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록 인지 발달 부분 발췌자료
• 강의특징
–핵심 부분의 요약 정리
–중요 포인트 지적–중요 포인트 지적
–사진, 영상을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퀴즈 및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실전대비
–문제는 출제되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참

고자료를 통해 이해



피아제

인지 발달 측면에서

• 감각 운동기(sensory motor stage)
• 전 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전 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
•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 감각 운동기(sensory motor stage)

– Birth~2세

– 감각적 관찰을 통해 배우기 시작하고 활동, 탐구, 환경
의 조작을 통해 운동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을 획득

– Object permanence

– Symbolization



• 전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 2~7세

– Immanent justice
• 고의로 하나의 그릇을 깬 것 보다 실수로 10개의 그릇을 깬• 고의로 하나의 그릇을 깬 것 보다 실수로 10개의 그릇을 깬

것을 더 나쁘게 생각

– Egocentric(*)

– Animistic thinking(*)

– 상징과 언어를 이전 보다 많이 사용



•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
– 7~11세

– Operational thought

– 3단 논법이 가능(syllogistic reasoning)– 3단 논법이 가능(syllogistic reasoning)

– Conservation(****)
• 대상의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여전히 보존
• 물질, 길이, 수, 액체, 면적

– Reversibility(**)
• 물이 얼음이 되는 과정



4세 아이에게 같은 양의 물을 다른 모양의 컵에 담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아래의 C컵의 물이 가장 많다고 한다. 피아제
의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어떤 개념이 없는 상태이며 이러

한 이러한 개념이 형성되는 발달 단계는?



•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 11~ 청소년기 끝

– 추상적 사고를 하는 능력, 연역적 추론을 하는 능력, 
개념을 정의하는 능력(**)
• 연역이 귀납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



참고 자료

• 아동의 도덕에 관해(문제 출제 수 차례)
– Lawrence Kohlberg의 morality
1. 전인습적 지향 : 행동의 결과로 자신이 벌을 받

을 것인가 여부 보상 여부에 옳고 그름을 판단
(피아제의 전 조작기에 해당)(피아제의 전 조작기에 해당)

2. 인습적 지향 : 남이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평가
할 지 여부나 규율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지가
판단의 기준 (구체적 조작기)

3. 후 인습적 지향 : 사회 계약 관계나 보편적 윤리
의 차원에서 다루는 판단 수준 (형식적 조작기
이상, 가장 성숙한 도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