

.345**
.143

.094
―

8
9

9. LI I– T-.157

-.236
.134
.151
.409**

10. LI I-T-.072
-.181
.000
.181
.129

.043

.354**

.566**

.403**

.134
.151

.134
.181

―

―

10

.417**
―

Note. N = 59. LI = prediction of learning intention; LO = prediction of learning outcome; I+ T+ = interest in learning+ teaching intention+;
I– T- = interest in learning- teaching intention-.
**p < .01.

Table 3
Logistic Regression Results of Prediction of Learning Intention
Variable

Prediction of learning intention

1.821

1.176

-4.911

1.498

-.343

.350

-.197

.318

Wald χ2
4.032
2.400
10.754**
.958
1.957
3.130
.384

.256

.374

.466

B

SE

Age group
Teaching intention
Interest in learning
Theory of mind
Age group × Teaching intention

Age group × Interest in learning
Theory of mind × Teaching intention
Theory of mind × Interest in learning
Note. Reference group: 3-year olds; teaching intention+; interest in learning+.
**p < .01.

Exp (B)

1.291

6.180

.007
.710

.821

결과,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만이 유아의 학습의도에 대
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1, 59) = 10.754,

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p < .001). 즉, 모든 연령대의 유아들은 이야기 속의 학습자가

추정된 모형은 Hosmer-Lemeshow test 결과 유의확률이 .901

해당 지식에 흥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그 학습자가

인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5보다 훨씬 크므로 적합하다고

지식을 배우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였다. 교사의 교수
의도나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은 학습의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연령 집
단간의 상호작용(χ2 (1, 59) = 5.937, p < .05)이 학습결과에 대

도에 대한 예측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최종 모델은 Table 4 참고).

연령 집단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이야기 속의 어린이에게 학습

연령, 마음이론, 교사의 교수의도,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가 유아의 학습결과 예측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흥미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연령 집단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검증하였다. 그 결
과, 어린이가 학습에 흥미가 있는 상황(interest in learning+)에

유아의 연령, 마음이론, 교사의 교수의도, 어린이의 학습에 대

서는 연령집단의 효과가 없어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어린이가

한 흥미가 유아의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체로 해당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그리고 유아의 연령이나 마음이론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

났다. 그러나 어린이가 해당 지식에 흥미가 없던 상황(interest
in learning-)에서는 연령 집단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χ2 (2, 59)

미나 교사의 교수의도를 고려하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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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Results of Prediction of Learning Outcome
Variable

Prediction of learning outcome

Age group
Teaching intention
Interest in learning
Theory of mind
Age group × Teaching intention

2

.951

.971

Wald χ
.975
.958

-1.494

1.069

1.953

.224

.152

.302

.253
1.590

1.164

B

SE

Age group × Interest in learning

Exp (B)
2.588

5.937*

Interest in learning+
Interest in learning-

2.361

8.757*

Theory of mind × Teaching intention

-.401

.276

2.115

.670

Theory of mind × Interest in learning

-.023

.303

.006

.977

Note. Reference group: 3-year olds; teaching intention+; interest in learning+.
*p < .05.

= 8.757, p < .05). 이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어린이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발달 연구들은 영아기부터 유아들

해당 지식에 흥미가 없는 상황에서 만 3세와 4세보다는 만 5

이 타인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

세 유아들이 어린이가 잘 배울 수 없다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만 3세와의 비교에서는 χ2 (1, 39) = 3.982, p < .05; 만 4

하며, 이러한 신호와 함께 전해지는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보

세와의 비교에서는 χ (1, 39) = 12.855, p < .001).
2

에 비해 더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인다고 보여준 바 있다(Csibra
& Gergely, 2009; Gelman et al., 2012; Hoehl et al., 2014). 더불어
유아기에 타인이 교수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Discussion

상황을 더 잘 분간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인지적 발달이 유아
들의 교수 상황에서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교수자의 교수의

나타났다(Jeong & Frye, 2018). 그러나 이러한 교수의도에 대한

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유아들이 학습에 대해 어떻게 예측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유아들은 교사로부터 뭔

하는지 살펴보고, 연령이나 마음이론의 발달이 이러한 예측에

가를 배울 수 있다 할지라도 학습자가 배움에 관심이 있는 경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우에는 배우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활동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동일한 상황에서 유아들은 학습의도와

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해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사람의 바람에 기반을 두고 그 사

다. 또한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에서는 만 3, 4, 5세 유아들 모

람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추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이전

두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예측하였으며,

연구들과(Rakoczy, Warneken, & Tomasello, 2007; Wellman &

따라서 흥미가 있다면 배우려고 할 것이지만 흥미가 없다면

Liu, 2004; Wellman & Woolley, 1990) 같은 맥락에 있다. 이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만 3세 이전의 유아들도 사람이 본인이 가

렇듯 학습의도에 대한 예측에서는 연령이나 마음이론의 영향

진 바람에 따라 행동하며, 바람이 충족 되었는지의 여부가 감

이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에서는 연령

정이나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

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다(Wellman & Woolley, 1990). 또한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은

고려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3, 4세와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며, 각자 본인의 바람이나

비교할 때 만 5세 유아들은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없는 경우

선호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리라는 것을 잘 이해

잘 배울 수 없다고 예측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였다(Cassidy et al., 2005; Wellman & Liu, 2004; Wellman &

본 연구 결과,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은 학습자가 해

Woolley, 1990). 이러한 이해가 학습 상황에도 적용되어, 학습

당 지식을 배우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때 교사의 교수

자가 해당 지식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그 사람의

의도보다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더 고려하

학습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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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유의지(free will)에 대한 유아들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유아들은

학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측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본 연구

물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

에서도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학습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

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

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없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ushnir, Gopnik,

는 상황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Chernyak, Seiver, & Wellman, 2015; Nichols, 2004). 유아들은 교

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와 학습자가 함께 하는 상황에서도 학습자가 교사로부터 지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어떤 요인들이 기억이나 학습에 영

식을 배우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던 활동을 이어나가든지 선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아들의 사고가 점차 성장하는 것과도

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가 자유의지에 따

관련이 있어 보인다(Sobel et al., 2007; Wellman, 1977). Wellman

라 본인의 선호나 바람에 기반을 두고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

(1977)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들은 어떤 요

한 것으로 보인다.

인들이 사람의 기억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이러한 결과는 학습과 관련하여 유아 스스로도 학습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만 6세 유아들은 만 4

가진 흥미나 관심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

세에 비해 학습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있는 시사점을 준다. 유아 교육에서 유아의 흥미는 유아로 하

학습이 일어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학습자가 상황에 주의를 기

여금 교육 내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절한 수단을 스스로

울이는지, 의도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등을 더 많이 고려하는

찾아내게 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개인에

것으로 나타났다(Sobel et al., 2007). 이에 토대하여 살펴본다

게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게끔 이끄는 핵심 개념으로서 다

면, 본 연구의 만 5세 유아들은 학습에 흥미가 없는 사람은 주

루어져 왔다(DeVries & Zan, 1994; Kwon, 2015). 본 연구의 결

의 집중이나 의도적 노력을 덜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는 유아 스스로도 학습자가 해당 지식에 가진 흥미와 관심

잘 배울 수 없다고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학습동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한편, 마음이론이 학습의도나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에 영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해야 할 당위성

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효

을 발달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상위인지

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적 기제에 초점을 두고

적 지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습자가 가지고

볼 때, 학습은 지식을 비롯한 정신적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있는 상위인지적 지식이나 학습에 대한 생각은 실제 학습 행

학습에 대한 이해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마음이론

동과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Lecce et

과 관련이 있다(Jeong, 2019; Knutsen et al., 2014; Wang, 2010).

al., 2010; Pintrich, 2002; Schommer, 1994; Veenman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아들 스스로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것은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행

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본인의 관심과 흥미에 기반을 두고 행

동이나 학습결과를 예측하는 것에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마

동하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내용과 방식을 구

음이론이 크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전

성할 때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유아들

연구에서 유아들은 만 3세 이전에도 사람의 바람이나 선호가

의 입장에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편,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에 관심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sidy et al., 2005; Rakoczy et al.,

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학습자가 잘 배울

2007; Wellman & Woolley, 1990). 그에 비해, 틀린 믿음, 외양

수 있다고 예측하였던 반면,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가 없는 상

실제 구분, 표상변화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본 연구에서 측정

황에서는 만 3, 4세 유아들에 비해 만 5세 유아들이 학습자가

한 마음이론의 발달은 만 3세 이후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잘 배울 수 없다고 예측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Gopnik & Astington, 1988; Gopnik & Slaughter, 1991). 이렇

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은 유아들은 수행 결과나 성공 가능성

듯 바람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는 속도와 믿음, 외양 실제 구분,

에 있어 대개 낙관적인 예측을 하지만(예: 본인의 실제 능력

표상변화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

과 상관없이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측함) 점차 현실적

연구에서 사용된 마음이론 과업과 학습자의 흥미에 기반을 둔

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전의 연구들(Plumert,

학습에 대한 예측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1995; Schuster, Ruble, & Weinert, 1998)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바람에 대한 이해, 교수의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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