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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실행기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어학원에서 
몰입식 영어교육 경험을 가진 23명의 유아,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학습 경험을 가진 52명의 유아, 총 75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도구는 주의통제의 경우 스트룹 과제, 인지적 융통성의 경우 카드분류과제와 숫자 따라 외우기 소검사, 정보처
리의 경우 도안 유창성, 목표설정의 경우 미로 소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전체지능지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의통제와 인지적 융통성은 조기영어학습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정보처리와 목표설정은 조기영어학습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일제 조기영어학습
의 경험이 주의통제와 인지적 융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보처리와 목표설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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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 according to type 
of early English learning experience. The subjects were 75 5-years-old who had immersive early English 
learning in language school, and daycare center. The measurement tools were stroop, DCCST, memorize 
numbers, pattern fluency, and maze. We conducted covariance analysis with total intelligence as the 
covariates. In th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ention control and cognitive flexibility, 
but wer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formation processing and goal setting according to type of early 
English learning experi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experience of immersive early English learning 
positively affected attention control and cognitive flexibility, and didn't affect information processing and 
goal setting. 

Key Words : Early English learning, Young children, Executive function, Attention control, Cognitive 
flexibility, Complex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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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세계적인 지식정보사회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
하기 위한 공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영어’의 학습은 선택

이 아니라 필수과제이다[1]. 서울․경기지역의 조기영어학습
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어학습을 3~5세에 시작했다는 
유아가 전체의 70.3%로 나타났고, 일반 영유아교육기관에
서 영어학습을 실시한 비율은 72.2%로 나타났다[2]. 또한, 
원아모집 및 영유아 이탈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10호134

영어학습을 실시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3], 영어학
습은 이제 더 이상 영유아교육기관의 선택이 아닌 존립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4]. 

1997년 초등학교 영어학습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공교
육화되면서[5], 특히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은 
확실한 근거 없는 여론만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도 양극화되었다. 즉, 한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유아기 영어학습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
은 무엇인지, 유아기 영어학습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 어
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6]. 

조기영어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영
어유치원’이라는 불리는 한국식 영어몰입교육기관이 급증
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은 학교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분을 영어로만 학습시킴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어
의 환경에 몰입하게 하여 영어를 교육시키는 방법이다[7]. 
영어몰입교육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
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로, 특별히 영어몰입식 교
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영어학습을 의미한다. 현재 영어유
치원에서는 영어권 국가로 조기유학을 보내지 않고도 자연
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환경을 국내에 조성하고
자 하는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를 수용하여 하루 일과를 원
어민에 의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인 영어몰입식 교
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몰입식 영어학습을 포함하여 
일반 영유아교육기관에서까지 영어학습이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조기영어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
는 것은 교육학계의 숙제이다. 

20년대 초반부터 조기영어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습의 현실, 조기영어학습
에 대한 찬반의견 제시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8-11]. 
이후 조기영어학습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정도
에 따른 영향을 보는 연구[12-17] 외에는 극히 적다. 

조기영어학습이란 일반적으로 언어조기교육(early lang
uage learning)을 말하며, 제2언어교육(second languag
e learning), 이중언어교육(bilingual learning), 외국어 
수업(foreign language learning) 등 12세 이전의 아동에
게 외국어교육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18].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학습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18]로, 유아
가 어학원에서 몰입식 영어수업을 받는 경우로 보았다. 

조기영어학습을 바라보는 학문적 관점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조기영어학습에 대한 긍정적 입장 
중 인지적 측면에서, [19]는 Piaget의 인지발달단계에 근거
하여 영어학습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
가기 전인 11세 이전이 최적기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영어학습이 영유아의 언어
기능을 활성화시켜 모국어인 한국어 습득에도 도움이 되는
지, 또는 상위인지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는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유아기 상위인지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
행되면서, 상위인지능력인 실행기능이 뇌 발달 중 전두엽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연구자들은 뇌 발달
이 활발한 유아기의 실행기능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
하였다. [20]은 실행기능의 신경심리학적 지식과 개념을 분
석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4가지 영역, 즉 주의통제, 인지
적 유통성, 정보처리, 목표설정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의통제란 갈등상황이나 혼동된 자극이 왔을 때 
특정 자극에 선택적 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 갈등상황에
서 요구되는 적절한 반응보다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주의집중에 방해가 되는 다른 자극을 통제하
는 것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언어 중 상황
에 맞는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실수가 거의 
없다는 사실, 즉 억제에 이점이 있다는 선행연구들[21-24]
에 근거하여, [25]와 같이 주의통제의 억제를 측정하기 위
해 스트룹 과제의 방해과제를 적용하여 주의통제를 분석하
고자 한다. 

둘째, 인지적 융통성은 복합적인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
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분할주의, 주의전환, 작업기억, 실
수를 통해 대안 전략을 고안하는 피드백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유아가 특정상황에 적절하
고 유연하게 언어를 전환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이중언어 
유아가 주의전환이 요구되는 통제과제에서 뛰어나다는 선
행연구결과[16,17,26]들에 근거하여, [25]와 같이 카드분류
과제의 통제과제를 통해 주의전환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복잡한 과제 수행 시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조절하고 통
제하며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작업기억’이 있다[27]. 작업기
억은 주로 저장기능을 다루는 단순 작업기억, 저장과 처리
기능을 다루는 복합 작업 기능[28], 직접적으로 실행기능을 
측정한다고 가정하는 최신화[29]에 기초하여, [25]와 같이 
최신화의 숫자 따라 외우기 소검사를 통해 작업기억을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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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보처리는 효율성, 유창성, 처리속도 등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이는 정보처리의 속도, 양, 질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20]. [30]는 정보처리의 구성요인인 유창성은 창의
성과 인지적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5]와 같이 언어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비언어
적 검사인 도안 유창성검사를 통해 정보처리의 유창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넷째, 목표설정이란 새로운 개념을 발달시키는 능력으로, 
개념적 추론, 행동의 계획,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과
제에 접근하는 전략적 조직 등을 말한다[31]. 즉, 목표설정은 
계획의 설정을 위해 앞을 내다보고, 가능한 문제나 변화를 예
상하며, 대안적인 행동방침을 세우고, 대안들 중 적절한 선택
을 할 수 있어야 한다[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와 같
이 미로 소검사를 통해 목표설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중언어가 주의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에
서는 3~9세 이하의 이중언어 유아가 단일언어 유아보다 주
의통제가 더 뛰어나다고 하였고[17,21,22,33-36], 여러 선
행연구들[16,17,26,35]에서는 이중언어 유아가 단일언어 
유아보다 주의전환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16]에서는 
3~5세 이중언어 유아가 단일언어 유아보다 주의전환을 측
정하는 통제과제에서 유의한 차이로 높은 수행능력을 나타
낸 반면, 분석과제와 지식과제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7]에서는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카드분
류과제를 분석한 결과, 이중언어 유아가 단일언어 유아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은 수행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통제와 인지적 융통성 중 주의전환이 이중언어 유아에게 
유리하다고 밝힌 선행연구들 외에 다른 실행기능의 하위영
역, 즉 인지적 융통성 중 작업기억과 정보처리, 목표설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한편, [26]는 영어-중국어 이중언어 유아로 가정에서는 
중국어로 대화하고 영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서는 영어
를 사용하는 대상자이며, [16,17,33]는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유아들로 가정에서는 한국어, 영유아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중국어
를 사용하는 언어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연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는 가정과 지역사회
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영어학원에서는 원어민에 의해 
몰입식 영어수업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다. 이처럼 사용하는 
언어 환경이 다르고, 제 2외국어를 한국어인 모국어 수준만
큼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유
아에게 선행연구결과를 바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

라서 대한민국의 언어 환경에 적합한 조기영어학습의 바람
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몰입식 영어학습 환경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조기영어학습을 위한 적절한 교수방법이나 질 
높은 교육환경에서 영어학습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밝혀진 것[37-39]처럼, 대한민국의 몰입식 영어학습의 형
태가 아니더라도 영어학습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
로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인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
른 실행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간의 실행기능 하위영역 즉, 주의통
제, 인지적 융통성, 정보처리 및 목표설정의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주의통제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인지적 융통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보처리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목표설정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만 5세 유아들로 경남․부산에 위치한 어

학원 2곳(E, W어학원)의 2학급 유아 23명과 어린이집 2곳
(B어린이집, H어린이집)의 2학급의 유아 52명으로 총 75
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5세 이하의 연령은 조기영어학습을 
경험한 유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연령을 만 5세 
유아로 한정하였다.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는 영어학원에서 미국의 영어로 된 
교육과정(Language Arts, Technology & Logic, Arts & 
PE, Library & Research)을 적용한 영어학습을 1년 이상 
받은 만 5세 유아를 의미한다. 이들은 1년 이상 영어학원에
서 매일 원어민 교사에 의한 영어수업을 받고 있는 유아들
이었다.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주 1, 2번, 
하루 30정도 한국인 영어교사에 의해 영어수업을 받은 만 
5세 유아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영어학습 외에 시간에는 국
가수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한 수업을 받았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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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수가 다른 이유는 몰입식 영어학습을 실시하는 영어
학원 1반의 유아 수와 방과후 영어학습을 실시하는 어린이
집 1반의 유아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2곳의 영어학원과 2곳의 어린이집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임의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의 성별분
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der distribution of young children with 
immersive and English learning after school 

division

young children with 
immersive English 

learning

young children with  English 
learning after school

N % N %

boy 10 43.5 23 44.2
girl 13 56.5 29 55.8
total 23 100 52 100

 

Table 1에 의하면,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는 남아 10명, 
여아 13명으로 총 23명이었고,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는 남
아 23명, 여아 29명으로 총 52명이었다. 

몰입식 영어학습 경험 유아의 영어시작 연령 및 어학원
에 다닌 기간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English language learning background of 
young children with immersive English 
learning 

division N %

 age of 
English starting

Under 3 years old 6 26.1

3 ~ 4 years old 12 52.2

4 ~ 5 years old 5 21.7

duration of study 
period

1 year 6 months ~ 2 years 10 43.5

2 years ~ 2 years 6 months 6 26.1

2 years 6 months ~ 3 years 7 30.4

Table 2에 의하면, 영어시작 연령은 3~5세 미만이 52.
2%로 가장 많았으며, 어학원 다닌 기간은 1년 6개월~2년 
43.5%로 가장 많았다. 

2.2 연구도구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실행기능 4개의 하위

영역, 1)주의통제, 2)인지적 융통성, 3)정보처리, 4)목표설
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실행기능 하위영역별 검사도구
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Experiment tool of executive function
domain test tool

attention control stroop tasks

cognitive 
flexibility

attention 
exchange

card classification control 
tasks

working 
memory

memorize according to 
numbers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 fluency

goal setting maze

2.2.1 스트룹 과제 
  주의통제는 Perret이 사용한 것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
구성한 스트룹 과제[3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
는 ‘단순시행’과 ‘간섭시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행기
능 의존도가 낮은 단순시행과제와 실행기능 의존도가 높
은 간섭시행과제가 있다. 구체적인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Composition of stroop task
division composition

simple 
trial

color test The stimulus of a simple trial is a simple 
stimulus of a single dimension, and the 
young children is required to focus 
attention on this dimension. 

letter test

interference
trial*

hindrance 
test

Interference stimulation is a complex 
stimulus consisting of two dimensions. 
Young children should ignore one 
dimension and focus attention on the 
other. 

*The attention control is measured 
by inference trial.  

  

본 연구에서의 3가지 과제는 초시계를 이용하여 각 반응
시간을 측정하였고, 오류반응 수를 분석하였는데, 과제당 오
류 수의 범위는 0~24개이며, 검사의 총 소요 시간은 약 2~
5분 정도였다. 즉, 수행한 시간이 빠르고 오류 수가 적을수
록 주의통제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방과
후 영어학습 만 5세 1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3주 전-후 검
사-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계수는 방해과제의 시간 r=.9
5(p<.001), 오류 수 r=.89(p<.001)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2.2.2 카드분류과제 
인지적 융통성 중 주의전환은 [35]에서 사용한 카드분류

과제(DCCST: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Task)를 
사용하였고, 숫자과제를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이 과제는 
검사자가 규칙을 말하면, 유아가 그에 맞는 카드를 분류하
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색깔, 형태, 숫자 3가지 차원에 따
라 4개의 목표카드와 64개 반응카드(8cm×8cm)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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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험하였다. 목표카드는 1개의 빨간색 삼각형, 3개의 노
란색 사각형, 2개의 초록색 별, 4개의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으며, 반응카드는 형태(삼각형, 사각형, 별, 원), 색(빨간
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수(하나, 둘, 셋, 넷)로 되어있
다. 검사자는 유아가 짝지어 놓은 카드가 맞았는지, 틀렸는
지는 알려주지만 분류전략을 말하지 않는다. 과제는 분석과
제(색깔), 통제과제(숫자, 모양)의 순으로 실시하였고, 색깔
과제 시 유아가 실수를 하면, 정답을 알려주어 연속적으로 
10회를 정확하게 분류하면 검사자는 분류전략을 모양과제 
및 숫자과제로 바꾸어 실시한다. 통제과제의 모양과제와 숫
자과제는 각각 10번씩 실시하였고, 점수 분포는 각 과제당 
0~10점으로, 검사 시 걸린 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린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모양과제와 숫자과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2.2.3  숫자 따라 외우기 
인지적 융통성 중 작업기억은 같은 숫자를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능력을 측정한 것으로 WISC-Ⅲ의 숫자 외우기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는 단순 작업
기억을 측정하였고,‘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를 최신화를 
측정하였다. 각 2개의 예비문항이 있고, 3개의 숫자부터 시
작하여 9개의 숫자까지 ‘바로 따라 외우기’ 8문항, ‘거꾸로 
따라 외우기’ 7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2회 시
행을 모두 성공하면 2점을 받게 되고, 1회 시행만 성공하면 
1점을 받게 되며, 모두 실패하면 0점을 준다. 유아가 두 시
행을 모두 실패하면 검사는 중지된다. ‘거꾸로 따라 외우기’
의 예비문항 시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검사자가 정답
을 알려주며 충분히 검사방법을 이해시킨 후 본 검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원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 
분포는 각각 0~14점이었으며, 검사 시 걸린 시간은 대략 1
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
는 .81이었다[40]. 

2.2.4 도안 유창성 검사 
정보처리는 [30]이 Ruff Figural Test를 국내 상황에 맞

게 수정한 것을 적용하였다. 도안 유창성 검사는 도안1, 도
안2, 도안3의 3가지 소검사가 있다. 제한된 1분 안에 5개의 
점을 2개 이상 연결시켜 선과 도형으로 정확하게 그려진 도
안의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즉, 같은 모양이나 형태를 반복
해서 그린 도안은 횟수에서 제외시켰고, 다른 형태로 그려
진 도안의 수를 점수화하였다. 본 시행을 하기 전에 각 도안

마다 5번 연습시행을 실시하여 유아에게 과제를 이해시킨 
후 실시하였으며, 걸린 시간은 약 10분정도 걸렸다. 본 연
구에서의 1시행 정반응수와 3시행 정반응 수 간의 Pearso
n 상관계수 r=.7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2.2.5 미로  
목표설정은 K-WPPSI의 보충검사인 미로 소검사를 사

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
나의 오류도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해결한 경우 최대점수
를 받는다. 예를 들어, 막힌 길로 완전히 들어가면 1회 오
류, 막힌 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왔다갔다한 경우 1회 오
류, 막힌 길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들어가면 2회 오류
를 범한 것으로 보았다. 각 문항마다 제한시간은 30초에서 
120초까지이다. K-WPPSI에 대한 5~6세 유아의 반분신뢰
도 계수는 .69~.78이었다. 

2.2.6 지능검사 
실행기능이 유아의 지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

과[40]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행기능의 차이를 분석
할 때 지능지수를 통제변인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유아의 지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41]가 개발한 유아용 지
능검사, K-WPPSI(Korean -Wechsler Preschool and P
rimary Scale of Intelligence)를 적용하였다. 이 검사에
는 모양 맞추기, 도형, 토막짜기, 미로, 빠진 곳 찾기 등의 
5개 하위검사로 구성된 동작성 검사가 있고, 상식, 이해, 산
수, 어휘, 공통성 등의 5개 하위검사로 이루어진 언어성 검
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하위검사의 환산점수를 산
출하여 전체 지능지수를 산출하였다. 본 검사는 본 연구자
와 지능검사 자격증 및 수련과정을 거친 유아교육학 박사과
정자에 의해 실시되었고, 유아 당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다. 

2.3 연구절차
2.3.1 연구 보조자 훈련  
연구자 외에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박사과정자 2명이 유

아지능검사와 실행기능 하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들
은 지능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였으며, 실행기능 검사는 
검사 전에 본 연구자에 의해 검사에 필요한 검사자 훈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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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예비검사  
부산시에 소재한 E어학원과 B어린이집에서 검사자들에 

의해 5명씩의 유아를 대상으로 각 실행기능 검사에 관한 예
비검사를 실시하였다. 

2.3.3 실행기능 검사 
본 검사는 유아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자 2명에 의해 실시

되었으며, 2곳의 영어학원 및 2곳의 어린이집 한 교실의 공
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능검사를 통해 일반유아
로 선별된 대상자 중 검사기간 동안 전학을 하였거나 검사
일에 결석을 한 유아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포함된 유아는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는 23명,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는 52
명, 총 75명이었다. 검사는 순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각 실행기능 검사를 교차로 실시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의 배경 변인을 분
석하기 위해 빈도수(백분율)를 산출하영 빈도분석을 하였
다. 둘째, 검사도구의 검사-재검사 간의 신뢰도 계수는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유아의 실행기능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지능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주의통제의 차이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주의통제 점수의 평균

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ttention 
control scores according to type of early 
English learning

division
attention 

control scores
adjusted attention 

control scores
M SD M SD

reaction
time

(second)

immersive 46.13 9.50 46.32 2.31

after school 45.12 12.35 45.03 1.54
number of 

errors
(count)

immersive 1.78 1.65 1.81 .35

after school 2.79 1.79 2.78 .24

Table 5에 의하면, 방해과제에서 반응시간은 몰입식 영
어학습 유아가 46.32(SD=2.31)초로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45.03(SD=1.54)초보다 느렸지만, 오류의 수는 몰입식 영어
학습 유아가 1.81(SD=.35)개로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2.78
(SD=.24)개보다 적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위해 전체지능지수를 공변인으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variance analysis of the average score of 
attention control according to early English 
learning 

division a source of 
chan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d F

reaction 
time

(second)

total   
intelligence 
(covetous)

938.72 1 938.72 7.66**

group
(main effect) 26.20 1 26.20 .21

error 8823.19 1 122.54
sum 164547.00 75

number of 
errors
(count)

total   
intelligence 
(covetous)

15.91 1 15.91 5.54*

group
(main effect) 15.02 1 15.02 5.23*

error 206.67 72 2.87
sum 700.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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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에 의하면, 방해과제에서의 반응시간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오류의 수는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23, p<.05). 

3.2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인지적 융통성의 차이
3.2.1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주의전환의 차이 
조기영어학습 경험에 따른 주의통제 점수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ttention 
exchage scores according to type of early 
English learning 

division
attention exchage 

scores
adjusted attention 
exchage scores

M SD M SD

figure 
test

immersive 8.70 .88 8.67 .23
after school 7.67 1.29 7.68 .15

number
test

immersive 8.22 1.04 8.19 .28
after school 6.77 1.52 6.78 .18

total immersive 16.91 1.78 16.87 .46
after school 14.44 2.56 14.4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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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에 의하면, 카드분류과제 전체는 몰입식 영어학
습 유아는 16.87(SD=.46)점으로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14.
46(SD=.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양과제에서 몰입식 영
어학습 유아는 8.67(SD=.23)점으로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7.68(SD=.15)점보다 높았게 나타났다. 숫자과제에서는 몰
입식 영어학습 유아는 8.19(SD=.28)점으로 방과후 영어학
습 유아 6.78(SD=.1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위해 전체지능지수를 공변인으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Covariance analysis of the average scores of 
attention exchange according to early English 
learning 

division a source of 
chan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d F

figure 
test

total   
intelligence 
(covetous)

13.01 1 13.01 10.49**

group
(main effect) 15.65 1 15.65 12.61**

error 89.30 72 1.24
sum 4903.00 75

number
test

total   
intelligence 
(covetous)

14.94 1 14.94 8.52**

group
(main effect) 31.86 1 31.86 18.18***

error 126.21 72 1.75
sum 4077.00 75

total

total   
intelligence 
(covetous)

55.82 1 55.82 11.59**

group
(main effect) 92.16 1 92.16 19.13***

error 346.83 72 4.82
sum 17828.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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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에 의하면, 카드분류과제 전체는 몰입식 영어학

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9.13, p<.001). 모양과제에서는 몰입
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F=12.61, p<.01), 숫자과제에서는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8.18, p<.001). 

3.2.2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작업기억의 차이 
조기영어학습 경험에 따른 작업기억 점수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working 
memory scores according to type of early 
English learning 

division
working memory 

scores 
adjusted working 
memory scores

M SD M SD

memorize in 
order

immersive 10.00 2.37 9.98 .50
after 

school 9.69 2.41 9.70 .33

memorize 
upside down

immersive 3.74 1.71 3.73 .32

after 
school 2.90 1.42 2.91 .21

Table 9에 의하면, 바로 따라 외우기에서 몰입식 영어학
습 유아는 9.98(SD=.50)점으로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9.70
(SD= .3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꾸로 따라 외우기에서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는 3.73(SD=.32)점으로 방과후 영어
학습 유아 2.91 (SD=.2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위해 전체지능지수를 공변인으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Covariance analysis of the average scores of 
working memory according to early English 
learning 

division a source of 
chan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d F

memorize in 
order

total   
intelligence 
(covetous)

13.80 1 13.80 2.45

group
(main effect) 1.21 1 1.21 .21

error 405.28 72 5.63
sum 7604.00 75

memorize 
upside down

total   
intelligence 
(covetous)

2.28 1 2.28 1.00

group
(main effect) 10.76 1 10.76 4.71*

error 164.67 72
sum 927.00 75

* p<.05

Table 10에 의하면, 바로 따라 외우기에서는 두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1, p>.05). 거
꾸로 따라 외우기는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
습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7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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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정보처리의 차이
조기영어학습 경험에 따른 정보처리 점수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scores according to type of early 
English learning 

division
information processing 

scores
adjusted information process

ing scores
M SD M SD

immersive 20.04 6.62 20.04 1.58
after school 17.92 7.85 17.92 1.05

Table 11에 의하면, 정보처리에서는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는 20.04(SD=1.58)점으로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17.9
2(SD=1.0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위해 전체지능지수를 공변인으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Covariance analysis of the average scores of  
information processing according to early 
English learning 

a source of 
chan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d F

total   
intelligence 
(covetous)

.26 1 .26 .01

group
(main effect) 71.31 1 71.31 1.25

error 4106.39 72 57.03
sum 30051.00 75

Table 12에 의하면,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
어학습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
1.25, p >.05).  

3.4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른 목표설정의 차이
조기영어학습 경험에 따른 목표설정 점수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Table 1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goal setting 
scores according to type of early English 
learning 

division
goal setting 

scores adjusted goal setting scores

M SD M SD
immersive 11.70 2.57 11.63 .51

after school 10.62 2.85 10.65 .34

Table 13에 의하면, 목표설정에서 몰입식 영어학습 유
아는 11.63(SD=.51)점으로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10.65(S
D=.3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위해 전체지능지수를 공변인으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Table 14. Covariance analysis of the average scores of  
goal setting according to early English learning 

a source of 
chang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d F

total   
intelligence 
(covetous)

128.54 1 128.54 21.49***

group
(main effect) 15.34 1 15.34 2.56

error 430.64 72 5.98
sum 9565.00 75

 *** p<.001

Table 14에 의하면,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
학습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5
6, p >.05).  

4. 결론 및 논의

첫째, 주의통제는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주의통제는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
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통제는 3~9세 이하의 이중언어 유
아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보다 뛰어났다는 여러 선행연구
들[17,21,22,33-36]의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두 가지 언
어를 배우는 유아들은 한 가지 대상이나 상황을 다른 언어
로 명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경험이 유아로 하
여금 언어를 사용할 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며, 적절한 언
어를 더 명백하게 표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본 결과는 이중
언어 유아가 실수 없이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언어 중에서 
적절한 언어를 잘 선택하여 사용했다는 선행연구들[21-24]
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즉,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 중 
방과후 영어학습의 형태보다 몰입식 영어학습의 경우가 이
중언어 유아의 주의통제의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7]은 이중언어 유아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 
억제해야 하는 다른 언어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언어적 경험이 주의통제를 
향상시키는 인지적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몰
입식 영어학습 유아 또한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언어 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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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통제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지적 융통성 중 주의전환은 조기영어학습 경험

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주의전환은 몰입
식 영어학습 유아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보다 유의한 차이
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융통성 중 작업기억(최신
화) 역시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실행기능과 관련있는 작업기억인 최신화에서 몰
입식 영어학습 유아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보다 유의한 차
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언어 유아가 단일
언어 유아보다 주의전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선행연구들
[16,17,26,35]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본 결과는 4, 
5세 중국어-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유아가 단일언어 
유아보다 카드분류과제의 수행이 높았다는 선행연구들[17]
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보다 몰입식 
영어학습을 경험하는 유아는 매일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언어적 긴장감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언어 
상황이나 대화 상대자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이를 잘 구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주의를 
전환해야하는 경험의 질과 양이 많을 것이다[42]. 따라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자주 전환하는 언어적 경험이 몰입식 영
어학습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규칙 속에서도 과제에 따라 
적절하게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보처리(유창성)는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처리는 몰
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간에 차이가 나
지 않았다. 특히, 몰입식 영어학습은 주로 학원 건물 속의 폐
쇄된 공간인 어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아들이 영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인 한국어 습득과 달리 구조화된 언어환경 
속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교사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제대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로, 특히, 알아듣지 못하는 원어민 교사의 영어를 듣게 
되는 교사 중심 영어학습 상황 속에 놓여있다[43]. 

따라서 영어학습에 있어서 유아의 유창성과 같은 작업기
억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영어학습 프로그램 및 활동의 개발
이 요구되며, 학습자 중심의 언어학습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도 필요하다. 또한 유아기에 적합한 영어학습을 위한 국가
수준 영어학습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단순히 몰입식 영어학습의 형태로 미국식 교
육과정(Language Arts, Technology & Logic, Arts & P
E, Library & Research)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교육이나 주제 중심 영어교육과

정을 적용하는 등 국내 언어환경 및 누리과정을 반영한 통
합된 형태의 조기영어교육과정이 적합할 것이다. 

넷째, 목표설정은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설정은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 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목표설정의 하위요인인 조직화 및 계획능력은 기억
이나 책략 등의 인지적 성숙이 요구되며, 이는 연령이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 또한, 문제해결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고 문제들을 예측하여 조직화하며 적절한 실행
을 실행해보고 수정하는 등 얼마나 많은 활동을 경험했느냐
가  조기영어학습 경험의 유형보다 더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이디. 따라서 어학원을 포함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유아
들에게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이를 통해 목표설정에 대한 조직화 및 계획능력을 계발
시킬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유아들에게 영어유치
원의 형태나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방과후의 형
태로 조기영어학습이 적용되고 있으나 공교육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유아대상의 영어교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수요자 중심교육 논리에 따라 무한정 확
대되어 가고 있다.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
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시수 증가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
만, 더 이상 시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
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영어교육이 도입되었고[44], 유아
기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유치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4], 유아기 영어교육은 사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조기영어학습의 긍정적인 측면은 적
극 반영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빠른 시일안에 보완하여 음
성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조기영어학습을 양성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정책의 추진 및 실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
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년 
이상 어학원을 다닌 몰입식 영어학습을 받은 유아들과 어린
이집에서 방과후에 영어학습 유아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
에, 몰입식 영어학습 유아와 방과후 영어학습 유아의 영어
학습 경험의 기간 및 가정에서의 영어학습 경험에 대한 통
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영어학습 경
험의 기간 및 질에 따른 심도 있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최근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 영어와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여 매일 받고 있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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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영어학습 유아 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
로 영어로 수업을 받는 국제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상위인지
능력 중 하나로 실행기능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후속연구에
서는 실행기능 외에 사회․정서적인 측면인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또래관계,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비교연구
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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