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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교수의도성 이해수준, 마음이론, 실제 교수활동의 교수의도에 대한 
이해의 관계 

Objective: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examine how young children understand intentionality of 
teaching with the theory of mind development, and how this understanding relates to their 
understanding of a teaching intention of an actual teaching activity.      
Methods: The theory of mind of 90 children aged 3-5 years and their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were assessed. Additionally, children were randomly assigned to 
experimental condition in which the teaching intention of an activity (memory game) was 
explicitly revealed, or control condition in which the intention was not stated. Afterwards, their 
understanding of the teaching intention of the game was measured.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and its relation to their theory of mind were examined. 
Whether age and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predicte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teaching intention of the game was also investigated.       
Results: Along with the theory of mind development, children’s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also develope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eaching intention of the game was related to 
their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with age controlled. Children’s recognition of the 
teaching intention of the game was predicted by understanding of the intentionality of  teaching in 
the control condition, and it was predicted by both age and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Conclus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ory of mind, children come to understand that teaching 
involves a goal, and this develop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ir appreciation of an actual 
teaching intention of th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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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아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그중에

서도 누군가의 가르침, 즉 교수(teaching)를 통해 유아들은 다

양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을 배우게 된다(Skerry, Lambert, 

Powell, & Mcauliffe, 2013; Strauss, Ziv & Stein, 2002). 유아들이 

경험하는 교수의 형태는 다양하다. 때때로 교수의도가 명시되

는 직접적인 교수활동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수

의도를 담고는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적 게임 또는 탐

구활동을 통해 배우기도 한다. 그러나 유아들이 다양한 형태

의 가르침과 교수활동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

험하는 교수활동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새

로운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동물에 대한 게임을 준비

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유아들은 그 게임을 하는 의도를 어떻

게 받아들일까?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사의 교

수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 교사가 새로운 동물에 대해 가르

쳐 준다는 교수의도를 설명해 준다면,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그 교수의도를 고려하면서 게임에 참여하게 될까? 이러한 질

문들은 유아들이 교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유아

들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이 교수자의 본래 의도와 항상 일

치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

의 관점을 토대로 유아들이 교수활동에 대해, 특히 교수의도

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 이해의 발달이 실제 

교수활동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사실 유아들이 지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교수활동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는 마음이론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Davis-Unger & Carlson, 2008; Strauss et al., 2002; Ziv & Frye, 

2004; Ziv, Solomon, & Frye, 2008). 우선, 우리는 상대방이 지식

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에만 타인을 가르친다(Olson & Bruner, 1996). 예를 들어, 한글

을 이미 아는 유아와 모르는 유아가 있다면, 교사는 전자보다

는 후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언제, 어떤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유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비롯한 정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이

해는 마음이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교수활동은 또한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술, 이해 등을 증진

하기 위한 교수자의 교수의도에서 비롯된다(Frye & Ziv, 2005; 

Kruger & Tomasello, 1996; Ziv et al., 2008). 교수활동의 교수의

도는 교수자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

라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론

에서 소개된 예시에서와 같이, 새로운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

겠다는 직접적인 안내가 없더라도 게임을 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렇지만 중

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게임이 새로운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

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교수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 

활동으로서의 교수에 대한 정의는 교수의도에서 비롯된 활동

과 교수의도가 없는 활동을 구분하게 해준다(Ziv et al., 2008). 

예를 들어, 유아는 앞에 있는 친구가 종이접기 하는 것을 우연

히 보고, 따라하면서 종이접기를 배울 수 있다. 종이접기 하는 

것을 가르쳐주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친구의 행동을 보

면서 모방(imitation)을 통해 우연히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방 상황은 종이접기 하는 것을 의도

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수 상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교수 

상황에서는 친구의 의도를 고려하여 종이접기를 배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모방 상황에서

는 상대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종이접기를 배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은 아

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활동이 교수의도에서 출발한다는 이해는, 학습

결과와 관계없이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하

게 판단하게 해준다(Ziv et al., 2008). 우리는 학습자에게 어떠

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

습자가 그것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러나 비록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배우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교수자가 그 학습자를 가르치려고 하였다고 판

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학습결과가 성공적인지 와는 무관하

게, 교수자의 교수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유아들이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주어진 상황이 교수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닌지

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고하였

다(Cavadel & Frye, 2017; Ziv et al., 2008; Ziv, Solomon, Strauss, 

& Frye, 2016). 이들 연구에 따르면, 만 3, 4세 유아들은 학습

이 발생한 이유를 항상 교수자의 교수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Cavadel & Frye, 2017; Ziv et al., 2008). 즉, 만 3, 4세 유아들은, 

학습자가 모방을 통해 우연히 지식을 배우게 된 경우에도, 상

대방이 그 지식을 가르쳐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면, 만 5세 이상의 유아들은 학습이 성

공적이었는지, 실패하였는지 와는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서 교

수자의 교수의도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는 없었는지에 대해 

잘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만 5세 유아들은 게임이나 유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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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수자가 상대방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묻는 질문) 

안에 지식을 가르치려는 교수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역시 개념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

는 유아들의 마음이론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하

면, 정신에 대한 이해인 마음이론이 발달함에 따라, 유아들이 

교수활동을 학습자의 지식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으

로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Frye & Ziv, 2005). 

그렇지만, 마음이론과 관련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다수 이

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마음이론의 발달이 유아의 교수활동

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한 접근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 연구들은 마음이론이 유아

들의 사회적 행동이나 적응(Oh, 2013; Chung, 2009), 언어 사

용(Song, 2004; N. Shin & Kim, 2016), 그리고 놀이 행동(Park, 

2006; E.-S. Shin, 2005)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마음이론 수준이 높은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사

회적 적응을 더 잘하며(Oh, 2013), 또래관계에서도 사교성과 

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ung, 2009). 또한 마음이론

은 가장 놀이에서의 탈 맥락화 능력이나 언어적 표상, 실행기

능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E.-S. Shin, 2005). 그러나 이러한 

영역 외의 다른 발달 영역에서, 특히나 교수나 학습 상황에서 

유아들의 마음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H. Lee (2011)와 Yoon과 Kim 

(2012)이 Ziv 등(2008)이 고안한 도구를 번안하여, 유아들의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 측정하였고, 이 이해가 다른 

발달 영역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교

수의도성에 대한 이해, 틀린 믿음 이해, 그리고 어휘력을 투입

한 모형은 만 5세 유아들의 학업 준비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H. Lee, 2011). 또한 교수의도성 이해는 마음이론의 발

달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교수의도성에 대해 잘 이해하

거나 마음이론 수준이 높은 유아들은 타인에게 새로운 게임

을 가르칠 때에도 게임의 규칙에 대해 더 잘 설명하고, 가르친 

이후에도 본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 회상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 Kim, 2012).  

그러나 이러한 연구 외에는 마음이론의 발달에 따라 만 3세

에서 5세 사이에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

지, 나아가 이 이해가 실제 교수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식, 믿음, 의도 등을 비롯한 정신에 대한 이해가 유아기에 폭

넓게 발달한다는 것과(Flavell, 2004), 유아들이 지식의 전달을 

동반하는 교수활동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시기의 유아들이 교수 상황을 마음이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발달적으로 중요한 함의

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유아들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교수활동을 경험

하게 된다. 이전 연구들은 교수 상황이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에 대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인들이 경험하는 교수

활동과 학교 교육에 대해 이해하는데 기여한다고 제안하였다

(Cavadel & Frye, 2017; Ziv & Frye, 2004). 하지만 교수에 대한 

이해, 특히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형태의 교수활

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 예측하고, 그 교수의도에 대해 인식하

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

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유아들은 교수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

나는 직접적인 교수활동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직접적

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시적인 교수활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유아들은 직접적인 교수활동과 암시적인 교수활동의 교수의

도를 어떻게 기대하고 인식할까? 어떤 요인들이 활동의 교수

의도에 대한 유아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

들은 교수활동의 목표를 어떻게 기대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유아의 관점에서 살펴보게끔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음이론

적 관점을 토대로, 또한 교수가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활동(Frye & Ziv, 2005)이

라는 정의에 기반을 두고, 다음의 연구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들의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수준에는 연령별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은 마음이론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실제 교수활동의 교수의도에 대한 이해는 마음이론, 교수의도

성 이해수준, 연령, 교수의도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3-1.  활동의 교수의도에 대한 유아의 기대나 인식은 마음

이론과 교수의도성 이해 수준과 각각 관련이 있는가?

  

3-2.   활동의 교수의도에 대한 안내 유무에 따라, 교수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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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해수준과 유아의 연령이 실제 활동의 교수의도에 대

한 인식을 예측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을 포함하여 전체 8개 학급에 연구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 가정

통신문을 배부하였고, 이후 학부모가 동의한 유아들에 한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만 3세 28명(남아 13명, 여

아 15명, 3.30∼3.90세, M = 3.65세, SD = .18), 만 4세 28명(남

아 13명, 여아 15명, 4.00∼4.90세, M = 4.62, SD = .24), 만 5세 

34명(남아 15명, 여아 19명, 5.00∼5.90세. M = 5.50, SD = .27)

이 참여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교수의도성 이해수준, 마음이론, 그

리고 실제 교수활동으로 사용된 메모리 게임을 한 의도에 대

해 유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모든 측

정은 유아와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도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의도성 이해수준

유아들의 교수의도성 이해수준은 Ziv 등(2008)이 고안한 도

구를 Yoon과 Kim (2008)이 번안하여 제작한 그림 검사 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그림 검사 과제 

중에서, 일반적인 의도에 대해 묻는 2개의 과제를 제외하고,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10개의 과제를 사용하였

다. 10개 중 8개의 과제에서는, 그림을 통해 이야기 속의 어린

이가 교수 또는 모방을 통해 다른 등장인물로부터 지식을 배

우던지, 부분적으로 배우던지, 배우지 못하던지, 또는 학습결

과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 들려주었다. 

즉, 8개의 이야기들은 등장인물의 교수의도가 있었는지(교수) 

또는 없었는지(모방)에 따라, 그리고 학습결과가 성공적이었

는지, 부분적으로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또는 결과에 대

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2(의도) × 4(결과)의 총 

8가지 조합으로 설계되어 있었다(성공한 교수, 결과 미상인 

교수, 부분적 성공인 교수, 실패한 교수, 성공적 모방, 결과 미

상인 모방, 부분적 성공인 모방, 실패한 모방). 각 이야기를 들

려준 다음에는, 유아들에게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교수의도

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양자택일의 방식으로(예: “재윤

이는 민기를 가르쳐주려고 하였니? 아니면 가르쳐주려고 하

지 않았니?”) 물어보았다. 교수 상황에서는 학습결과가 성공

적이었는지 와는 관계없이 등장인물이 가르쳐주려고 하였다

고 대답한 경우에 1점을 주었다. 반면, 모방 상황에서는 학습 

결과와는 관계없이 등장인물에게 교수의도가 없었다고 대답

한 경우에 1점을 주었다. 

10개 중 나머지 2개의 과제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

육적 게임을 하는 상황(숨은 의도 게임)과 교수자가 학습자에

게 유도 질문을 하는 상황(숨은 의도 질문)을 그림을 통해 각

각 보여준 후, 유아가 교수자의 숨겨진 교수의도에 대해 이해

하는지에 대해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질문하였다(예: “시연이

가 숫자게임을 왜 했을까? 재영이하고 놀고 싶어서 했을까? 아

니면 숫자를 가르쳐주려고 하였을까?”). 숨은 의도 게임에서

는 교수자가 게임을 하는 의도가 단순히 놀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숫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경우에 1점, 숨은 의

도 질문에서는 교수자의 의도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가 아니라 학습자의 지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경우 1점을 주었다. 따라서 교수의도 이해수준의 총점은 0-10

점이 되었다. 

마음이론

유아들의 마음이론은 Gopnik과 Astington (1988)이 고안한 내

용 교체 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색종이가 들어있는 반

창고 상자와 돌처럼 생긴 스폰지의 실체를 확인 한 후, 유아에

게 표상 변화 이해(예: 상자를 열기 전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었는지), 거짓 믿음 이해(예: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친구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그리

고 외양 실제 구분(예: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 것처

럼 보이는지, 실제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였

다. 표상 변화 이해 질문에서는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돌이라

고 생각하였다고 대답한 경우와 반창고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대답한 경우에 각각 1점을 주었다. 거짓 믿음 이

해에서는 실체를 아직 보지 않은 친구는 돌이라고 생각할 것

이라고 대답한 경우와 반창고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각각 1점을 주었다. 외양 실제 구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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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양과 실제에 대한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였

을 때에만(예: 반창고가 들어있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색

종이가 들어있다) 1점을 주었다. 총 두 가지 물체가 사용되었

으므로, 표상 변화 이해, 거짓 믿음 이해, 그리고 외양 실제 구

분 점수는 각각 0-2점이 되었다. 

실제 교수활동의 교수의도 이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수활동의 예로서 새로운 동물의 이름

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한 메모리 게임을 사용하였다. 일대일

로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 각 유아에게 게임에 등장하는 ‘알

파카’, ‘땅돼지’를 비롯한 일곱 개의 새로운 동물 사진을 보여

주며 알아보는 동물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알아보는 경우는 

없었다. 메모리 게임은 유아들에게 이미 익숙하거나 쉽게 배

울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물 사진의 위치

를 잠시 기억한 후 사진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은 다음, 연구자

와 유아가 차례를 돌아가며 같은 쌍의 사진이 나오도록 찾는 

것이 규칙이었다. 기존의 메모리 게임과의 차이점은 새로운 

동물 쌍이 나올 때마다 연구자가 동물의 이름을 두 번씩(예: 

“이 동물은 ‘알파카’야. ‘알파카’.”) 가르쳐주었다는 것이다. 

먼저 유아들에게 동물 사진 카드를 사용하여 게임의 규칙

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게임을 하는 의도에 대해 어떻게 기대

하는지 질문하였다(의도 기대 질문: “우리가 이 게임을 왜 하

는 것 같아? 새로운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려고 하는 걸까, 아

니면 놀기 위해 하는 걸까?”). 이 질문 직후에 유아들은 무작위

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배정되었다. 통제집단에서는, 유

아들의 의도 기대에 대한 응답을 들은 후, “아. 그렇구나. 그럼 

같이 게임을 해볼까?”라고 이야기 하면서 게임을 시작하였다.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의도 기대에 대한 유아의 응답을 들은 

후, 연구자가 “이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동물의 이름을 가르쳐

줄게. 새로운 동물이 나올 때마다 그 동물 이름을 가르쳐줄게”

라고 교수의도를 안내하였다. 메모리 게임 자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들에게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

라서 두 집단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동물의 이름을 가르쳐주겠다는 교수의도에 대한 안내

를 들었는지의 여부였다. 게임을 한 후에는 게임을 한 의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아에게 질문하였다(의도 인식 질문: “우

리가 이 게임을 왜 한 것 같아? 새로운 동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 같아? 아니면 놀기 위해서 한 것 같아?”). 

게임의 의도 기대와 의도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아가 

‘새로운 동물(이름)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

에는 1점, ‘놀기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으로 점수화하

였다.   

연구절차 

연구자의 소속기관 IRB 승인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정

통신문 배부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학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측정

은 대학원에서 발달심리와 교육을 전공하는 연구자와 유아와

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은 기관 내의 빈 교실

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아의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20분 내의 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의 순서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교수의도성 이해, 마음이론, 메모

리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측정 순서는 유아 간 역균형화되었

다. 양자택일 질문에서의 대안의 순서(예: “시연이가 숫자게임

을 왜 했을까? 재영이하고 놀고 싶어서 했을까? 아니면 숫자를 

가르쳐주려고 하였을까?”) 역시 면접에서 무작위로 결정하여, 

유아의 응답이 대안이 주어지는 순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교수의도성 이해수준 총점(10개 

과제의 총점), 교수 상황과 모방 상황에서의 교수의도 이해 총

점은 각각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수의

도성 이해 과제 중 숨은 의도 게임과 숨은 의도 질문에서는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령에 따라 교수의도성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교수의도성 이해, 실제 교수활

동(메모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이해, 마음이론 간의 관계

는 Pearson 상관관계 또는 Spearman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였

다. 통제, 실험 집단에서 각각 교수의도성 이해수준과 유아의 

연령이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유아들의 교수의도성 이해수준

교수의도성 이해수준에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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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수의도성 이해 총점에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F = 12.57, p < .001).  Table 1에서 알 수 

있듯, Scheffé 사후분석 결과, 만 4세(M = 8.00)와 5세(M = 8.65)

는 만 3세(M = 6.43) 유아들보다 전반적으로 교수의도성을 잘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결

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와는 무관하게 등장인물이 

교수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

고, 교수활동에 숨어있는 교수의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

게 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은 

만 3세에서 4세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며, 만 4세와 5세의 이해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교수 상황과 모방 상황에서의 교수의도성 이해

에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역시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각각 살

펴보았다. 그 결과, 교수 상황에서 교수의도를 파악하는 과업

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F = 20.30, p < .001). Scheffé 

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3세(M = 2.43)세보다는 만 4세(M 

= 3.54)와 만 5세(M = 3.90) 유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만 4세와 5세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모방 상황에서

의 교수의도성 판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

서 만 3세에서 4세 사이에 교수 상황에서 교수의도를 파악하

는 인지적 능력이 유의하게 발달하며, 모방상황에서의 교수의

도성 판단에는 별다른 연령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숨은 의도 게임과 숨은 의도 질문 과업에서의 

교수의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지 역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과업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 의도 게임에서는 모든 연

령의 유아들이 게임 안에 지식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는 것을 대체로 잘 이해하였으나, 숨은 의도 질문에서는 만 5

세 유아들도 유도 질문을 하는 의도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교수의도성 이해 과업에서의 연령별 정확한 응답을 우연수

준의 확률(50%)과 비교해 본 결과, 만 3세의 정확한 응답은 결

과 미상인 모방, 부분적 성공인 모방, 실패한 모방, 그리고 숨

겨진 게임 의도 과제에서 우연수준의 반응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만 4세 유아들의 교수의도성 판단은 성공적 모방과 숨은 

의도 질문을 제외한 여덟 개의 과제에서 우연수준의 반응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만 5세 유아들의 교수의도성 판단은 숨은 의

Table 1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by Age 

3-year-olds 4-year-olds 5-year-olds
Successful teaching .68 (SD = .48) .96 (SD = .19) 1.00 (SD = .00)
Unknown outcome teaching .61 (SD = .50) .82 (SD = .39) .97 (SD = .18)
Partially successful teaching .64 (SD = .49) .86 (SD = .36) .97 (SD =.18)
Failed teaching .50 (SD =.51) .89 (SD =.32) .97 (SD = .18)
Total understanding of teaching stories 2.43 (1.37)a 3.54 (.79)b 3.90 (.30)b

F = 20.30***, a < b
Successful imitation .64 (SD = .49) .68 (SD = .48) .84 (SD = .37)
Unknown outcome imitation .71 (SD = .46) .71 (SD = .46) .81 (SD = .40)
Partially successful imitation .82 (SD = .39) .82 (SD = .39) .77 (SD = .43)
Failed imitation .75 (SD = .44) .82 (SD = .39) .81 (SD = .40)
Total understanding of imitation stories 2.93 (1.30)a 3.04 (1.37)a 3.23 (1.31)a

F = .38
Hidden intention game .71 (SD = .46) .82 (SD = .39) .87 (SD = .34)

χ2 = 2.29 
Hidden intention question .36 (SD = .49) .61 (SD = .50) .65 (SD =.49)

χ2 = 5.46
Total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6.43 (1.97)a 8.00 (1.72)b 8.65 (1.50)b

F = 12.57***, a < b
Note. N = 90 (28 3-year-olds, 28 4-year-olds, 34 5-year-olds). Scheffé’s contrasts were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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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질문을 제외한 아홉 개의 과제에서 우연수준의 반응보다 

높았다.

교수의도성 이해와 마음이론의 관계

유아들의 교수의도성 이해와 마음이론 간의 관계에 대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Table 2). 유아들의 

표상 변화 이해는 교수 상황에서의 교수의도성 이해(r = .47, 

p < .01), 모방상황에서의 교수의도성 이해(r = .25, p < .05), 그

리고 교수의도성 이해 총점(r = .47, p < .01)과 관련이 있었으

며, 이 상관관계들은 연령에 의한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

지되었다(각각 r = .29, p < .01; r = .22, p < .05; r = .32, p < .01). 

즉, 교수 또는 모방 상황에서 학습 결과와 무관하게 교수의도

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특히 유아들의 표상 

변화 이해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들

의 거짓 믿음 이해 역시 교수 상황에서의 교수의도성 이해(r = 

.43, p < .01), 숨은 의도 질문에서의 교수의도성 이해(r = .22, p 

< .01), 교수의도성 이해 합계(r = .31, p < .01)와 각각 상관이 있

었으나, 연령에 의한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는 관계가 유의하

지 않았다. 종합하면, 유아들의 교수의도성 이해는 유아들의 

마음이론, 특히 표상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수활동의 교수의도에 대한 이해와 다른 
변인간의 관계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이해와 마음이론, 교수

의도성 이해의 관계 

메모리 게임을 하는 의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유아의 마음

이론, 교수의도성 이해수준과 각각 관련이 있는지 보기 위해 

Spearma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상관관계 분

석에서는 이들 변수 사이에 전반적인 관계가 있는지 보기 위

해, 실험, 통제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게임 시작 전에 유아들이 갖는 교수의도에 대한 기대는, 모

방 상황에서의 교수의도성 이해(r = .29, p < .01), 숨은 의도 질

문의 교수의도 이해(r = .22, p < .01), 그리고 교수의도성 이해 

총점(r = .35, p < .01)과 각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게임 시

작 전의 교수의도에 대한 기대는 연령에 의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교수의도성 이해 합계(r = .32, p < .01), 모방 상황에서

의 교수의도성 판단(r = .32, p < .01)과 관련이 있었다. 게임 후

의 교수의도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은 교수 상황에서의 교수의

도 이해(r = .30, p < .01), 숨은 의도 게임에서의 교수의도 이해

(r = .26, p < .05), 그리고 교수의도성 이해 총점(r = .36, p <.01)

과 각각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숨은 의도 게임에서의 교수

의도 이해와 교수의도성 이해 총점은 연령에 의한 효과를 통

제한 이후에도 메모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과 유의

한 상관이 있었다(각각 r = .23, p < .05; r = .25, p < .05). 종합하

면, 교수의도성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게임 전에 게임이 새로

운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한 활동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게임 후에도 활동이 동물 이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마음이론 총점은 메모리 게임의 의도에 대한 기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r = .23, p < .05), 연령에 의한 효

과를 통제한 이후에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표상 변화 이해, 틀

린 믿음 이해, 그리고 외양 실제 구분 능력은 메모리 게임의 교

수의도에 대한 기대나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

라서 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보다는,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가 실제 교수활동에 담긴 교수의도를 파악하는데 더 직접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heory of Mind and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Representational 
change

False 
belief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Teaching stories .47** (.29**) .43** (.20) .17 (.00)

Imitation stories .25*  (.22*) -.04    (-.12) .04 (.00)

Hidden intention game -.03    (-.10) .17    (.12) .01 (-.03)

Hidden intention question .16    (.06) .22* (.12) .17 (.102)

Total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47** (.32**) .31** (.08) .17 (.02)
Note. N = 90. Coefficients in parentheses are age-controlled correlations.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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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실험집단에서의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 교수의도성 이해수준, 연령의 관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연령과 교수의도성 이해수준에 따

라 유아들이 게임을 한 의도를 다르게 인식하는지 보기 위해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먼저 새로운 

동물 이름을 가르쳐주겠다는 교수의도에 대한 안내가 없었던 

통제집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들의 연령과 교

수의도성 이해 총점을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

기 위한 모형에 동시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연령은 메

모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

지만, 교수의도성 이해 수준은 게임의 교수의도 인식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2, p < .05, OR = 1.52). 

즉, 새로운 동물의 이름을 가르쳐주겠다는 교수 의도에 대한 

Table 3
Correlations Among Understanding of  the Intention of  the Memory Game,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and Theory of  Mind  

Expectation of the intention 
of the game

Recognition of the intention 
of the game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Teaching stories .18 
(.05)

.30**
(.12)

Imitation stories .29**
(.32**) 

.21 
(.15)

Hidden intention game .10 
(.08)

.26* 
(.23*)

Hidden intention question .22* 
(.21)

.12 
(.09)

Total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35**
(.32**) 

.36** 
(.25*)

Theory of mind Representational  change .20 
(.12)

.05 
(-.10)

False belief .14 
(.09)

.17 
(.08)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18 
(.15)

.13 
(.03)

Total theory of mind .23* 
(.10)

.15
(.03)

Note. Coefficients in parentheses are age-controlled correlations.
*p < .05. **p < .01.

Table 4
Models Predicting Understanding of the Intention of the Memory Game

Variable B Wald χ2 OR
Control group Age -.08 .04 .92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42* 4.85 1.52
Model χ2 6.52*
Nagelkerke R2 .144

Experimental group Age .84* 3.44 2.32
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of teaching .31* 3.14 1.36
Model χ2 10.331*
Nagelkerke R2 .23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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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가 없었던 경우에는,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을

수록 게임 후에 그 게임이 새로운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

한 것이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에서도 연령과 교수의도성 이해수준에 따라 게임

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동일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연령(B = .84, 

p < .05, OR = 2.32)과 교수의도성 이해수준(B = .31, p < .05, 

OR = 1.36) 모두가 유의하게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수

의도성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게임 이후에 그 게임이 새로운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식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론의 발달과 함께, 유아들이 교수 상황

에 담긴 교수의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마음이

론과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실제 교수활동(메모

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메모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직

접적인 안내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서, 연령과 교수의도

성 이해 수준에 따라 교수의도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이 달라

지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수 상황에 담

긴 교수의도에 대해 더 잘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수의

도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은 유아들의 마음이론과 관련이 있었

다. 이러한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들

은 실제 교수활동이었던 메모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해서도 

더 잘 예측하고 인식하였다. 또한, 메모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가 없었던 경우에는, 교수의도성 이해 수

준이 높을수록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편이

었으며,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던 경우에는, 유

아의 연령과 교수의도성 모두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들이 학습결과

에 관계없이 교수의도가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 정확하게 판

단하게 되고, 활동에 숨겨진 교수의도에 대해서도 더 잘 파악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교수의도성

에 대한 이해의 발달은 이스라엘(Ziv et al., 2008; 2016), 미국 

Head start 프로그램(Cavadel & Frye, 2017),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전 연구(Yoon & Kim, 2012)에서 보고된 결과와도 대체적으

로 일치한다. 

그러나 세부 결과에서는 외국에서 진행된 이전 연구와의 

차이점도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Ziv 등(2008)의 연구

에서는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주로 4세에서 5세 

사이에 나타났고, 만 3세와 4세 유아들의 이해수준에는 별다

른 차이가 없었다. 미국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연구

(Cavadel & Frye, 2017)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만 4세에서 5

세 사이에 교수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의 발

달이 주로 만 3세에서 4세 사이에 발생하고, 만 4세와 5세 사

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은 한국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던 Yoon과 Kim (2012)의 이전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Ziv 등(2008)의 연구에서는 만 4

세유아들이 전체 10개 중 5개의 교수의도성 이해 과업에서 우

연수준 이상으로 교수의도성을 파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8개의 과업에서 우연수준 이상으로 정확히 판단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 유아들의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

의 발달이 외국에 비해 다소 빠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

각해 볼만하다. 유아들이 이른 나이부터 한글, 수학, 영어, 예

체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조기, 특기교육을 받는 한국적 상

황을 고려할 때(K. S. Lee, Chang, Chung, & Hong, 2002; Kim 

& Ohm, 2007), 빈번한 교수활동 경험이 교수의도성 이해 발

달을 가속화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아들의 교수활동 경험과 교수의

도성에 대한 이해 발달의 관계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더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영아기에 나타나는 타인의 의도에 대

한 암시적(implicit) 이해 발달이, 유아기에 이르러 교수의도

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 발전함을 보여준다(Jeong & Frye, 

2018).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3세 이전의 영

아들이 타인의 의도에 대해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론

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모방이나(Behne, Carpenter, Call, & 

Tomasello, 2005; Meltzoff, 1995) 언어 학습(Baldwin, 1991, 

1993)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6-19

개월 영아들은 성인이 단어를 말할 때 어떤 사물을 주시하는

지에 대해 주목하고, 그 단어가 그 사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이

해하였다(Baldwin, 1991, 1993). 이러한 학습은 무엇을 지칭하

고자 하는지에 대한 타인의 의도에 대해 암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Moses (2001)에 따르면, 영아기

에 나타나는 타인의 의도에 대한 이해는, 성인의 이해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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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기적 측면(motivational aspect)만을 고려한다. 즉, 영아들

은 바람(desire)과 의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

에 그 행동을 하였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바람에 근

거한 이해에서 벗어나, 의도를 현상이나 결과와 분리하여 이

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해와 성숙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패한 교수 상황에 대한 과업에서 학습 결과는 성공적

이지 않았으나 교수자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와 의도를 분리하여 사고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교수의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유아기에 이

르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은 마음이론의 발달과 유의

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의 교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마음이론과 이론적으로(Olson & Bruner, 1996), 그리고 

실증적으로(Davis-Unger & Carlson, 2008; Strauss et al., 2002; 

Ziv & Frye, 2004; Ziv et al., 2008)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전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표상 변화나 거짓 믿음에 대한 이해가 유아들의 교

수의도성 이해와 관련이 있었으며, 표상 변화에 대한 이해는 

연령에 의한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교수의도성 이해와 유의

한 관계가 있었다. 유아들이 표상 변화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

해서는, 사물의 실체를 확인 한 후 본인의 믿음 또는 지식이 변

하였음을 인식해야 한다(Gopnik & Astington, 1988). 이것은 

타인에게 뭔가를 배운 이후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술, 이해 등

이 변화하는 상황과 유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이론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믿음 또는 지식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하는 

표상 변화에 대한 이해가 교수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개념적

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교수의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발달은 유아들

이 실제 교수활동의 교수의도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고 인식하

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교수의도성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들은 메모리 게임이 단순히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

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교수

의도성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게임 이후에도 새로운 동물에 대

해 가르쳐주기 위해 게임을 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연령에 의한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수준과 실제 교수활동의 교

수의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도 각각 유의하였다. 메모리 게임에 담긴 교

수의도에 대한 안내를 듣지 않았던 통제집단에서, 교수의도성 

이해 수준이 높은 유아들은 게임 후에 게임을 한 이유가 새로

운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

였다. 통제집단에서 유아의 연령은 유아가 메모리 게임의 교

수의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활동의 교수의도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령보다 

상황의 교수의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실제 활동의 

교수의도를 파악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메모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던 실험

집단에서는, 연령과 교수의도성 이해 수준 모두가 게임의 교

수의도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유

아들이 메모리 게임의 의도가 새로운 동물 이름에 대해 가르

쳐주기 위해서였다고 인식하였다. 실험집단의 모든 유아들이 

새로운 동물 이름에 대해 가르쳐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교수의도성 이해 수준에 따라 이를 받아들

이는 정도가 달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험집단

에서 게임의 교수의도가 놀기 위함이었다고 응답한 이유가 단

순히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동물 이름을 가르쳐줄게”라는 연

구자의 설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

유는 연구자가 교수의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 게

임을 왜 한 것 같아? 새로운 동물 에 대해 가르쳐주려고 한 것 

같아? 아니면 놀기 위해 한 것 같아?”라고 질문하면서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려는 교수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시 언급해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외부로부터 주어

지는 지식이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

들의 고유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이해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

을 고려할 때(Olson & Bruner, 1996), 유아들의 교수활동에 대

한 인식 역시, 유아들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실험집단에서 교수의도성 이해수준뿐만 아니라 연

령이 메모리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인식을 유의하게 예측

하였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실험집

단에서는 새로운 동물의 이름에 대해 가르쳐줄 것이라는 설

명을 듣고 게임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언어적 설명

이나 안내에 대한 이해능력이 게임의 교수의도에 대한 판단

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

아들의 언어 이해능력 역시 향상되기 때문에(Baumwell, Tamis-

LeMonda, & Bornstein, 1997; B.-J. Lee, Kim, & Kim, 2010), 이

러한 언어능력이 연령에 의한 효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

다. 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수활동에 대한 경험이 쌓이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경험이 메모리 게임의 의도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을 비롯한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여 유아들의 교수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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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유아들의 교수 상황에 대한 이해에 대해 다룬 본 연구는 기

존의 마음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

역과 그에 대한 접근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들

은 마음이론의 발달이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행

동(Chung, 2009; Oh, 2013), 언어사용(Song, 2004; N. Shin & 

Kim, 2016), 그리고 놀이 행동과 경향(Park, 2006; E.-S. Shin, 

2005)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

로 마음이론의 발달이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놀이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마음이론이 지식을 가르치고 배

우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교수와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는 유아들의 학업능

력과 학교 준비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Cavadel & 

Frye, 2017; Ziv et al., 2008). 최근 연구에서 교수의도성에 대한 

판단을 비롯한 교수활동에 대한 이해능력은, 마음이론과 더불

어 유아의 문해능력과 수학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vadel & Frye, 2017). 나아가 교수활동에 대한 유아

의 이해 수준은 1년 후의 문해능력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횡단적, 종단적 결과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마음이

론과 교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유아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

나 실제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도성에 대한 이해가 실제 교수

활동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 메모리 게

임을 한 의도에 대해 유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살

펴보았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교

수활동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수의도에 대한 이해가 높으

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학습이 증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고려하여, 메모리 게임을 한 의

도에 대해 양자택일의 방식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하지만 

양자택일과 열린 질문을 모두 사용하여 살펴보면, 유아들이 

교수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교수활동으로 연구 주제를 확

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교수의도를 명시

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그 교수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

는 메모리 게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교수의도가 좀 더 분명

히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 나누기와 같은 활동에서는 유아들

의 교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문

적 지식을 교환하는 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은 신체, 음악, 

체육 영역의 교수활동에 대한 인식과 다를 수 있다. 좀 더 다양

한 교수활동 속에서 유아들이 무엇을 배운다고 인지하는지, 

그리고 유아들의 인식이 교수활동을 준비한 성인의 계획과 일

치하는지 살펴본다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은 다양한 교수활동으로부터 지식과 기술, 태도 등

을 배운다(Strauss et al., 2002). 유아들이 교수활동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고 참여하며, 이러한 인식이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유아들의 시각에서 교육활동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유아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하

여, 교수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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