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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young children's beliefs about trait stability based on trait type and valence. Participants included 
120 children (40 three-year-olds, 40 four-year-olds, and 40 five-year olds) recruited from 3 day-care-centers and 1 
kindergarten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Results revealed that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traits differed 
based on trait type and valence. Children demonstrated a strong belief that social-intention traits are more stable and 
harder to change when compared to internal-state traits. Young children's beliefs on trait stability were also strongly 
influenced by trait valence. They believed that negative traits are more likely to change for the better while positive 
traits have greater stability and are less likely to chang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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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특질(trait)이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극이나 상황

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성

향(Allport, 1937)을 말한다. 특질은 안정적인 내적 특성

으로서 대상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Yuill, 1993), 성인들은 보통 사람들의 행동을 특질에 

의해 설명하거나, 특질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한다(Heider, 1958). 즉, 사람들은 타인을 

시간적, 상황적으로 안정적인 특질에 따라 범주화하는데

(Markus & Kitayama, 1991), 특질 범주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손쉬운 예측과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특질은 

다른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

지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도 특질을 인식하고 정확히 이해하

는 것은 타인 및 자아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Lockhart et al., 2008). 특질 이해에 대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 중 하나는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

이다. 개인이 갖는 믿음 체계는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따

른 반응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 역시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

법에서의 차이를 불러온다(Dweck et al., 1993).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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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이 중요

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특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과연 특질을 근본적

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표면적이고 가

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심리적 본

질주의(psychological essentialism) 관점에서 연구를 해

왔다. 심리적 본질주의는 모든 실체가 내면에 어떤 본질

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은 실체를 구성하는 인과적 속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Gelman, 2003)는 것이다. 즉, 내면

의 근본적 본질이 그 실체의 속성들과 행동들을 제약한다

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질은 관찰 가능한 속성 

및 행동을 생성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관

찰 가능한 속성 및 행동은 내면의 본질을 드러낸다

(Medin, 1989). 또한 본질주의적 관점에서는 특질을 자연

적 혹은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특질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Gelman, 2003). 4세 유아도 

외양 유사성을 넘어 같은 범주 명칭에 속한 대상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고 믿으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타

고난 속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Gelman & Markman, 1986; Gelman & Wellman, 
1991). 따라서 어떤 특질을 본질주의적 관점으로 받아들

이면, 그 특질은 이를 소유하는 개체의 근본적인 양상으

로서, 변화하기 힘든 요소로 생각한다(Martin & Parker, 
1995). 

비록 특질이 실질적으로 발달에 따른 변화를 보이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기는 하지만

(Srivastava et al., 2003), 일반적으로 특질은 시간적 안

정성, 상황적 일관성, 그리고 행동의 인과적 요인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특질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은 크게 실체적 관점(entity view)과 증진적 관점

(incremental view)으로 나뉜다(Dweck & Leggett, 
1988). 특질을 실체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심리적 본질주

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질을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실체적 관점에서는 특질의 변화를 바라더라도 

특질은 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증진적 관점에서는 

특질이 개인의 바람이나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의 특질을 안정적이고 불변

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행동, 그리고 동

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질 안정성에 대해 실체적 

관점을 지닌 사람은 실패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 부정적 자기 귀인의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Dweck & Leggett, 1988, Heyman & 
Dweck, 1998). 또한 특질에 대한 실체적 관점은 고정관념, 
무력감, 행동의 과잉일반화와 연결된다(Levy & Dweck, 
1999). 이처럼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동기나 

사회적 행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아동은 특

질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부정적인 특질도 긍정적인 특질로 변화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낙관적 믿음은 현실적으로 변한다. 특
히, 5-6세 유아들은 7-10세 아동이나 성인들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특질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고 보는 경향이 높고, 그 변화가 자신들의 통제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특질들은 시간

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믿었다(Lockhart 
et al., 2002). Lockhart와 그 동료들은 이와 같은 아동의 믿

음을 '보호적 낙관주의(protective optimism)'로 설명한다. 
낙관적 믿음은 실패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

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

기 때문에, 아동이 낙관적 믿음을 갖는 것은 적응적이라고 

본다.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한

계를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정도의 노력을 하거나, 포
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낙관적 믿음 보다는 

실체적 관점에서 특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적응적일 

수 있다(Heyman & Dweck, 1998). 특질에 대한 낙관적 믿

음에서 현실적 믿음으로의 발달적 변화, 증진적 이론에서 

실체 이론으로의 발달적 변화는 개인의 적응과 성취에 있어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희망적

인 사고를 하는 낙관성은 어린 아동에게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또한 이러한 낙관성은 실패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유지하는 ‘긍정 편향(positive 
bias)’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편향은 초등학교 시기에 점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lumert, 1995). 어린 아동

의 낙관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동이 목표 지향적이고 희

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견해(Snyder et al., 1997)와, 아동기의 낙관성은 

미숙한 인지 처리 능력에 의한 것(Lyon & Flavell, 1993)
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동시에 아동이 특질에 대해 변

화 가능한, 낙관적 편향의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 또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주의적 관점 

혹은 실체적 관점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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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장은 나뉘어져 있다. 한쪽에서는 아동의 연령

이 높아지면서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Gelman, 2003)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연령이 

높은 아동이 유아들에 비해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경향

이 크다고 주장한다(Lockhart et al., 2002). 특히, 공격성

의 경우 학령전기에는 공격적인 특질을 본질주적인 것으

로 여긴다는 결과에 대해 유아들은 공격성의 변화와 같은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회적 경험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행동의 원인을 찾으

려는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이 행동을 

일으킨다고 믿는 내부원리(innards principle)에 의해 공

격성이라는 특질을 본질주의적 관점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Giles & Heyman, 2004). 이렇듯 특질 안정성

에 대한 믿음도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연령별로 

다양한 유형의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 외에 문화에 따라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에도 차이를 보인다. 서양, 즉 개

인주의적 문화권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또는 실체적 관점

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Lockhart et al., 2008).  이에 

비해 아시아권 문화 사람들은 증진적 관점을 보이는 경우

가 많았다. 일본 성인들은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받아

들이고, 특질을 더 유연하고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특히 부정적 특질의 변화를 노력에 의해 바

꿀 수 있다고 믿었다(Lockhart et al., 2008). 한국 성인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아동의 특질에 대해 

증진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oi & 
Song, 2008), 타인의 행동 귀인 시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특질보다는 상황에 원인을 돌리는 경우

가 더 높게 나타났다(Norenzayan et al.. 2002). 성인들에

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유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주집단 내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인과적 기제

를 찾기 위한 연구에서 유아도 표면적인 특질을 고정되어

있는, 근본적인 본질로 귀인하려는 편향을 보인다

(Gelman, 2003). 이는 위에서 언급한 Lockhart(2002)와 

그 동료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들에 비해 연령이 높

은 아동이 본질주의적 추론으로 특질을 이해하는 경향과

는 차이가 있다. 본질주의적 관점은 특정 영역에서 더 확

실히 나타나는데, 인공물(artifacts) 범주보다는 자연물 범

주에 있어서 본질주의적 판단을 하고(Gelman, 2003), 인
물에 대한 추론에서도 심리적 특질과 행동적 특질 사이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Heyman & Gelman, 1998). 또한 

아동도 사회적 범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

보들을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여 인종 같은 자연적인 사회

적 범주를 본질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한다(Hirschfeld, 
1995). 뿐만 아니라 학령전기 유아도 타인의 행동적, 생

물학적 특징들을 성별 정보를 통해 추론한다(Gelman et 
al., 1986). 이렇듯 아동이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범주의 

특성들에 대해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속한 개인의 특질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는지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특질을 포함한 추가적 연

구가 필요하다. 
특질의 유형은 크게 사회 의도적 특질과 내적 상태 특

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Yuill, 1992). 사회 의도적 

특질은 ‘관대함’, ‘친절함’과 같은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s)로서 주로 타인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며 

도덕적 가치관을 내포한다. 이에 반해 내적 상태 특질은 

‘용감한’, ‘부정적인’처럼 대상의 내적인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내적 상태 특질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부

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도덕적 가치와는 다르다. ‘두려

움, 겁이 많은’과 같은 내적 상태가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감하다는 것을 긍정적 특질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용감하지 못하다고 해서 도덕적으

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유형의 특질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사회 의도적 특

질의 경우 일반적인 평가 단서를 통해 행동 예측이 가능

하지만, 내적 상태 특질은 마음이론에서 말하는 믿음과 

바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한다(Yuill, 
1992). 일반적으로 아동은 사회 의도적 특질을 내적 상태 

특질보다 더 잘 인식하고 더 정확히 기술한다(Yuill, 
1992). 특질 어휘 사용에서도 연령 차이를 보여, 일반적

으로 사회 의도적 특질 어휘를 내적 상태 특질 어휘보다 

더 어린 연령의 아동이 사용한다(Ridgeway et al., 1985). 
특질의 유형 뿐 아니라 특질의 긍정성 및 부정성을 의미

하는 정서가(valence)에 따라서도 특질 이해 양상의 차이

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정서가의 특질을 부정적 

정서가 특질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Heyman & Giles, 2004; Koo, Ghim, Kim, 
Yang, Ko & Chung, 2006; Lockhart, et al., 2002). 그러

나 이러한 특질 정서가에 따른 안정성 믿음도 아동의 연

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Lockhart et al., 2002)는 연구 

결과와 그 차이가 크지 않거나 7세 이전에는 차이가 없다

(Heyman & Giles, 2004; Koo et al., 2006)는 결과로 나

뉜다. 특질 이해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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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Age 
(mean age in months)

Male Female Total

N

3years (43.2) 20 20 40

4years (54.5) 20 20 40

5years (65.4) 20 20 40

Total 60 60 120

가 만 3, 4, 5세 유아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특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다. Wellman(1990)은 특질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바람, 생각, 의도, 정서와 같은 마음상태를 포

함하며, 그 특질들이 다양한 행동과 마음상태를 유발한다

고 주장했다. 특질은 이렇게 다양한 마음상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마음 상

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6세 이후가 되

어야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학령기 아동에 비

해 유아기의 특질 이해나,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학령기 이전

의 유아도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

다(Dozier, 1991; Heyman & Gelman, 1999; Koo et al., 
2006); Yun & Song, 2007). 그리고 4세경 타인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특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

(Flavell et al., 2002)하며, 특질 지칭어를 사용하기 시작

(Bretherton & Beeghly, 1982)한다는 사실과, 일부이기

는 하지만 특질 관련 단서들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 예측 

능력도 보인다(Dozier, 1991; Koo et al., 2006)는 점에 

근거하여 학령기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 3세, 만 4세, 및 만 5세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

이 특질 유형, 특질 정서가 및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어떠한 경향

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 유형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 정서가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와 4세, 그리고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4, 5세 정도에 유아가 타인

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특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Flavell et al., 2003)하며, 특질 용어를 사용하는 특

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Bretherton & Beeghly, 
1982)이며, 특질 관련 단서들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 예측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Dozier, 1991; Koo et al., 2006)는 

점에서, 비록 연령이 높은 아동들과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시기의 유아들도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

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어린이집 3곳과 유치원 1곳에 다니는 3
세 유아 40명, 4세 유아 40명, 5세 유아 40명, 총 120명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남녀 성별은 동

수로 구성하였다. 각 연령의 평균 월령은 만 3세가 43.2
개월, 만 4세가 54.5개월, 만 5세가 65.4개월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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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Heyman & Gelman, 1999; 
Koo et al., 2006; Lockhart et al., 2002, 2008)에서 사용

된 과제들을 참고로 4개의 특질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4개의 특질은 ‘착한/못된/용감한/겁 

많은’으로 이는 특질 유형에 따라 사회 의도적 특질(착한, 
못된)과 내적 상태 특질(용감한, 겁 많은)로 구분되고, 이
는 다시 특질 정서가에 따라 긍정적 특질(착한, 용감한)과 

부정적 특질(못된, 겁 많은)로 구분된다. 하나의 시나리오

는 3개의 행동정보로 이루어지고, 각 시나리오마다 등장

인물들을 달리하고 대상 인물이 특질과 연관성 있는 행동

을 1회 내지는 3회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질별로 6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사용되

었고 특질과 연관된 행동정보는 서로 다른 행동들이지만 

이를 통해 동일한 특질 추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사회 의도적 특질 및 긍정적 특질에 속하는 ‘착한’ 특질

은 나눠주기, 빌려주기, 도와주기의 행동 정보로, 사회 의

도적 특질 및 부정적 특질에 속하는 ‘못된’ 특질은 빼앗

기, 치기, 무너뜨리기(방해)의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내
적 상태 특질 및 긍정적 특질에 해당하는 ‘용감한’ 특질

은 사나운 개, 천둥 번개, 그리고 주사라는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앞으로 지나가기, 먹이주기, 만지기 등의 행동

정보로 구성하였다. 내적 상태 특질 및 부정적 특질에 해

당하는 ‘겁 많은’ 특질은 사나운 개, 천둥 번개, 그리고 

주사라는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앞으로  도망가기, 숨기, 
울기 등의 행동정보로 구성하였다. 이 때 이야기에 나오

는 인물은 연구대상 유아와 동성으로 제시되었다. 

3. 연구 절차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분리된 공간에

서 일대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유아들은 이틀에 걸쳐 

하루에 24개의 시나리오 중 무작위로 12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과제를 먼저 수행하고 둘째 날 나머지를 수행하였

다. 연구자와 유아가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상태에서, 유아에게 진행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들려주고, 
각 시나리오별로 3개의 그림 카드를 제시했다. 각각의 카

드를 제시할 때 그 그림의 상황, 즉 주인공이 어떤 행동

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예: “○○는 장난감이 없는 △

△에게 자기 장난감을 빌려준대.”). 설명이 끝난 그림카

드는 유아 앞에 두어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끝

나면 세 개의 그림 카드가 유아 앞에 놓여 있게 된다. 그 

상태에서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유아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질문은 행위자가 시간이 흐

른 뒤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바람에 따라 자신의 특

질 혹은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 어른이 되었어. 그런

데 ○○는 항상 △△(그림 카드에서 제시된 특질 일관 

행동-나눠주고, 빌려주고 도와주기만 하는)게 싫었대. 사

람들이 자기한테 △△한(착한) 사람이니까 항상 도와달

라고 하는 것도 싫었대. ○○는 자기가 □□한(못된) 사
람이 되면 더 편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못된) 사
람이 되고 싶었대. 그러면 ○○는 어떤 어른이 되어있을

까? 계속해서 △△한(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한(못
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유아에게 

하였다. 각 특질마다 행위자가 변하고자하는 바람의 이유

를 설명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특질 자체에 대한 변화 가

능성 여부에 대한 응답이 아닌 행위자가 원하지 않기 때

문에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는 경우를 배제

(Heyman & Giles, 2004)하기 위함이다. 착한 특질로의 

변화를 원하는 이유로는 칭찬을 많이 받을 것, 용감한 특

질로의 변화는 더 멋지게 보일 것, 겁 많은 특질로의 변

화는 보호(돌봄)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유
아의 응답에 따라 특질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는 답은 0점, 변화하였다는 답은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

서 유아가 각 특질별로 받을 수 있는 점수범위는 0점에서 

6점이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전반

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특질 유형과 유아의 연령, 그리고 특질 정서가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

으로 Scheffé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특질 유

형 및 특질 정서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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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tability Scores by Age and Trait

Age
(years)

Traits 
M(SD) Total

M(SD)Nice 
M(SD)

Mean 
M(SD)

Brave 
M(SD)

Timid 
M(SD)

3 0.28(0.60) 4.08(1.33) 0.88(1.09) 4.78(1.05) 10.00(1.66)

4 0.28(0.64) 4.05(1.43) 0.83(0.87) 4.70(1.16) 9.86(1.58)

5 0.15(0.48) 4.00(1.36) 0.58(0.71) 4.05(1.15) 8.78(1.98)

<Table 3> Repeated-Measures ANOVA on Beliefs about Trait Stability based on Trait Type and Age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Trait
Stability

Between 
Groups

Age 17.10 2 8.55   5.44**

Std. Error 183.75 117 1.57

Within 
Groups

Trait Type 60 1 60 27.06***

Trait Type☓Age 7.60 2 3.80 1.71  

Std. Error 259.40 117 2.22

** p<.01,  *** p<.001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전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질(착한, 못된, 용감한, 겁 많은)
에 대한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과제 수행 점수(범위: 0-6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Table2>에 제시하였다.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점

수는 0에 가까울수록 특질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강함

을 의미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

을 나타낸다. 4개의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의 평균점수

를 보면 만 3세(M= 10.00, SD=1.66), 만 4세(M=9.86, 
SD=1.58), 만 5세(M=8.78, SD=1.98)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전반적인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만 3세

에 비해 만 4, 5세 유아들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질이 변하기 힘든 안

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특질 유형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

특질 유형과 유아의 연령에 따라 특질 안정성 믿음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질 유형을 피험자내 요

인으로 하고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특질 유형에 따른 차이와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났다.
특질 유형의 주효과(F=27.06, df=1, 117, p<.001)가 나

타남에 따라서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사회 의도적 

특질과 내적 특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3세는 사회 의도적 특질과 내적 상태 특질의 

안정성 믿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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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Test on Mean Trait Stability Scores by Trait Type

Age(years) Trait Type N M SD t

3
Social-Intention

40
4.35 1.29

-3.95***

Internal-State 5.65 1.36

4
Social-Intention

40
4.32 1.42

-3.49**

Internal-State 5.52 1.26

5
Social-Intention

40
4.15 1.40

-1.44
Internal-State 4.65 1.49

** p<.01,  *** p<.001

<Table 5> Repeated-Measures ANOVA on Beliefs about Trait Stability based on Valence and Age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Trait
Stability

Between 
Groups

Age 17.10 2 8.55   5.44**

Std. Error 183.75 117 1.57

Within 
Groups

Valence 3435.27 1 3435.27 1580.52**

Valence☓Age 1.43 2 0.72 0.33 

Std. Error 254.30 117 2.17

** p<.01

p<.001). 4세 역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3.49, p<.01). 즉, 3세와 4세 유아들은 ‘착한, 못된’과 

같은 사회 의도적 특질들은 ‘용감한, 겁 많은’ 같은 내적 

상태 특질에 비해 더 변하기 어려운 특질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5세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의 주효과((F=5.44, df=2, 117, p<.01)도 나타났는

데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3세와 4세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3세와 5세, 4세와 5세는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특질 유형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

되지 않았다.  

3. 특질 정서가 및 연령에 따른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

특질 정서가와 유아의 연령에 따라 특질 안정성 믿음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질 정서가를 피험자

내 요인으로 하고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하여 반복측

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특질 정서가의 주효과와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특질 정서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F=1580.52, df=1, 

117, p<.01)는 유아들이 ‘못된, 겁 많은’ 같은 부정적 정

서가 특질에 비해 ‘착한, 용감한’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특질들에 대한 안정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특질을 가변적

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부정적 특질에 대해서 강한 낙관

적인 믿음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Choi & Kwak, 2007; 
Lockhart et al.,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질 정서

가에 따른 특질 안정성 믿음의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았

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3세에서 긍정적 

특질과 부정적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t=-21.92, p<.001). 만 4세도 같은 양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t=-22.45, p<.001). 그리고 만 5세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92, p<.001).
연령의 주효과(F=5.44, df=2, 117, p<.01)를 사후 검증

한 결과 3세와 4세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에 비해 3세와 5세는 0.6(p<.05), 4세와 5세는 

0.53(p<.05)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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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Test on Mean Trait Stability Scores by Trait Valence

Age(years) Trait Valence N M SD t

3
Positive

40
1.15 1.25

-21.92***

Negative 8.85 1.51

4
Positive

40
1.10 1.05

-22.45***

Negative 8.75 1.56

5
Positive

40
0.72 0.93

-24.92***

Negative 8.05 1.67

*** p<.001

유아들의 안정성 믿음은 특질 정서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유아들도 긍정적 특

질에 대해서는 안정성 믿음이 강하게 나타났고 부정적 특

질에 대해서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가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실패 상황이나 좌절 상황에서 포

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개인적 적응과 성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

한다(Dweck & Leggett, 1998)고 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특

질의 유형과 정서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자 만 3세, 만 4세, 그리고 만 5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질이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더 강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아동이 유아들에 

비해 특질을 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본질주의적 추론

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주장(Lockhart et al., 2002)과 일

치한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질주의적 추론을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주장(Giles, & Heyman, 2004)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공격성이라는 특정한 특

질에 대한 결과이므로 이를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낙관적 믿음 보다는, 특질을 변하기 어려운 안

정적인 성향이라고 보는 실체적 관점에서 특질을 받아들

이는 편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

에 맞는 적절한 정도의 노력이나 포기를 하게끔 하기 때

문에 더 효과적(Heyman & Dweck, 1998)이라는 주장에 

비춰보면, 5세 유아도 3세에 비해 특질에 대한 실체적 관

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5세 이후 학령기 아동이

나 성인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세 

유아가 학령기 아동이나 성인과 같은 실체적 관점을 가진

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만 3세 유아에 비해 만 

5세 유아의 특질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대상으로 한 만 5세

보다 더 어린 연령부터 특질 안정성에 대한 변화가 이어

져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특질 유형에 따른 특질 안정성 믿음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 의도적 특질과 내적 특질에서의 차이

를 보이는데, 유아들은 ‘착한, 못된’과 같은 사회 의도적 

특질들이 ‘용감한, 겁 많은’ 같은 내적 상태 특질에 비해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3세와 4세 유아들이 사회 의도적 특질을 더 변하

기 어려운 특질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5
세 유아들은 특질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의도적 특질이 가치판단 요

소를 포함하고, 아주 이른 연령부터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특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적 상태 특질보다 유

아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특질이라는 관점에서 특질 

안정성 믿음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훈

육에 의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들의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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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쁜 짓 하는 어린이는 커서도 나쁜 사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도 계속 나쁜 사람이 돼

요!”라는 응답에서 유아들을 훈육할 때 사용한 설명이 

‘못된’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음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의도적 특질에 대한 안정성 믿

음을 강화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5세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 5세정도가 되면 부모님들

의 훈육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유아들이 특질 유형별 

안정성에 대한 차이가 없음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들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의 정서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긍정

적 특질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

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특질은 시간이 지나고 개인의 바뀌고자하

는 바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고 보는 경향

이 높았다. 즉, 부정적 특질의 경우 그 변화가 자신들의 

통제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성인에 비

해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하게 되는 아동

에게 실패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

에서 적응적 믿음이라고 본다(Heyman & Dweck, 1998). 
이 연구에서도 네 가지 특질 중 긍정적 정서가에 속하는 

‘착한’과 ‘용감한’ 특질에 대한 점수가 부정적 정서가에 

속하는 ‘못된’과 ‘겁 많은’의 특질에 비해 전 연령대에 걸

쳐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곧 어린 유아들도 특질의 정서가, 
즉 특질의 긍정성 및 부정성 여부에 따라 특질 안정성 믿

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고 이는 ‘보호적 낙관주

의'로 설명할 수 있다. 성인들과 비교해 볼 때 아동은 부

정적인 특질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한다고 보는 경향이 높고, 그 변화가 자신들의 통제로 가

능하다고 믿는다. 반면 긍정적인 특질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믿는다(Lockhart, et 
al.,2002)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만 3, 4, 5세 유

아들에게서도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 특질에 대해 더 큰 

안정성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사람들은 일반적으

로 긍정적 특질을 부여할 때 더 많은 행동의 확증

(behavioral confirmation)을 필요로 한다(Rothbart & 
Park, 1986; Tausch et al., 2007)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

명 할 수 있다. 유아들도 긍정적 특질에 더 큰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보통 부정적 특질에 비해 긍

정적 특질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힘들여 획득한 

특질은 더 오래 유지된다고 예상한다(Kenworthy & 
Tausch, 2008)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특질 정서가에 따른 유아들의 특질 안성성 믿

음에서의 차이가 보호적 낙관주의에 의한 것인지 특질 획

득의 노력 정도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특질 안

정성에 대한 믿음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질 안정성 믿음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유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은 특질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내적 상태 특질 보다 사회 의도적 특질에 대

해 더 강한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유아들의 특질 안

정성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특질 정서가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유아들은 긍정적 특질에 대해서는 시간

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부정적 특질

에 대해서는 변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

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서는 만 3, 4, 5세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영아기나 아동기 이후의 특질 안정성 믿음의 양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

속 연구에서 영아기와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연령대

까지를 포함하여 생애 전반에 걸친 특질 안정성 믿음의 

발달 양상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령별 특질 안정성 믿음의 양상에 관심을 두

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분명히 특질 안정성 

믿음의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특히 또래와의 사회적 상

호작용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특질 안정성 믿음에서의 개

별적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검

토할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특질 안정성 믿음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만 5세 이후,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연구대상을 만 3세, 4세, 
5세의 어린 유아로 낮춰 생애 초기 특질 안정성 믿음의 

양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유형의 특질 혹은 한 가지 정서가만을 대상으로 했

을 경우 유아의 특질이해 수준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Koo et al., 2006)에 비추어 두 가지 

특질 유형과 특질 정서가를 포함하여 과제를 구성하였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특질 안정성, 특질 유형, 특질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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