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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환경의 자극 특성과 연령에 따른 웩슬러 아동용지능검사의 소검사별 수행을 알아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만 6-16세 아동․청소년 128명을 대상으로 훈련받은 검사자가 K-WISC-Ⅳ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어머니에게 가정의 물리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HOME를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라 만 6-10세와 11-16세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두 연령집단 모두 전체 지능 및 언어이해 지표와 가정환경자극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6-10
세 집단의 경우 가정환경자극의 하위영역 중 언어적 자극 및 학습자료가 언어이해, 작업기억, 지각추론, 전체 지능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11-16세 집단의 경우, 자기조력 장려 및 학습자료가 전체지능, 언어이해, 작업기억 지표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논의되었으며, 향후 지능검사의 개정을 반영한 새로운 소검사
의 수행과 가정환경자극 간 관련성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지능, 인지발달, 가정환경자극, 아동 중기, 청소년 초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quire into performance of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based on HOME environment stimuli and age. For the purpose of this, a trained tester carried 
out K-WISC-Ⅳ oriented to 128 children aged 6-16, and this study conducted HOME to mothers. 
Regarding participants' full Scale IQ and 4 index score(Verbal Comprehension, Perceptual Reasoning, 
Working Memory, Processing Speed) and HOME, they were analyzed by age group of two: a group of 
children aged 6-10 and another group of children aged 11-16.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both 
age group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ull Scale IQ, Verbal Comprehension 
Index, and HOME environment stimuli.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proposed the 
necessity of studies in relation to performance of diverse subtests in accordance with amendment of 
future intelligence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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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은 일종의 행동유도성(affordance)을 제공함으

로써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물리적 환

경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한다. 예컨대 어떤 방에 흔들의자와 공이 놓
여 있다면,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 흔들의자에는 앉고 공
은 튀기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환경은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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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유도성을 통해 행위자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도하
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의 가정환경은 양육자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주된 세팅이라고 할 수 있다[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은 아동을 둘러싼 가정
환경이 아동의 지적 능력[2-4]과 사회정서적 특성[5-7]
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연구흐름을 고려하여, 아동의 가정환경과 구체적인 
지적 수행 간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의 가정환경은 발달을 위한 가
장 기초적, 일차적 맥락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 지
금까지 아동의 가정환경의 특성은 주로 HOME(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8]. HOME은 1979년 처음 개발
된 이후 2003년 연령에 따라 가정환경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 척도는 환경이 아동에게 얼마나 
많은 지적 자극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여러 연
구를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1,2,9]. 즉 사회경제적 지위
가 낮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더 적은 지적 자극을 제공받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HOME과 SES간 관련성이 획
일적인 것만은 아니다. HOME에 의해 측정된 몇몇 구체
적 가정환경 특성은 SES와 아동의 특정 인지적 수행 사
이를 중재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Farah 등[10]
은 가정환경 중 언어적 자극은 아동의 어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 태도와 정서적 
반응성은 기억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정 
환경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HOME은 유용한 
측정치로 평가되어 왔다.

한편 HOME과 인지능력 간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는데, 만 1세경의 영아기부터 청소년기 까지 
HOME 점수와 아동의 언어, 인지적 기능, 학업 성취 측
정치 사이에 .20에서 .60 사이의 상관이 보고되었다[4,11-15].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연령에 따라 상관의 정도
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에 특히 중요한 
가정환경의 측면도 함께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Bradley, Caldwell, 그리고 Rock(1988)[13]는 영아기 
동안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개입, 연령에 적합한 놀이감의 
제공, 일상적인 다양한 자극의 기회를 측정하는 HOME
의 하위척도가 그 아동의 이후 학업성취를 가장 잘 예언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아동 초기에는 
부모의 온정, 부모의 언어, 학업적 성취에 대한 자극이 미
래 지적 수행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13]. 우리 

나라에서도 김수정과 곽금주[2]가 아동 초기의 가정환경 
자극 중 학습적 자극, 온정적 반응성, 언어적 자극이 4년 
후 전체 지능과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요컨
대 생애 초기, 즉 영아기 및 아동기 동안 자녀의 지적 능
력을 촉진하는 가정환경자극은 부모의 온정성, 언어적 자
극 정도 및 적극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
기한 연구들은 주로 영아기와 아동초기 동안의 가정환경
자극을 연구해 왔으며, 인지능력의 제한적인 하위 요소들
만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가정환경 자극과 인지 능력 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기뿐 아니라 청소년기 동안의 지적 
수행과 가정환경자극 간 관련성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환경 자극의 어떤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지능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 능력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지능검사를 통해 다양한 인지기능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4판(이하 K-WISC-Ⅳ로 표기함)은 이
전판까지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으로 이분법적 지표
가 산출되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지표점수를 
통해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었다[15]. K-WISC-Ⅳ에서 전체지능지수에 
더하여 산출되는 지표점수는 총 네 가지로, 언어이해
(Verbal Comprehension), 작업기억(Working Memory), 
지각추론(Perceptual Reasoning), 처리속도(Processing 
Speed)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적 지표와 가정환경 간 
관련성을 아동중기 및 청소년기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적다. 중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김수정과 곽금주[2]
가 지능과 가정환경자극 간 관련성을 살펴본 바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아동 초기 가정환경자극과 몇 년 후 아동 
중기 지능 간 관련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아
동 중기의 가정환경특성은 측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중기 이후의 가정환경특성과 지능 간 관련성은 밝히지 
못했으며 지능의 측정치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이분법적 지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지능의 구체적 하위 영
역과 가정환경 간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
이 있었다. 또한 지능검사는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참여자들의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능과 가정환경 간 관련성을 고려할 때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의 개정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지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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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환경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리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동
의 가정환경자극은 어떤 지적 수행과 관련이 있는가? 둘
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자극은 어떤 지적 지표와 관련이 
있는가? 셋째, 가정환경자극과 지적 지표 간 관련성은 연
령에 따라 달라지는가?

2. 방법
2.1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경기지역과 전북지역의 만 
6-16세(연령범위 만 6세 1개월-만 16세 9개월) 아동․청
소년과 어머니 128쌍(남 67명, 여 61명)이었다. 연구참
여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두 집단, 즉 
6-10세 집단과 11-16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Table 
1 역시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
였다. 연령집단의 구분은 HOME척도의 대상 연령을 기
준으로 하였다. 이는 6-10세의 아동 중후기 및 11-16세
의 초기 청소년기를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
령, 성별 및 지능에서의 거주지역별 집단 평균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는 거주지역 구분 없이 분석하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67 52.3

Female 61 47.7
age(years) 6-10 63 49.2

11-16 65 50.8
residence Seoul․Gyeonggi 86 67.2

Jeonbuk 42 32.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28)

2.2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 문화센터와 학원의 개별 공고

를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목적과 대략적 절차를 게시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원하는 보호자와의 유선연락을 통
해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모든 측정은 연구책임자와 아

동학 전공 연구보조원이 연구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훈련받은 검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 참
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K-WISC-Ⅳ를 
실시하였다. 지능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어머니는 HOME 
척도에 응답하였다. 

2.3 도구
2.3.1 아동․청소년의 지능: K-WISC-Ⅳ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지능은  K-WISC-Ⅳ

[17]을 통해 측정되었다. K-WISC-Ⅳ는 아동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개인용 지능검사로서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orth Edition[18]
을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검사이다. 대상은 6세부터 
만 16세 11개월까지의 아동․청소년이다. K-WISC-Ⅳ는 
총 15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판(K-WISC-
Ⅲ)에 포함되었던 10개 소검사(토막짜기, 공통성, 숫자, 
기호쓰기, 어휘, 이해, 동형찾기, 빠진곳찾기, 상식, 산수)
에 더하여, K-WISC-Ⅳ에는 5개의 소검사(공통그림찾
기, 순차연결, 행렬추리, 선택, 단어추리)가 추가되었다. 
K-WISC-Ⅳ를 통해서 전체 지능지수(Full Scale IQ) 뿐
만 아니라, 네 가지 지표점수(언어이해, 작업기억, 지각추
론, 처리속도)가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언어이해는 공통
성, 어휘, 이해에서, 작업기억은 숫자 및 순차연결에서, 
지각추론은 토막짜기, 공통그림찾기, 행렬추리에서, 처리
속도는 기호쓰기와 동형찾기에서의 수행에 기반하였다.

2.3.2 가정환경특성: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연구참여자의 가정환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OME를 실시하였다. HOME는 1979년 처음 개발된 이
래 관찰자의 평정 혹은 양육자의 자기 보고를 통해 가정
환경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척도
로서, 최근판을 포함하면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5개의 버전이 있다[1,8,19].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6-10
세는 MC-HOME(Middle Childhood HOME)을, 11-16세는 
EA-HOME(Early Adolescent HOME)을 실시하였다. 
두 HOME 척도의 하위척도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
도는 다음과 같았다. MC-HOME은 반응성(responsivity, 
Cronbach's α=.77), 성숙 장려(encouragement of 
maturity, α=.76), 정서적 환경(emotional climate, α
=.80), 학습자료와 기회(learning materials &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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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

verbal 
comprehension working memory perceptual 

reasoning
processing 

speed
full Scale

IQ

6-10

responsivity .38** .33** .23* .21* .34**
encouragement of 
maturity .18 .18 .17 .11 .17
emotional climate .12 .10 .11 .09 .14
learning materials & 
opportunities .32** .33** .24* .23* .28*
enrichment .31** .37** .21* .18 .24*
family companionship .06 .07 .05 .02 .04
family integration .09 .11 .03 .09 .06
physical environment .12 .11 .11 .10 .11

11-16

physical environment .11 .11 .10 .11 .11
learning materials .37** .32** .19 .15 .23*
modeling .19 .19 .11 .09 .13
fostering 
self-sufficiency .32** .29* .17 .15 .23*
regulatory activities .19 .37** .14 .09 .21*
family companionship .05 .09 .06 .05 .08
acceptance .09 .14 .14 .03 .09

**p<.01, *p<.0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α=.74), 강화(enrichment, α=.71), 가족공동체(family 
companionship, α=.70), 가족통합(family integration, α
=.73),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α=.73)의 8
개 영역을 측정하는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EA-HOME은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α
=.72), 학습자료(learning materials, α=.72), 모델링
(modeling, α=.70), 자조 장려(fostering self-sufficiency, α
=.72), 규제적 활동(regulatory activities, α=.73), 가족
공동체(family companionship, α=.71), 수용성
(acceptance, α=.69)을 측정하는 60문항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 보고를 통해 가정환경특성을 측정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결과
3.1 주요 변인 간 상관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6-10세 
집단의 경우, 반응성, 학습자료와 기회, 강화가 지능과 관
련이 있는 가정환경자극이었다. 반응성은 언어이해(r=.38) 및 

작업기억(r=.33), 전체 IQ(r=.34) 뿐 아니라 지각적 추론
(r=.23) 및 처리속도(r=.2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
었다. 학습자료와 기회 역시 언어이해(r=.32), 작업기억
(r=.33), 지각추론(r=.24), 처리속도(r=.23), 전체 IQ(r=.28)와 
상관이 있었다. 강화는 언어이해(r=.31), 작업기억
(r=.37), 지각추론(r=.21), 전체 IQ(r=.24)와는 정적 상관
이 있었으나 처리속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한편 10-16세 집단의 경우 학습자료, 자조 장려, 규제
적 활동이 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
으로 학습자료는 언어이해(r=.37), 작업기억(r=.32), 전체 
IQ(r=.23)와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자조 장려는 언어이
해 (r=.32), 작업기억(r=.29), 전체 IQ(r=.23)와 정적상관
이 있었다. 규제적 활동은 작업기억(r=.37), 전체 
IQ(r=.2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가정환경자극과 지능 간 관련성을 살
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6-10세 집단의 
경우 지능과 관련이 있는 가정환경특성은 반응성, 학습자
료와 기회, 강화였으며, 언어이해, 작업기억, 지각추론, 
처리속도 지표점수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11-16
세 집단의 경우 지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은 학습
자료, 자조 장려, 규제적 활동이었다. 6-10세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11-16세 집단에서는 가정
환경자극과 지각추론 및 처리속도 등 비언어적 지능 지
표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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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and 

analysis
verbal comprehension working memory perceptual reasoning processing speed full Scale IQ

Independent 
variables F β t R2 F β t R2 F β t R2 F β t R2 F β t R2

3.25* .16 3.26 .19 3.05* .12 2.02 .11 3.24* .16
responsivity .34 2.79* .28 3.01* .28 1.96* .22 .85 .32 2.76*

learning materials 
& opportunities

.23 1.81* .25 1.97* .27 1.85* .19 .84 .29 2.06*
enrichment .21 .89+ .23 1.75* .22 1.01* .18 .82 .22 1.01*

+p=.06, *p<.05

Table 3. Regression analysis(age group 6-10)

Dependent
variable and 

analysis
verbal comprehension working memory perceptual reasoning processing speed full Scale IQ

Independent 
variables F β t R2 F β t R2 F β t R2 F β t R2 F β t R2

3.23* .13 3.25* .16 2.02 .11 1.98 .09 2.03 .12
learning materials .35 2.79* .28 3.01* .22 .85 .19 .84 .23 .87

fostering 
self-sufficiency

.31 1.81* .25 1.97* .19 .84 .15 .81 .18 .82
regulatory 
activities

.18 .82 .23 1.75* .18 .82 .13 .79 .15 .82
*p<.05

Table 4. Regression analysis(age group 11-16)

3.2 6-10세 지능의 예측변인으로서 가정환경자극
상관분석 결과 두 연령집단에서 가정환경자극은 지능

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성에 기반하여 가정환경자극이 지능을 예측할 수 있
는지와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하여 언어이해, 작업기억, 지각추론, 처리속
도, 전체 지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반응성, 학습자료 및 
기회, 강화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선성 진
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09-1.02 사이, 
VIF는 1.32-1.44 사이였다. 이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한
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공차한계값은 1에 가깝고 VIF는 
10보다 큰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예
측변인간 다중공선성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판
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
과 반응성과 학습자료 및 기회는 각각 언어이해를 유의
미하게 설명했다. 반응성의 언어이해에 대한 설명력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반응성, 학습자료 및 
기회, 강화는 전체지능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3.3 11-16세 지능의 예측변인으로서 가정환경자극
11-16세의 전체 지능 및 4가지 지능 지표를 종속변인

으로 하고, 가정환경 자극 중 반응성, 학습자료와 기회, 
강화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학습자
료와 자조 장려는 언어이해 지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
으며, 학습자료, 자조 장려, 규제적 활동은 작업기억 지표
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6-10세 연령집단에서의 결과
와는 달리, 11-16세 연령집단의 경우, 지각추론 지표, 처
리속도 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 가정환경자극 특성은 없
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가정환경의 자극 특성과 연령에 따른 웩슬

러 아동용지능검사의 소검사별 수행을 알아보는데 그 목
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6-16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두 연령집단으로 구분하고 전체지능 뿐 아니라 구체
적인 지능 지표와 가정환경특성 간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6-10세 
집단과 11-16세 집단 모두에서 가정의 학습자료는 언어
이해 지표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가정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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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학습기회가 풍부할수록 아동․청소년은 언어적 개
념 형성 및 언어적 추론이 더 뛰어나며 어휘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 중 학습자료로 
대표되는 언어적 자극은 아동의 어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던 Farah 등[10]의 연구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성 지능을 구성하
는 공통성, 어휘, 이해 등의 소검사들은 교육 및 사회화 
경험에 의존한다는 주장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20,21].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이해 지표에 미치는 환경적 자극
의 영향력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6-10세 집단과 11-16세 집단의 경우 가정환경
자극과 관련된 지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6-10세 집단은 언어이해, 작업기억, 전체지능과 가정환
경자극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고 지각추론과도 부분
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반면 11-16세 집단의 경우 지각
추론 지표 및 처리 속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가
정환경자극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언어이해 및 작업기억
과 학습자료, 자조 장려, 규제적 활동 간 관련성만이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상관의 정도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했던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11,14]. 이처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청소년기 보다는 아동기 동안의 지능 발달에 가정환경특
성이 더 큰 영향력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중기 및 청소년 초기에 
걸쳐 다양한 가정환경자극이 상이한 지능 지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각각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던 지적 과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포
함하였으며 연령 범위를 청소년기까지 넓혔다. 이러한 점
에서 본 연구는 최근까지 연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
정환경과 지능 간 관련성을 더 확장된 영역에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가정환경자극과 지능 간 관련성을 해석할 때 이들 
변인은 동일 시점에서 측정된 것이었으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
구의 대상 연령 범위를 다루되 종단적 설계를 적용함으
로써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또다른 한계로서 
가정환경과 소검사 점수 간 상관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
다는 점(.20-.30)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4,11-15]에서는 .20-.60의 상관범위를 보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그 상관범위에서 하단의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포함된 연령범위가 본 연구의 

연령범위보다 더 넓었다는 점, 또한 생애 초기 즉 영아기 
및 아동초기 동안 가정환경과 지능 간 상관이 다소 높게 
보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자극과 지능 간 관련성
을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과제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과제지향성[22]과 스트레스가 지속되
는 상황에서 견디어 내는 지구력[23] 등 기질은 가정환경 
자극과 지능 간 관련성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 변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용 지능검사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추세이다. 최근 인지발달 및 임상 연구에서 밝혀진 새로
운 지표를 추가하거나 개선한 지능검사에서의 수행과 가
정환경 자극 간 관련성을 밝혀냄으로써 환경과 지능 간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양육적 변인의 
역할을 명세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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