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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암기한 지식에서 정답을 인출하는 ‘기억(remembering)’이 아닌, 제시된 문제의
형태와 구조에서 적절한 답을 ‘추론(reasoning)’하는 인지과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문제해결에 기초가 되는 영
역 특수적인 지식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추
론능력 없이는 더 이상 성곡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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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간의 일반 인지능력(general cognitive ability: GCA)에 대한 연구는 교육 관련 연구 분야
의 가장 오래된 주제 중 하나이다. 일반 인지능력이 학업에서의 성취(Deary, Strand, Smith, &
Fernandes, 2007)와 직업에서의 성공(Lynn & Yadav, 2015; Schmid & Hunter, 2004) 심지어
는 인간 수명(Batty, Deary, & Gottfredson, 2007)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심리
학적 구인으로서의 인지능력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온 중요한 동력이었다.
인지능력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기타 변인과의 관계에 집중되었던 초기의 연구들은 인간
사고의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인지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 과
정에서의 사고과정을 밝히는 연구로 그 관심이 확장되었다. 영역 특수 지식(domain specific
knowledge)의 습득과 기억에 관련된 주제에서, 부분적인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일반적 원
리를 구성하는 인지과정 즉, ‘추론(reasoning)’에 대한 연구로 관심이 확장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유추(analogy), 순차완성(series completion), 분류화(classification) 등 귀납
적 추론 구조 과제(Greeno, 1978)를 이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로부터 합리적 판
단에 이르는 귀납적 추론과정과(예를 들어, Sternberg & Gardner, 1979), 전제 조건 아래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추론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제안하면서(예를 들어, Rule Theory:
Braine, 1990; Semantic Theory: Stenning & Yule, 1977; Evolutionary Theory: Cosmides
& Tooby, 1987; Heuristic Theory: Fischhoff, 1975; Simon, 1989)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인간의 인지과정을 탐구해왔다. 최근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뇌 기능을 극대화 시키
고자 하는 신경과학적인 접근으로부터(예를 들어, Bavelier, Levi, Li, Dan, & Hensch, 2010;
Deveau, Jaeggi, Zordan, Phung, & Seitz, 2014) 일상 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예를 들어, Biagianti & Vinogradov, 2013; Ross et al., 2016) 등 인지과정
과 관련된 연구는 그 관심의 폭을 더욱 더 넓히고 있다.
암기한 지식에서 정답을 인출하는 ‘기억(remembering)’이 아닌, 제시된 문제의 형태와 구조
에서 적절한 답을 ‘추론(reasoning)’하는 인지과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
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무서운 속도로 지식이 축적되고 있으며, 그러
한 지식의 유통기한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되는 막대한 양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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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필요지만, 문제해결과정에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추론능력 없이는 더 이상 성공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
게 되었다. 이러한 추론능력은 모든 연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능력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
는 아마도 유아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인지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추론능력이기
때문이다(Holland, Holyoak, Nisbett, & Thagard, 1986; McShane, 1991; Snow, Kyllonen, & Marshalek,
1984; Sternberg, 1998; Sternberg & Gardner, 1983). 아동의 인지발달은 평형화 과정(Adey, 1999), 인과
추론(Goswami, 1998), 기억공간 확보를 위한 인지과정의 자동화(Case, 1974) 등 다양한 인지활동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러한 인지활동들은 모두 추론능력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 유아의 인
지 교육과정을 ‘제시된 정보 분류하기(classifying)’, ‘블록의 색깔이나 모양의 순서 판단하기(seriating)’, ‘인
과추론으로 정보의 관계 추론하기(discovering relationships)’ 등 다양한 추론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
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De Koning, 2002). 아동들은 추론의 과정을 통해 단절된 정보들을 의미 있는 표상으
로 전환시키는 힘을 길러 나가며, 적절한 정보와 부적절한 정보를 구별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따
라서 인지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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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Ⅲ.

연구방법

ALTIORA와 일반유치원 아동들의 인지능력은 International Cognitive Ability
Test(I-CAT)로 측정되었으며, 이원변량부석(Two-way ANOVA)과 부분에타제곱
(ηp2)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과 효과크기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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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본 연구는 ALTIORA에 재학하는 5, 6, 7세
아동과 일반유치원에 재학하는 5,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교육현장에
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실험 처치 이외의 가외 변인(extraneous variables)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실험집단(ALTIORA)과 비교집단(일반유치원)으로 소득수준과 교육환경이 유사
한 동일지역 내의 기관들이 선정되었다. ALTIORA에서의 연구 참가자는 총 89명으로, 이중 5세
는 24명이었고 6세는 32명이었으며 7세는 33명이었다. 일반유치원의 경우 총 87명이 참가하였
으며, 이 중 5세는 21명, 6세는 29명, 7세는 37명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인지능력은 International Cognitive Ability Test(I-CAT)로 측정되었다.
I-CAT은 아동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기초인지와 인지전략에 대한 능력을 측정한다.
기초인지 영역에서는 언어인지, 수리인지, 공간인지 등 세 종류의 기초인지 능력이 측정되며, 인
지전략 영역에서는 정보 수용력, 논리 추론력, 인지 확산력, 리더십 등 네 종류의 인지전략 능력
이 측정된다. I-CAT의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7개 종류의 각 검사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는 .84에서 .92로 보고되고 있다. I-CAT의 구성타당도는 K-ABC와 K-WAIS로 검증되었는데,
기초인지 영역의 경우 K-ABC와의 상관계수는 .37이며 K-WAIS와의 상관은 .41로 보고되었다.
또한 인지전략 영역은 K-ABC와는 .42였으며 K-WAIS와의 상관계수는 .43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I-CAT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인지능력 검사로 판단된다.
I-CAT의 인지전략 영역 중 비인지적 성격의 리더십에 대한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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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집단으로 참여한 아동들은 ALTIORA에서 2020년도 3월부터 2021년도 2
월까지 1년 동안 ‘Brain Teaser’와 ‘CogLog’ 그리고 ‘Create 703’ 수업에 참여하였다. ‘Brain
Teaser’는 매주 2차시로 시행되었으며, ‘CogLog’는 매주 1차시 그리고 ‘Create 703’은 매주 4
차시로 시행되었다. ‘Brain Teaser’와 ‘CogLog’는 정규교과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Create
703’은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아동들은 1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개월 후에
I-CAT 검사를 받았다. 본 연구의 비교집단으로 참여한 일반유치원 아동들은 누리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 역시 1년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1개월 후에 I-CAT 검사를 받았
다.

4 결과분석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이원 변량 분석(Two-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여
연령별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대한 효과크기(effect size)는 부분에타제
곱(ηp2)으로 알아보았다. 프로그램의 연령에 따른 누적효과에 대한 검증 역시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중 하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누적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이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세와
7세 아동의 데이터 모두 1년간의 효과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세, 6세, 7세 아동들이
연구에 참여했지만,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동일 참가자의 개인차 변량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차 변량을 제거하여 검증력(power)을 높일 수 있는 반복 측정 설계를 사용할 수 없
으므로, 혼합 변량분석(Mixed ANOVA)이 아닌 이원 변량 분석 방법으로 효과성이 분석되었다.
반복 설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연령별 누적효과는 실험에 참가한 5세 아동이 7세가 되는 2023
년부터 검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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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Ⅳ.

연구결과 및 해석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5세 교육과정의 경우 전반적 인지능력에 대한 상호작용의 F 값은
22.38이었으며 6세 교육과정은 21.43으로, 이들 F 값에 대한 p 값은 모두 .01보다
작았다. 그리고 ηp2은 각각 18과 .1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22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측정된 I-CAT점수는 이원 변량 분석(Two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여 연령별로 분석되었다. 각 연령 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5세 교육과정의 효과성 검증
연구시점에서 6세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5세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수행되었다. 실
험집단의 아동들은 지난 1년 동안 ALTIORA에서 5세를 위해 개발된 ALTIORA 인지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으며, 비교집단의 아동들은 지난 1년동안 일반 유치원에서 누리교육과정에 기반한
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전반적 인지능력
전반적 인지능력은 I-CAT의 기초인지 점수와 인지전략 점수의 총합이며 이는 아동의 종합
적인 인지능력을 의미한다. 전반적 인지능력의 기관별, 연령별 평균값은 <표 IV-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세 아동의 경우 ALTIORA의 평균은 36.49였으며 일반유치원은 36.12였다. 6세 아
동의 경우에는, ALTIORA의 평균은 52.97이었으며 일반유치원은 35.09였다.

<표 Ⅳ-1-1> 5세 교육과정 전반적 인지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5세

6세

ALTIORA

36.49(9.90)

52.97(9.51)

일반유치원

36.12(9.88)

35.09(8.46)

전반적 인지능력은 [그림 IV-1-1]에 나타난 것처럼 5세의 경우에는 ALTIORA와 일반유치원
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6세의 경우에는 ALTIORA의 평균이 일반유치원에 비해 17.87점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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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ORA

일반유치원

70
50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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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5세 교육과정 전반적 인지능력 평균의 변화 패턴

그래프에 나타난 두 기관의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이원 변량분석(Two-way
ANOVA)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검증 결과 ALTIORA와 일반유치원의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
과는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F (1, 102) = 22.38 (p = < .01) 이었다.
<표 Ⅳ-1-2> 5세 교육과정 전반적 인지능력 변화에 대한 변량분석
F

p

ηp2

2148.44

24.29

< .01

.19

1

1539.79

17.41

< .01

.15

1979.07

1

1979.07

22.38

< .01

.18

Eror

9020.67

102

88.44

Total

14687.97

105

df

Institution

SS

2148.44

1

Age

1539.79

Interaction

Source

MS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기관별 점수의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1%보다 작다
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5%의 유의수준(alpha level = .05)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이 아동의 전반적 인지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값에 대한 ηp2는 .18이었으며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01 =
적은 효과크기, .06 = 중간 효과크기, .14 = 큰 효과크기)으로 판단했을 때 상호작용에 대한 효
과크기(effect size)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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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인지
기초인지는 언어인지, 수리인지, 공간인지 점수의 총합이며 이는 언어, 수리, 비언어적 형태의 정보를 이해
하고 처리하는 인지능력을 의미한다. 기초인지의 기관별, 연령별 평균값은 <표 IV-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세 아동의 경우 ALTIORA의 평균은 35.11이며 일반유치원은 34.16이었다. 6세 아동의 경우에는, ALTIORA
의 평균은 50.78이었으며 일반유치원은 32.59였다.

<표 Ⅳ-1-3> 5세 교육과정 기초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5세

6세

ALTIORA

35.11(9.43)

50.78(10.71)

일반유치원

34.16(11.57)

32.59(7.27)

기초인지는 [그림 IV-1-2]에 나타난 것처럼 5세의 경우에는 ALTIORA와 일반유치원이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6세의 경우에는 ALTIORA의 평균이 일반유치원에 비해 18.19점 높았다.

ALTIORA

일반유치원

70
50

30

10
5세

6세

[그림 Ⅳ-1-2] 5세 교육과정 기초인지 평균의 변화 패턴

그래프에 나타난 두 기관의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이원 변량분석(Two-way ANOVA)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검증 결과 ALTIORA와 일반유치원의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표 IV-1-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F (1, 102) = 20.05 (p = < .0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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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Ⅴ.

결론 및 논의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지식과 개념의 양
이 아니라 지식과 개념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제는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답을 해
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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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능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
자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ALTIORA 아동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 2월까지 1년 동안
‘Brain Teaser’, ‘CogLog’, ‘Create 703’으로 구성된 ALTIORA 인지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였
으며, 일반유치원 아동들은 누리 교육과정에 기초한 수업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인지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ALTIORA 인지 프로
그램은 전체 연령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5세 교육과정의 경우, 이원 변량분석으로 계산된
상호작용의 F값은 22.38이었으며 6세 교육과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F값은 21.43이었다. 이들의
확률 값은 모두 .01보다 작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05의 유의수준
으로 판단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다. 이 값에 대한 ηp2는 5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8이었으며, 6세 프로그램은 .16이었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01 = 적은 효과크기, .06
= 중간 효과크기, .14 = 큰 효과크기)으로 판단했을 때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크기(effect size)
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능력에 통계적
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전반적 인지능력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기초인지와 인지전략 역시 전반적 인지능력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기초인지의 경우 5세 교육과정의 효과성은 F (1, 102) = 20.25
(p < .01) 이었으며 6세 교육과정은 F (1, 111) = 18.99 (p < .01)로 계산되었고, 이들의 ηp2는
각각 .16과 .15였다. 인지전략에 대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5세 교육과정은 F (1,
102) = 10.03 (p < .01) 이었으며 6세 교육과정은 F (1, 111) = 12.82 (p < .01)로 이들에 대한
ηp2는 각각 .09와 .1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이 기초인지와 인지전략
중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만,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었다. 기초인지에서는 수리인지가 그리고 인지전략에서는 정보수용력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5세와 6세에 모두 동일했다. 두 영역 모두 평균은 향상되었지
만 향상의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리인지의 경우 5세 교육과정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

52

단에 비해 8.64점 향상되었으나 향상 폭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F = 1.88 (p = .17) 이었으며 6
세 교육과정 역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11.46점 향상되었으나 분석결과는 F (1, 111) =
2.07 (p = .1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정보수용력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5세 교육과정에서는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16.74 향상되었으나 변량분석 결과는
F (1, 102) = 3.73 (p = .06)이었으며 6세 교육과정 역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13.34점
향상되었으나 결과는 F (1, 111) = 2.61 (p = .11)로 수리인지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인지와 정보수용력 영역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 영역에서 나타난 점수의 변화 패턴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영역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두 영역 모두 교육 이후에 점수가 향상되며
6세보다는 7세의 향상 폭이 커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동일한 처치에 대응하는 종속 변인들의 점수 변화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처치
의 효과가 종속 변인들에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처치에 대해 종속 변인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결과가 다를 경우, 유의하지 않
은 결과를 보이는 종속 변인에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검증력(power)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 처치인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이 2020학년도에 처음으
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 변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은 결과에 검증력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수리인지와 정보수용력에 대한 결론은 실험 참
가자의 개인차 변인에 대한 정보가 분석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은 일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을 주고 있으며 기초인지와 인지전략 모두에 균형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하위 영역
의 경우에도 수리인지와 정보수용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교육 이후에 점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향상의 폭이 증가하는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수리인지와 정보수용력의 경우에도 점수 변화의
패턴이 다른 영역들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검증력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가 분석된다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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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지식과 개념의 양이 아니라
지식과 개념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능력을 어
떻게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답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
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는 ALTIORA 인지 프로그램은 우리 교
육이 가야할 방향으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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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알티오라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