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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생아와 관련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저출생체중아나 조

산아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지적 능력의 발

달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조산아는 태아가 자궁에

서 발달하는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아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1) 재태기간에 따라 extremely preterm infant(28주 미

만), very preterm infant(28주 이상 32주 미만), moderate to 

late preterm infant(32주 이상 37주 미만)로 세분할 수 있다.2) 

또한 조산 여부와 독립적으로 출생체중이 2500 g 이하일 경우 

저출생체중아라고 하는데, 특히 1500 g 미만인 경우에는 극소

저출생체중아(very low birth weight, VLBW), 1000 g 미만인 

신생아는 초극소저출생체중아(extreme low birth weight, 

ELBW)로 분류할 수 있다.3) 아동의 발달 지연 위험을 높이는 

여러 위험 요인들 중 낮은 출생체중은 생물학적인 발달적 취

약성으로 분류되며, 신경발달학적 위험 요인인 조산아의 저체

중은 인지능력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LBW는 통제집단에 비해 신경심리학

적 결함이나 행동적 장애들이 높게 나타났고 지능평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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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정상체중아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4) 또 다

른 연구에서도 출생체중이 750 g 미만이었던 중학생 집단은 

출생체중이 750~1499 g이었던 집단에 비해 인지기능, 학업 수

행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지적

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적 기능을 가진 경우도 9.5배 높았

다고 보고되었다.5) 이와 함께 극소저출생체중아에게 6세경 실

시한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PPSI)의 언어적 영역의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되었다.6) WPPSI-revised로 지능을 평가한 연

구에서도 극소저출생체중아가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전

체지능 모두 만삭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는 결

과가 있다.7) 더불어 최근 출생 시 저체중이거나 미숙아와 같은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는 고위험군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WPPSI-IV를 실시한 연구에서도, 전체지능 및 세부인지 영역

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조산아의 인지적 발달을 평가할 때에는 시간적 요

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유아 초기의 인지적 수준과 

유아 후기에 평가된 인지적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

다 미세한 인지기능 저하는 영유아 초기에는 감별하기 어렵

고 일반적으로 더 늦은 유아 중기 이후에 나타난다. 미숙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30개월경 인지기능

에서의 장애가 없었던 점은 6세경 인지 발달 문제에 대한 예

측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되었다.9)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7

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가 2.5세경에 경하거나 장애가 없었

다고 보고되었으나,10) 미숙아인 영유아를 추적 관찰할수록 지

적 손상에 대한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다.11) 또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재태기간 33주 전에 태어난 조산아 중 

출생 당시 유의한 수준의 뇌손상이 없었으나, 이와는 독립적

인 인지 결함이 추적 관찰 중 보고되었고 취약한 인지기능과 

언어적 수행이 나타났다.12) 즉, 추적 관찰 중 지적 능력의 결함 

정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산아의 인지적 능력을 신뢰

롭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추적이 필요할 수 있다.13) 따라

서 조산아의 신경발달이나 인지기능의 발달에 대해 정확한 평

가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연령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평가 4판(Korean-Wechsler Pre-
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fourth edition, K-

WPPSI-IV)은 2세 6개월~7세 7개월의 연령범위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지능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이다.14) 웩슬러 지능평가

도구는 많은 연구에 의해 타당도와 임상적 유용성이 경험적

으로 입증되어 왔으며,15) K-WPPSI-IV의 주요한 구성개념에

는 신경심리학적인 인지처리능력과 관련된 가설이 포함되어 

있어 인지신경발달학적 예후지표로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

다.16-18) 또한 K-WPPSI-IV는 다른 영유아 대상의 발달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연령범위를 포괄하여 일관성 있는 비

교에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2세 6개월~3세 11개월용과 4세 0

개월~7세 7개월용으로 검사체계를 구별하여, 유아의 피로도

를 줄이면서도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평가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를 통해 인지 및 신경발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인지기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8) 아울러 표준화된 시행 및 절차에 의해 산출

된 환산 점수를 통해 아동 간의 수행이나 한 아동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행을 규준집단에 근거하여 비교할 수 있다. 영

유아의 지능은 단일 측정보다는 연령에 따라 여러 차례 측정

할 때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19) 상기 

검사는 영유아의 발달 경과를 확인하고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영유아기 지능

에 관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1500 g 미만의 극소저출생체중

아나 초극소저출생체중아의 지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영유아 발달검사(Bayley Scales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를 통해 시행된 연구는 소수 존재하는데, 이 검

사의 발달 지수는 지능 지수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20) 전 세

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WPPSI-IV와 중상 정도의 상관관계

가 있다고 알려졌다.8) 따라서 조산아 집단이 만삭아 집단에 

비해 언어, 인지, 운동 영역의 발달 지수가 모두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보고된 국내 연구의 결과21)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

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신경발달학적 손상이나 인지

적 장해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초극소/극소저출생체중

아는 인지적 발달의 예후를 관찰하기 위해 지능 발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초극소/극소저출생체

중아로 출산된 영유아의 지능을 검증된 최신판 지능평가도구

인 K-WPPSI-IV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미숙아의 출생체중과 

연령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생체중과 연령에 따라 인지 발달의 궤도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고, 전체지능과 연령 간의 관계에서 출생체중의 상

호작용 효과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

께 세부인지 영역에 대한 출생체중과 연령의 영향을 탐색적으

로 살펴보았다. 

방      법

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조산아 중 초극소/극소저출생체중아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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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3~5세의 유아 82명이다. 서울 소재의 한양대학교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입원하

였던 조산아 중 출생체중이 1500 g 미만이었던 영유아를 경

과 관찰하던 중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및 협조가 

가능한 대상만 모집되면서 연구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였으나 

본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81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연

구 참여 거부(23명), 이사(18명), 사망(16명), 경과 관찰 중단(9

명), 다른 연구 참여(9명), 유아의 협조 실패(6명)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 연구에 불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통

계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절  차

본 연구는 본원 임상시험검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HYUH 2015-02-014). 연구 참여를 희망한 보호자에게 

연구 배경 및 목적, 과정, 참여로 인한 위험성 및 불편사항, 혜

택에 대한 안내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한 보

호자의 영유아에 한해서 지능평가를 시행하였다. 검사자는 

아동발달학 전공 중인 대학원생 2명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다. 검사자들은 8시간씩 2회기로 구성된 K-WPSSI-

IV 워크숍을 이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였다. 또한 유아의 

인지기능 발달 수준을 포함한 연구 검사의 결과에 대한 피드

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평가 4판(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fourth edition, K-WPPSI-IV)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평가 4판(K-WPPSI-IV)은 만 2세 6개

월~7세 7개월 사이(2:6~7:7) 영유아의 인지능력을 임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능평가도구로서, 최신 개정판인 웩

슬러 유아지능평가 4판8)을 국내에서 Park 등22)이 표준화한 것

이다. K-WPPSI-IV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나타내는 전체지

능뿐 아니라 세부 인지 영역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점수를 

연령의 발달 수준에 맞게 산출할 수 있다(Table 2). 주요한 세

부 인지 영역은 총 5가지이며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언어이해 지

표는 획득된 지식과 언어적 이해 및 개념 형성과 관련된 능력

과 관련되며, 전반적인 언어적 지능을 반영한다.16-18) 유동추론

지표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개념적인 사고와 범주화 능력, 동

시적인 처리능력과 관련되며 전반적인 비언어적 지능을 반영

한다.16-18) 시공간지표는 시각-공간적 처리와 부분 및 전체의 

관계를 통합하는 능력을 반영하며, 앞서 언급한 언어이해 및 

유동추론 영역과 함께 문제해결, 인지적 유연성, 추론 및 계

획 능력과 같은 실행기능과 관련된다.16-18) 작업기억지표는 순

간적인 시각적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학습 및 기억력을 측정

하며, 처리속도 지표는 보다 단순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게 변

별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16-18)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

평가의 Cronbach’s α는 0.92로 나타났다.14) 

자료 분석

SPSS 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통해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분석하

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로 주요 변인들 간 관계

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로 전체지능과 세부 인

지지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연령과 출생체중을 독립변인으

로 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성별을 투입하였고, 2단계

에서 출생체중과 연령, 3단계에서 출생체중과 연령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과 여, 출생체중은 초극소저출

생체중아와 극소저출생체중아를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변환

하였고, 연속변수인 연령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2)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Age, months, M (SD) 50.2 (12.4)0
Gestational age, day, M (SD) 200.3 (18.3)0
Birth weight, n (%)

ELBW 34 (41.5)0
VLBW 48 (58.5)0

Sex, n (%) 
Male 39 (47.60)

Female 43 (52.40)

Mother’s education, n (%)

≥college level 43 (52.4)0
≤high school level 38 (46.3)0
No answer 1 (1.2)00

ELBW: extremely low birth weight, M: mean, n: number, SD: stan-
dard deviation, VLBW: very low birth weight

Table 2. Primary composite score of K-WPPSI-IV

Composite 
score

Age
2 yrs 6 month 

-3 yrs 11 month
4 yrs-7 yrs 7 month

FSIQ V V
VCI V V
VSI V V
WMI V V
FRI V
PSI V
FRI: Fluid Reasoning Index, FSIQ: Full Scale Intelligence Quo-
tient, K-WPPSI-IV: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fourth edition, PSI: Processing Speed Index, VCI: 
Verbal Comprehension Index, VSI: Visual Spatial Index, WMI: 
Working Memor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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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화(centering)를 하였다.23)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총 82명으

로, 앞서 언급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투입된 독립변인의 수

를 고려하여 Soper24)의 애플릿을 통해 산출한 최소 표본 크기

를 충족하였다(효과크기 0.15, 검정력 0.80, 유의도 수준 0.05). 

다만, 세부 인지 영역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있어서 저연령과 고

연령에게 공통된 영역인 언어이해, 시공간, 처리속도 지표만 분

석에 포함되었다.

Table 3. M, SD, and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mposite score and birth weight/sex

Birth weight Age Sex M SD
FSIQ (n=82) -0.253* -0.146 0.020 95.61 13.19
VCI (n=82) -0.263* -0.013 0.105 93.30 12.64
VSI (n=82) -0.185 -0.405† -0.035 100.21 17.63
WMI (n=82) -0.012 -0.053 -0.131 98.44 14.46
FRI (n=40) -0.168 -0.312* -0.064 93.15 17.64
PSI (n=40) -0.296 -0.089 0.075 97.98 16.56
*p＜0.05, †p＜0.01. FRI: Fluid Reasoning Index, FSIQ: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M: mean, PSI: Processing Speed Index, SD: 
standard deviation, VCI: Verbal Comprehension Index, VSI: Visual Spatial Index, WMI: Working Memory Index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mposite score and birth weight/sex

Dependent variables Model Independent variables β R2 ΔR2

FSIQ (n=82) 1 Sex -0.020 0.000 0.000
2 Sex

Age
Birth weight

-0.053
-0.090
-0.241*

0.075* 0.075*

3 Sex
Age
Birth weight
Birth weight×age

-0.056
-0.178
-0.260*
-0.340*

0.121* 0.046*

VCI (n=82) 1 Sex -0.105 0.011 0.011
2 Sex

Age
Birth weight

-0.158
-0.089
-0.307†

0.098* 0.087*

3 Sex
Age
Birth weight
Birth weight×age

-0.159
-0.181
-0.313†

-0.117

0.104 0.005

VSI (n=82) 1 Sex -0.035 0.001 0.001
2 Sex

Age
Birth weight

-0.042
-0.386‡

-0.094

0.175‡ 0.174‡

3 Sex
Age
Birth weight
Birth weight×age

-0.039
-0.100
-0.114
-0.364*

0.228 0.052*

WMI (n=82) 1 Sex -0.131 0.017 0.017
2 Sex

Age
Birth weight

-0.143
-0.072
-0.050

0.023 0.006

3 Sex
Age
Birth weight
Birth weight×age

-0.141
-0.052
-0.042
-0.158

0.033 0.010

ΔR2: the change in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β: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0.05, 
†p＜0.01, ‡p＜0.001. FSIQ: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VCI: Verbal Comprehension Index, VSI: Visual Spatial Index, WMI: Work-
ing Memor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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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전체지능 및 지표 점수와 성별, 연령, 출생체중 사이의 상관 

계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출생체중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전체지능과 언어이해 지표였으며

(r=0.253, p＜0.05; r=0.312, p＜0.05),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것은 시공간지표와 유동추론지표였다(r=0.405, p＜0.001; 

r=0.312, p＜0.05). 성별은 전체지능 및 지표 점수와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추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별

은 언어이해 영역의 소검사인 수용어휘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r=0.223, p＜0.05).

다음으로 지능에 대한 연령과 출생체중의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4에 제시

하였다. 앞서 언급한 성별과 수용어휘 소검사 점수와의 유의한 

상관관계와 더불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 발달 

문제가 더 많으며4) 시각적 기억력이나 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제

에서 더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25) 이를 고

려하여 1단계에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2=0.000~0.017, NS).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지능에 대한 출생체중의 주 효과

는 물론(β=0.260, p＜0.05), 연령과 출생체중의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하여(β=0.340, p＜0.05), 연령이 지능에 미치는 효과는 

출생체중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단계 2와 3에서의 설

명변량(R2)은 각각 7.5%와 12.1%로서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설

명변화량은 약 4.6%였다(ΔR2=0.046, p＜0.05). 상호작용 효과

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령과 출생체중의 각각 ±1 표

준편차를 기준으로 구분하여23)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1). 

초극소저출생체중아와 같이 출생체중이 극히 낮은 경우는 연

령에 따른 전체지능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출생체중이 더 높은 극소저출생체중아와 같은 경우에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지능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세부 인지 영역별로 출생체중과 연령이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지표점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동일

한 방식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언어이해 영

역에서는 출생체중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β=0.307, 

p＜0.05), 이로 인한 설명변화량은 총 8.7%였다(ΔR2=0.087, p＜ 

0.05). 즉, 언어이해 지표는 연령 수준과 상관없이 출생체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극소저출생체중아가 초극소저출생체중

아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Fig. 2). 다음으로 시공간 영

역에서는 연령과 출생체중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Fig. 1. Birth weight×age interaction effect on FSIQ. ELBW: ex-
tremely low birth weight, FSIQ: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VLBW: very low birt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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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in effect of birth weight on VCI. ELBW: extremely low 
birth weight, VCI: Verbal Comprehension Index, VLBW: very low 
birt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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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rth weight×age interaction effect on VSI. ELBW: extreme-
ly low birth weight, VLBW: very low birth weight, VSI: Visual Spati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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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386, p＜0.001), 단계 2와 3에서의 설명량(R2)은 각각 17.5%

와 22.8%로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설명변화량은 약 5.2%였

다(ΔR2=0.052, p＜0.05). Fig. 3과 같이 연령이 시공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체중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었다. 

즉, 초극소저출생체중아와 같이 출생체중이 극히 낮은 경우

는 연령에 따른 시공간능력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극소저출

생체중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출생체중이 더 높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공간 능력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작업기억지표에 대한 연령과 출생체중의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나, 단계 1의 성별은 물

론(R2=0.017, NS). 2단계의 연령, 출생체중의 주 효과(ΔR2= 

0.006, NS)나, 단계 3의 연령과 출생체중의 상호작용 효과 모

두 유의하지 않았다(ΔR2=0.010, NS).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타당한 지능평가도구를 통해 조산아의 

지능에 출생체중과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연구의 가설은 전체지능과 연령 간의 관계에

서 출생체중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가설대로 조산아의 전체지능과 연령 간의 관계

에서 출생 시 체중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조산아 중 출생체중이 낮은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전체지능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생체

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에는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높

은 지능이 나타났다. 이는 초극소/극소저출생체중아의 지능은 

연령이 낮을 때에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극소저출생

체중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지능에 대한 발

달 지연이 가역적으로 회복되는 경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 결국, 본 연구의 가설대로 영유아의 출생체중에 

따라 인지 발달의 궤도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출생체중의 수준에 따라 차

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더불어 출생체중과 연령에 따라 세부 인지 영역별로 발달 양

상을 살펴본 결과,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첫째로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출생체중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연령의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체중에 따라 언

어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기의 언어이해 능력은 연

령에 관계없이 극소저출생체중아가 초극소저출생체중아보다 

높은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12~24개월경의 조산

아들이 정상군보다 언어 능력이 낮은 발달궤도를 보였다는 종

단 연구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26) 둘째로 시공간 영역에서 연

령과 출생체중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시

공간 능력은 연령이 낮을 때 초극소/극소저출생체중아 간에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극소저출생체

중아의 시공간 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는 극소저

출생체중아의 경우 영유아기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시공간 능

력에 대한 발달 지연이 가역적으로 회복되는 경과를 보일 가

능성을 시사한다. 

지능은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Sternberg27)의 관점이나 발달 지연 영유아의 인지조기중재를 

통해 작업기억이나 시공간능력과 관련된 소검사 수행에서 긍

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보고를 고려해 볼 때,28) 초극소/

극소저출생체중아의 영유아기 인지 발달에 대한 경과 예측은 

치료적 개입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언어이해 영역에 있

어 초극소저출생체중아인 영유아의 경우 경험에 의한 수용어

휘를 증가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극소저출생체중아의 

경우 수용어휘는 물론 범주화나 일반화와 관련된 개념 학습

까지 포함하여 개입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겠다. 또한 시공간 

영역에서는 연령이 낮을 경우 공통적으로 시각-운동을 통합하

는 감각 훈련에 초점을 두고, 극소저출생체중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해결, 인지적 유연성, 추론 및 계획과 같은 

영역도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식의 차별적인 목표를 설

정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재검증

뿐만 아니라 세부 인지 영역별로 출생체중이나 연령에 따라 다

른 발달 양상을 고려하여 설계된 인지 개입의 프로그램이나 이

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업기억 영역에서는 시공간 영역과 달리 출생체중의 

수준이나 연령과 관련된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저출생체중의 조산아 집단이 정상아 집단에 비해 작업기

억이 더 낮았다는 선행연구와는 별개로,8) 초극소/극소 저출생

체중아 내에서는 출생체중이나 연령에 따른 작업기억의 차이

는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K-WPPSI-

IV의 인지 세부 영역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가설에 입각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 시공간 영역과 작업기억 영역에 공통적으

로 반영되는 중요한 인지능력 요소 중 하나로 시지각 능력을 

들 수 있다.29) 더불어 시공간 능력은 시각적 자극에 대한 추론 

및 계획, 문제해결, 인지적 유연성과 같은 고차적 인지기능과 

관련되는 것에 반해, 작업기억 영역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에 

대한 순간적인 기억력이나 반응 억제와 같은 실행기능을 반영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9) 시각 피질의 성숙은 태내 초기 

신경발달 과정과 출산 후 경험에 기초한 가소성이 결정적이라

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30) 본 연구에서 초극소저출생체중아

의 평균 재태기간인 184.4일(약 25주)과 극소저출생체중아의 

평균 재태기간인 211.6일(약 30주)의 차이로 인한 시각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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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공통적인 시각적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

우, 두 영역의 차이에 해당하는 추론 및 계획, 인지적 유연성, 

문제해결력 등의 고차적 인지기능은 출생체중에 기인한 영향

력이 높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 추

론이므로 추후 영상의학적 검사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능과 연령 간 관계에서 출

생체중의 중재효과에 대해 최신판 지능평가도구로 처음으로 

밝힌 연구로서, 조산아의 출생체중 수준이 전반적인 지적 능

력이나 시공간능력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차별적인 발달적 궤도를 보일 수 있음을 밝혀, 인지 발

달에 대한 경과 예측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또한 언어이해나 시공간능력과 같은 세부인지 영역별로 

조산아의 출생체중이나 출생체중과 연령과의 상호작용을 살

펴봄으로써, 차별적인 개입의 방향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 의

미가 있다. 이는 조산아의 인지 발달에 대한 경과를 예측하거

나 인지 조기 중재를 위한 세부 영역별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병원에서 초극소/극소저

출생체중아를 추적 관찰하며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표본 크기 및 표집 방식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전체지능과 시공간/언어이해/작업기억 영역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를 충족시켰으나, 

고연령에서만 산출되는 지각추론/처리속도 영역은 위계적 회

귀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를 충족하지 못하여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및 협조가 가능

한 대상을 중심으로 편의표집하는 과정에서 표집 오차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

다 큰 표본을 확보하고 무선 표집을 통해 표집 오차를 최소화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연령을 포

함하여 분석하였으나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조산아의 지능에 

연령이나 출생체중이 미치는 영향을 단일한 시점에서만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 연구를 통해 미숙아의 

지능 발달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나, 출생체중이 인

지 발달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능평가도구인 K-

WPPSI-IV의 주요한 구성개념에는 신경심리학적인 인지처리

능력과 관련된 가설이 포함되며 신경발달학적 관점에 입각하

여 해석될 수 있으나,16-18) 이는 직접적인 신경촬영술과 연계된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뇌영상 연구를 통해 저체중 

조산아 아동의 인지적 저하 양상과 뇌발달의 관련성, 그 기전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조산아의 출생체중과 연령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지능에 대한 연령과 출생체중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극소저출생체중아의 지능이 저연령일 

때 초극소저출생체중아와 유사하게 나타날지라도,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전체지능에 대한 발달 지연이 가역적으로 회복 

되는 경과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인지 영역에서는, 

언어이해 능력에서 출생체중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연령에 관

계없이 극소저출생체중아가 초극소저출생체중아보다 높은 언

어이해 능력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시공간 능력에 미

치는 출생체중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초

극소/극소저체중아인 미숙아가 영유아기에 출생체중 혹은 연

령에 따라 차별적인 인지 발달 궤도를 가진다는 잠재적인 가

능성을 제안하며, 이들의 세부적인 인지 발달에 대한 경과 예

측과 조기 중재에 있어 시사점을 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중심 단어：한국 웩슬러 유아지능평가 4판; 인지발달; 미숙아;  

초극소저출생체중아; 극소저출생체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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