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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초기 영아의 성장과 발달은 평생건강의 기초가 될 뿐 아니

라 영아의 건강은 차세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조기의 발달사정 및 관리는 매우(Hertzman & Weins, 1996)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의 아동이 발달 및 행동 문제를. 12-16%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American Academy of

그 심각성은 매우 높지만 진단을 목적으로Pediatrics, 2001) ,

한 사정은 쉽지 않은 과제로서 적절한 발달사정도구의 개발,

발달장애와 위험의 조기발견 및 중재의 효과를 밝히고자 하

는 연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Glascoe & Byrne,

심각한 장애에 대해서만 영아기에 발견할 수 있을 뿐1993).

세 전에는 진단을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발달 변화에 영향을3 ,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서 교정 가능하고 유연성이 있

는 시기인 생후 초기에 발달지연이나 위험요인을(Shore, 1997)

발견하고 조기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후의 건강장애 개선

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영아의 건강한 발달

뿐 아니라 가족의 양육능력 증강 그리고 사회적 비용절감효,

과를 얻을 수 있다(Barbouth & Brosco, 2002).

조기중재법에 기반을 두고 포괄적이며 다 학문적인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아동의 발달능력강

화 효과에 기여한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수행 상 가장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목적달성의 초기단계에서 고안된

발달사정도구들이 너무 광범위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 발

달사정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다(Barnett & Macmann,

1992).

국내에서 년도에 시작된 보건소 모자보건선도사업의1998

일환인 영아 성장발달 스크리닝과 운영은 시행 결과 국내의

영아 건강관리 사업소 및 보건소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될 만

한 표준화된 도구가 없고 그 결과 비교될 만한 기준이 없으

며 따라서 사업의 성과도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김진경 김재용 그러나 이러( , 2001; , 2002).

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아발달 스크리닝 운영사업은 중단하

거나 그 순위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그리하여 비록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조기사정 및 중재에 대한 인식은 팽대되

어 있다고 해도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미래 국가경

쟁력으로서 주요 인력인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국내의 영아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련 전

문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선별발달검사도구

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문화적 요소.

를 고려한 한국형 의 개발신희선 한경자 오가실Denver II ( , , ,

오진주 하미나 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 2002b)

보나 이는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스크리닝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이며 민감도와 특이도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전민철 등( , 1997).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Bayley

영아발달도구는 북미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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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발달검

사로서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한경(

자 방경숙 황인주 또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 , 2003).

영아발달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는Bayley , Bromwitch (1997)

그의 연구결과에서 주 개월 사이의 영아에게는 발4 -18 Gesell

달사정도구에 근간을 둔 좀 더 구체적인 발달평가가 더 유용

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의 영아발달 사정도구. Griffiths(1954)

는 의 발달검사 도구에 근간을 두고 영국의Gesell(1934)

가 체계적이고 상세한 영아 관찰과 기존의 다른 도구Griffiths

들을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만든 도구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도구와 달리 사용상 제약이 없이 훈련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개발자가 보고한 도구의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로 높게 나타났고 점수해석의 타당- r=.92

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도구는 내용(Griffiths, 1954).

수정 없이 년에 개정되었고 현재까지 영국과 스웨덴을1984

비롯한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영아 발달

사정도구이다백운학과 임종익( , 1991; Ivarsson, Lernmark &

Svanberg, 1997).

그러나 국내에서 영유아 스크리닝을 시범운영한 경험의 결

과한경자 방경숙 윤순녕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영아의( , , , 2001),

행동표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서술적 적합성뿐만 아니

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도구자체를 번역하여Griffiths

사용하는 것은 국내적용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영아발달검사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간과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유연성이 있는 영아초기.

의 중재를 위해 발달지연 및 위험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련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발달사정도구들은 영아기보다 유아기 이후의 아동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후 년 이내의 초기 영아의 발. 2

달상태를 선별할 수 있고 건강전문인력이 병원 및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나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의 개발

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Griffiths(1954) Mental Development

을 참조하되 한국인 영아를 대상으로 자연 상황에서의Scale

비구조적 행동관찰로부터 발달사정 항목들을 개발하고 기존,

도구를 분석 검토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구로 표준화하여 한국형 영아 발달사정 도구를 개

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의 을 기Griffiths(1954) Mental Development Scale

초로 한국인 영아의 관찰을 통해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고

표준화하여 한국인 초기영아의 발달을 사정하고 발달지연 및,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한국형 발달사정도구를 개

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영아관찰을 통해 개발된 발달사정 항목을 기존 발달도구∙

들의 발달사정 항목과 비교 분석한다, .

한국형 영아발달 사정도구의 최종항목과 기준연령을 채택∙

한다.

개발된 발달사정 항목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발달사정을∙

통해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분석한다, .

영아의 특성에 따른 영아발달지수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아 발달 사정도구 항목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한 도구개발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영아라 함은 생후 개월 이하의 아기를 의미24

하며 서울 및 중 소도시에 거주하는 개월 미만의 영아, , 24

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중 명이 최종분석에990 , 966

이용되었다 대상아의 선정기준은 만삭으로 정상 분만되었으.

며 질병이 없다고 판정된 개월 이하의 영아로서 일 가족24

당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자료수집 설문지 환경적 요인으로서 영아의 성별 부모: ,∙

의 연령 교육정도 및 직업에 대한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

하였다.

자료수집절차
영아 관찰과 기존 발달사정도구의 검토를 통한 발달사•

정 항목의 개발

보건소 내원 영아 어린이집 원생 가정에 있는 영아 등 다, ,

양한 환경에 있는 각 월령의 영아 명에 대해 놀이 식사 등51 ,

을 포함한 구조화되지 않은 자연상황에서의 관찰을 통해 발

달사정 항목의 구성 요소를 열거하였다자세한 기술은 한경자(

등 참조 다음 기존 발달사정도구들에 대한 문헌적 자, 2003 ).

료김재용 신희선 등( , 2002; , 2002b; Bayley, 1993; Griffi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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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여 항목내용의 비교 검토를 거쳐 자료수집을1954) ,

위한 발달사정 항목으로 보완하여 채택하였다.

검사자 훈련•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사자 총 명에게10

도구의 적용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자들은 학부과정에서. 2-4

학년 사이에 의 교육과 적용실습을 수 차례 경험하Denver II

면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학년 학부학생4

및 졸업생 명으로서 본 도구의 영아발달사정 검사방법을10

본 연구자에 의해 교육받았다 교육 내용은 항목내용의 적용.

과 검사결과 해석에 대한 설명과 도구사용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것이며 영아 명에게 사전 실습을 통해 연구자와의 일5

치도 를 획득한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90% .

은 년 월부터 월까지였다2003 1 5 .

발달사정 항목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연구자가 보건소 및 어린이집의 기관장에게 연구목적을 설

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보건소 내원 영아 어린이집 원생, , ,

병원 외래를 방문하거나 가정에 있는 영아의 보호자에게 연

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자료수집을 실시

하였다 채택된 발달사정 항목에 따라 명의 영아에게서 자. 457

료를 수집하였다.

발달사정도구의 항목순서와 연령 확정 및 자료수집•

영아 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일부 항목457

들을 수정 보완하여 발달사정 항목과 순서를 확정하였다 순, .

서의 조정과 문항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하는 문구를 수정

하였을 뿐으로 명의 기존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는데457

는 무리가 없으므로 이 대상자에 더하여 추가로 자료를 수집,

하여 총 명의 영아로부터 발달사정 자료를 수집하였다990 .

발달사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평가,•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형 영아발달 사정도구의

최종항목에 대한 통과월령을 기준으로 도구를 완성하였으며

전문인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성별 부모의. ,

학력 지역에 따른 영아발달지수의 차이를 파악하여 구성타당,

도를 검증하였으며 도구의 검사자간 신뢰도를 측정하기위해,

각 월령 군에서 최소한 명씩의 영아 명을 대상으로 인2-3 47 2

의 검사자로 하여금 동시에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자간 신뢰

도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도구의 월령에 따른 종축과 사정영역에 따른 횡축의 각 항

목을 영아에게 적용하여 측정한 전체 발달지수와 개 하부영5

역별 발달지수는 자료입력과 정리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영역의 문항에 대한 월령별 통과비율을 백분율로 분석하여

나열하였으며 도구의 내용분석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고 검사자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의 환경적 요인.

변수인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에 따른 영아발달정도의, ,

차이를 와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test ANOVA .

연구 결과

한국인 영아 행동 목록의 개발
자연관찰 및 기존 발달사정도구의 검토를 통한 영아행동

관찰목록은 운동발달 항목 개성사회성 발달 항목 듣기52 , - 66 ,

와 말하기 항목 눈과 손의 협응 항목 수행행동 항목40 , 41 , 39

이 각각 포함되었다한경자 등( , 2003).

한국형 영아발달 사정도구 항목과 순서의 확정
한국인 영아행동목록을 기초로 Griffiths mental developmental

한국형 등을 참조하여 항목을 수정 보완하고scale, Denver II ,

총 개 항목이 개 영역에 각 항목씩으로 배치되도록 구260 5 52

성하여 한국형 영아발달 사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의 대상자에게 개발된 도구457

를 적용한 발달 사정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월령별.

통과비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발달사정항목을 통과

연령별로 재배열함으로써 영아발달의 사정을 위한 도구를 확

정하였다 항목의 예는 표 과 같다. < 1> .

발달사정 결과 분석
출생 후부터 만 개월까지의 영아 명을 대상으로 연구24 990

자 및 훈련받은 연구조원에 의한 자료수집을 하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외한 후 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966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영아였으며69.8% 30.1%

는 중소도시에 거주하였다 남아는 여아는 로 비. 51.6%, 48.4%

슷한 비율이었으며 첫째 아이가 둘째 의 순이었, 52.4%, 38.9%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대부분 고졸 또는 대졸이.

었으며 주 양육자는 어머니인 경우가 로 다수를 차지하, 85.5%

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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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수•

본 발달도구는 개월별 영역별로 문항씩이 있으며 그 항, 2-3 ,

목을 대상 영아가 할 수 있으면 통과 하지 못하면 실패로 간,

주하여 영역별 통과항목의 개수를 파악한다 발달지수 구하는.

방법은 먼저 성공한 항목 수를 으로 나누어 정신연령을 구3

하며 정신연령을 실제연령으로 나눈 값에 을 곱하는 것이100

다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정신연령 성공한 항목 수 주= /3( ),∙

발달지수 정신연령 주 수실제연령 주 수 이다= ( / ) × 100 .

단 개월 이전의 경우는 지수범위와 표준편차가 너무 커져, 8

서 결과가 확대 해석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 방법Griffiths

대로 정신연령과 실제연령에 각각 씩을 더한 후 정신연령을8

표 영아발달 사정도구 항목의 예< 1>
운동 개성 사회성- 듣기 말하기- 눈과 손의 협응 수행행동

월

령
문항

번

호
문항

번

호
문항

번

호
문항

번

호
문항

번

호

1

엎어 뉘었을 때 턱을
든다

1
앞사람의 얼굴을
힐끗 본다

1
큰소리에 눈을 크게
뜬다

1
빛을 향해 눈을
돌린다

1
검사자의 손가락을
쥔다

1

엎어 뉘었을 때
고개를 돌린다

2
안아주면 울음을
그친다

2
목소리를 듣고
조용해진다

2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물체를
쳐다본다

2
손을 입으로
가져간다

2

발로 검사자의 손을
민다

3 얼르면 미소짓는다 3
울음소리 이외의
소리를 낸다

3 도까지 따라간다90 3
주먹을 입에 넣고
빤다

3

4

엎어놓으면 팔을
짚고 머리와 가슴을
든다

9
달래면 울음을
그친다

9
음악소리에
귀기울인다.

9 딸랑이를 손에 쥔다 9
손을 뻗어 사람이나
물건을 잡으려한다

9

두 팔을 당겨 앉힐
때 머리를 가눈다

10

놀이에 반응을
보이며 흥미있어
한다

10
큰소리를 내며
웃는다

10
작은 물체를 주목해
본다

10

작은 인형을
뺏으려고 하면 꼭
쥔다

10

뒤집는다 11
손에 쥔 장난감을
뺏기지 않으려 한다

11

모음과 자음을 합쳐
두 음절의 소리를
낸다

11
손을 뻗어 딸랑이를
잡으려 한다

11
작은 인형을 입으로
가져가 빤다

11

11

한손을 잡고 걷는다 27
예쁜짓하라고 하면
한다

27
두 가지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

27
양손에 적목을
맞잡고 두드린다

27
컵에서 적목을
꺼내려 한다

27

앉았다가 혼자서
일어선다

28
거울을 관심있게
본다

28
혼잣말하듯이
중얼거린다

28
검지로 물체를
가리킨다

28
장난감을 든 손을
찾는다

28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N=966)
변수 실수(%) 변수 실수(%)

거주지역 서울 675(69.8) 어머니 직업 전문직 80( 8.3)

중소도시 290(30.1) 일반사무직 72( 7.5)

농촌 1( 0.1) 기술직 5( 0.5)

성별 남아 498(51.6) 상업 20( 2.1)

여아 468(48.4) 기타 41( 4.3)

출생순위 첫째 504(52.4) 전업주부 742(77.3)

둘째 374(38.9) 아버지 직업 전문직 182(19.0)

셋째이상 83( 8.7) 일반사무직 367(38.4)

어머니 교육정도 중졸이하 17( 1.8) 기술직 126(13.2)

고졸 462(48.4) 육체근로자 8( 0.8)

대졸이상 475(49.8) 상업 86( 9.0)

아버지 교육정도 중졸이하 15( 1.6) 농업 3( 0.3)

고졸 344(36.1) 기타 175(18.3)

대졸이상 593(62.3) 무직 10( 1.0)

분만형태 자연분만 594(61.6) 주 양육자 영아 어머니 815(85.5)

제왕절개 370(38.4) 조부모 42( 4.4)

외조부모 63( 6.6)

동거양육도우미 6( 0.6)

비동거양육도우미 11( 1.2)

기타 16( 1.7)

무응답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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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연령으로 나누어 을 곱하여 발달지수를 산출하는 방100

법을 사용하였다 발달지수가 이면 정신연령과 실제연령이. 100

같은 것으로 가장 표준적인 발달상태를 나타내며 보다 크, 100

면 클수록 그 월령의 아기들에 비해 발달이 빠른 것이고, 100

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발달이 늦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대상자 명의 발달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발966 GQ(

달지수는 최소값 최대값 였으며 평균과 표준편) 73.33, 147.74

차는 였다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101.63±10.89 .

그림 과 같이 정규분포에 매우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일< 1> .

반적인 발달지수 평균 을 기준으로 본 연100 (Griffiths, 1954),

구결과 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발달사101. 63

정도구가 한국인 영아에게 적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

세부 영역별로 보았을 때는 개성사회성 발달영역 이- (QB)

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행행동영역 이 로 가장106.06 , (QE) 98.78

낮았다 이 결과는 개성사회성 발달항목의 통과 기준월령을. -

높이고 수행행동의 통과기준 월령을 낮추는 일부 수정을 위

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전체대상자 출생 개월 의발달지수< 3> ( -24 ) (N=966)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발달지수GQ( ) 73.33 147.74 101.63 10.89

운동발달QA( ) 59.90 178.21 101.47 13.92

개성사회성발달QB( - ) 64.03 168.96 106.06 14.17

듣기와 말하기QC( ) 62.53 159.89 99.28 14.28

눈과 손의 협응QD( ) 61.54 164.37 102.59 14.25

수행행동QE( ) 66.67 164.71 98.78 13.69

그림 발달지수의 분포 개월< 1> (1-24 )

발달지수를 개월 이하와 개월 대상자로 분류하여 다12 12-24

시 발달지수를 분석한 결과 개월 이하는 평균이12 GQ 105.74

로 높았으며 특히 개성사회성발달이 가장 높아 였다, - 110.44

표 반면에 개월 대상자의 평균은 였으며< 4>. 12-24 GQ 96.49 ,

특히 듣기와 말하기가 으로 가장 낮았다 표 본 도구92.80 < 5>.

적용 결과는 개월 이하의 영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24

발달지수가 거의 에 근사한 값이었지만 개월 미만 영아100 12

에서는 도구의 기준연령이 비교적 낮아 기대수준보다 발달이

빠른 반면 개월의 대상자에게는 도구의 기준연령이 비, 12-24

교적 높게 책정되어 기대수준에 비해 발달이 늦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표 개월 이하 대상자의 발달지수< 4> 12 (N=537)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발달지수GQ( ) 77.48 147.74 105.74 10.73

운동발달QA( ) 61.54 178.21 104.05 15.54

개성사회성발달QB( - ) 64.03 168.96 110.44 15.14

듣기와 말하기QC( ) 66.67 159.89 104.47 15.17

눈과 손의 협응QD( ) 61.54 164.37 106.79 15.88

수행행동QE( ) 66.67 164.71 102.99 14.64

표 개월 대상자의 발달지수< 5> 12-24 (N=429)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발달지수GQ( ) 73.33 120.78 96.49 8.69

운동발달QA( ) 59.90 153.23 98.25 10.75

개성사회성발달QB( - ) 71.11 133.84 100.58 10.56

듣기와 말하기QC( ) 62.53 123.56 92.80 9.79

눈과 손의 협응QD( ) 75.03 124.33 97.32 9.57

수행행동QE( ) 67.22 140.63 93.50 10.19

월령에 따른 각 영역 항목별 통과 비율•

월령에 따른 각 영역의 항목별 통과비율을 분석하여 각 항

목의 순서 배열이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이는 명의 사전조. 457

사를 통해 수정하고 다시 명의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통과996 .

비율을 살펴보면 각 월령에 적합한 항목이 순서대로 제시되

어 있어 영역별 항목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통과비율은 차

츰 감소해감을 볼 수 있으며 이로써 항목 배열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통과기준 연령별 배열.

의 재조정이 요구되나 극히 제한된 것이며 차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도구의 신뢰도•

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인의 자료수집자가 동시에2 47

명의 대상자에게 발달사정한 결과 검사자간 신뢰도는 두 검

사자간의 전반적 발달지수와 각 영역별 발달지수에서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 발달지수 와. (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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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발달지수에서 모두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r= .99

였다 표< 6>.

표 검사자간 신뢰도< 6> (N=47)
항 목 r

전반적 발달지수 .999**

운동발달 .999**

개인 사회성 발달 .997**

듣기와 말하기 .997**

손과 눈의 협응 .997**

수행행동 .992**

**p<.01

또한 검사자간 일치도에서는 계수 이상의 문항이Kappa .70

개 항목 중 문항으로 로 만족할만한 수준을 나타260 221 84.6%

냈다 영역별로는 각 문항씩에서 계수 이상의 문. 52 Kappa .70

항은 운동발달 문항 개성사회성 발달 문항 듣기와 말하48 , - 45 ,

기 문항 눈과 손의 협응 문항 수행행동 문항이었다42 , 40 , 49 .

도구의 타당도•

도구의 각 항목에 대하여 아동간호학 교수 인 년 이상의2 , 3

아동간호 실무경력자 및 년 이상의 아동간호 실무경력을 가3

지고 아동간호학 전공 대학원과정에 있는 전문가 인이 토론4

을 거쳐 항목을 확정지음으로써 내용타당도를 높였다 집단.

비교법에 의한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보기 위하여 차이를 보

이리라 예상되는 지역 아버지의 직업 부모 학력에 따라 발, ,

달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서울지역의 영아는 중.

소도시의 영아보다 유의하게 발달지수가 높았으며 아(p=.006),

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도 전문직 아버지의 영아는 노동이나

상업 농업을 하는 아버지의 영아보다 발달지수가 의 유, p<.10

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중,

졸이하인 경우 영아의 발달 지수가 가장 낮고 학력이 높아질

수록 영아의 발달지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타 연.

구들에서 사회경제적 상태나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따,

라서 본 발달도구의 집단 비교법에 의한 구성 타당도가 입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모유수유를 하는 영아는 그. ,

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인지적 발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모유수유아는 인공,

영양이나 혼합영양을 한 영아에 비해 발달지수가 의 유p<.10

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동의 특성에 따른 발달지수 비교
성별에 따른 발달지수 비교•

성별에 따른 발달지수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 발달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역별로 볼 때 개성. -

사회성발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p<.10

하게 발달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표 성별에 따른 영역별 발달지수 비교< 8>
남아(n=495) 여아(n=467) t p

운동발달 101.01±13.61 102.06±14.24 -1.163 .245

개성사회성 발달- 105.37±14.84 106.91±13.38 -1.681 .093*

듣기와 말하기 98.85±14.12 99.79±14.44 -1.020 .308

눈과 손의 협응 102.57±14.10 102.72±14.41 -.166 .868

수행행동 98.51±13.49 99.16±13.91 -.742 .458

전반적 발달 101.26±11.03 102.12±10.72 -1.219 .223

*p<.10

출생순위에 따른 발달지수 비교•

출생순위에 따른 발달지수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 발달지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로 사후 검정한 결과 출, Scheffé

생순위 첫째가 둘째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

역별로는 개성사회성 발달 듣기와 말하기 및 눈과 손의 협- ,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발달지수 비교< 7>
변수 구분 n 발달지수 t or F p

지역 서울 673 102.41±10.89 3.149 .002***

중소도시 289 100.01±10.69

아버지 직업 전문직 181 102.46±12.31 1.792 .074*

노동 상업 농업, , 107 99.89±10.69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15 97.57±10.85 1.734 .177

고졸 343 101.26±10.98

대졸이상 591 102.08±10.77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18 100.39± 9.98 1.396 .248

고졸 461 101.15±10.89

대졸이상 472 102.28±10.84

수유형태 모유수유 370 102.43±11.23 1.711 .087*

혼합 인공영양, 569 101.19±10.69

*p<.1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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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에서는 개성사회성, -

발달 및 눈과 손의 협응에서만 첫째가 둘째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논 의

아동의 발달사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중재에 포함되,

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동이 보이는 모든 행동기술 지식. ,

그리고 성격에 대한 의미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기

대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는 근본적으로 문화적 요소가

스며 있다 그러(Bornstein, 1991; Greenspan & Meissels, 1994).

므로 아동의 발달사정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도.

구개발을 위하여 일차 연구로서 인위적이 아닌 자연 상황에

서 생후 개월 이하 국내 영아의 행동관찰을 통해 한국인24

영아행동목록을 개발하여 보고한 바 있다한경자 등( , 2003).

본 연구는 일차연구에서 개발된 영아행동목록을 근거로 개24

월 이하의 국내 영아의 발달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 한국형

영아발달사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달사정도구들은 대부분 외국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거나 일부 항목만을 수정하여 사용하

였으나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양상이 양육의 문화적 신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

서 국내 영아에 대한 서술적 관찰절차를 통해 기초 항목을

개발한 것은 한국 영아의 발달사정도구 개발을 위한 필수적

인 과정이었다고 보며 한국인 영아행동의 문화적 속성이 반

영된 타당성 높은 도구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도구의 전체적인 틀은 도구를 근간으로 하였는Griffiths

데 그 이유는 영아발달은 발달 영역간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우선 전체적인 발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

나 전체 발달지수 뿐 아니라 발달영역별로 영역발달지수를

구할 수 있어 발달 영역간의 균형적 발달이 이루어졌는지 어,

떤 영역의 발달 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임상적

용의 효용적 가치가 높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

에서도 발달영역을 도구에서와 같은 운동발달Griffiths

개성사회성 듣기와 말하기(Locomotor), - (Personal-Social),

눈과 손의 협응 수행(Hearing and Speech), (Eye and Hand),

행동 의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Performance) 5 (Griffiths,

각 발달 영역별로 개월까지 개씩의 항목을 포함하1954), 24 52

였다.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과 이정욱 이 지적한, , , (2002)

바대로 영아의 발달은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의해서

만 평가가 가능하므로 영아발달 평가 도구의 객관성을 유지,

하고 문항의 내용을 검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용어,

를 선택하여 내용구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적 항목이나 검사 상 특수 도구가

필요한 것들은 발달검사의 용이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항목들은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관찰.

을 통해 도출된 항목 중 운동발달 영역에서 미끄럼대를 거꾸‘

로 올라가려 한다 미끄럼대에 올려놓으면 미끄럼을 탄다’, ‘ ’,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간다 등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 ’,

는 항목들이며 특수도구가 필요한 항목으로 검사 항목적용의

용이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달사정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운동발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목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 , ,

기 서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공차기 등 관찰된 내용들은, , , ,

본 연구대상자의 통과기준 월령과 타 도구에서의 기준연령을

참고로 하여 순서 및 월령을 배열하였다.

개성사회성 영역의 항목들은 사람 및 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엄마를 보면 몸을 흔들, ‘

고 좋아한다 까꿍하면 소리내어 웃는다 등 이 시기에 공통’, ‘ ’

적으로 보이는 특성이지만 기존의 발달도구 항목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동항목들이 포함되었으며 예쁜 짓 하라고 하면, ‘

한다 잼잼한다 등 우리 문화에서 자주 언급되고는 하는 영’, ‘ ’,

아행동의 특징적 표현들이 포함된 것이 특기할 만 하다.

듣기와 말하기에서도 꿀꿀과 같은 동물소리를 따라한다‘ ’ ’

와 아바 어마 맘마 소변이 마려울 때 쉬라고 얘기한다‘ , ’, ‘ ’, ‘ ’

등 실제 한국 영아들이 언어발달 초기에 발성하는 생생한 소

리들이 언어영역의 검사도구에 포함된 것이 본 연구결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와 하. , , ,

미나 의 연구에서도 미국과 한국 영유아의 발달상태에(2002a)

표 출생순위에 따른 영역별 발달지수 비교< 9>
첫째(n=503) 둘째(n=371) 셋째이상(n=83) F p Scheffé

운동발달 101.94±13.93 101.44±14.35 99.34±11.99 1.249 .287

개성사회성 발달- 106.97±13.82 104.58±14.21 107.10±15.47 3.315 .037* 1>2

듣기와 말하기 100.36±14.53 98.11±13.82 97.97±14.41 3.067 .047*

눈과 손의 협응 104.10±14.77 100.80±13.35 101.82±14.04 5.948 .003** 1>2

수행행동 99.41±13.04 98.23±14.49 97.53±13.27 1.192 .304

전반적 발달 102.56±10.84 100.62±10.81 100.75±11.24 3.704 .025* 1>2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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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많고 특히 언어항목에서의 선별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고유한 한국적 표현요소들이 반영된 발달사정 도구를 개발한

것은 매우 가치있는 작업이었다고 본다.

눈과 손의 협응영역은 손동작의 발달이나 조작능력들이 포

함되는데 적목쌓기나 물체 잡기 그리기 등 일반적인 발달, ,

항목 뿐 아니라 책장을 넘기며 책을 본다 장난감 자동차를‘ ’, ‘

밀며 논다 등 이 시기 아동의 관심사항을 나타내는 항목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씽크대나 장식장 문을 열고 닫는다와 같이. ‘ ’

구체적 상황에서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도 포함되었

다 관찰 항목에서 나타났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 작은. ‘ ’, ‘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른다 등은 객관적 판단이 모호할 수 있’

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라 제외되었다.

수행행동영역의 항목들은 영아가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행동이나 눈과 손

과 인지의 통합적 능력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발달행동항목들

을 포함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떨어뜨리는 행동을 반. , ‘

복한다 모양맞추기 통에 원모양을 맞추어 끼울 수 있다’, ‘ ’,

같은 색 적목을 개 이상 찾는다 등이다‘ 2 ’ .

영아발달 평가도구는 내용 구성에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

도록 항목이 구성되어야 하며 각 평가 항목이 영아발달의 포,

괄적 영역에서 특징적 행동반응요소와 발달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발달행동 특성을 들어내는 구체적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몇몇 연구자들의 지적과

같이이영자 등( , 2002; Bayley, 1993; Greenspan & Meissels,

본 도구에서는 개 발달영역에 월령단계별로 비교적 충1994) 5

분한 같은 수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배열하였다.

최종 결정된 발달검사 항목을 명의 대상자에게 적용하990

고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고찰해 보면 본 연구에서966 ,

개월 이하의 영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발달지수가24

거의 에 근사한 값이었지만 개월 이하 영아는 기대수준100 12

보다 발달이 빠른 반면 개월의 영아는 기대하는 월령기, 12-24

준에 비해 발달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영아발달 사.

정도구는 국내 영아의 평균 발달상태를 기준으로 개발하여

각 대상자의 발달 사정 시 발달의 빠르고 늦음을 확인하며

발달지연아를 조기에 발견해 내기 위한 것이므로 이후 개, 12

월 이전에 적용할 발달 항목들의 통과기준월령을 높이고,

개월 영아의 일부 발달항목들의 통과기준월령을 낮추는12-24

보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기초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화해 가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 돌봄의 양육환경요소는 초기 영아에게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아 발달사정에서 장애뿐만 아.

니라 양육환경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강점을 발굴하는 것은

조기에 중재계획을 함으로써 장애예방은 물론 더 근본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연구대상자들에게 발달(Greenspan & Meissels, 1994).

검사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항목통과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적절한 경험의 기회제공이 부족,

하여 영아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을 감안할 때 본 도구의 적용은 체계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

의 계기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명의 대상자를 두 사람이47

동시에 관찰하여 관찰자간 신뢰도를 본 결과 전체지수에서

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계수 이상의 문항.999 Kappa .70

은 전체문항의 를 차지해 신뢰할만한 도구인 것으로 나84.6%

타났다 이는 각 발달항목에 대해 통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 ’

기준과 지침서를 명확히 제시하고 관찰자의 훈련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높인 결과라 하겠다.

또한 집단비교법에 의한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지역

과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학력에 따라 발달지수의 차이를 비,

교하였는데 지역이나 아버지의 직업은 사회경제적 사회문화, ,

적 수준의 중요한 변수로서 터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Durmazlar, Ozturk, Ural, Karaagaoglu, & Anlar(1998)

서는 검사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Denver II ,

어머니의 학력 등 사회문화적 요소에 따라 발달 사정 결과에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수년간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

토한 와 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태Bradley Corwyn(2002)

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의 수입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라,

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본 연구에서 지역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지만 부모의 학력이 높은 군에서 아동의 발달지수,

평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경제적 문,

화적 수준에 따른 발달지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지지되었다

고 본다.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발달지수 비교에서는 먼저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전반적 발달지수나 다른 영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성사회성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발달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비교할만한 과학,

적 자료들을 찾기 어려워 더 이상의 논의에는 어려움이 있으

며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출생순위에 따른 비교에서는 첫째 영아가 둘째 영아

보다 전반적 발달지수나 여러 영역에서 발달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를 통한 스크리닝 결과를 분석한 방경숙, DDST ,

김용순 박지원과 이혜정 의 연구에서 출생순위 둘째인, (2002)

영유아가 첫째보다 비정상발달이나 의심스런 발달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운동발달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형 영아발달사정도구의 개발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3), 2004 7 329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놀이경험의 기회정도에 따라 더 민감

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성사회성 발달이나 듣기와 말하-

기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출생,

순위 둘째인 영아보다는 첫째 영아에게 부모의 더 많은 관심

과 돌봄이 제공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모유수유가 발달을 증진시킨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

으며 모유수유를 한 영아가 인공수유나 혼합수유군의 영아보,

다 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과 의 연구에서IQ Gale Martyn(1996)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모유수유아는 인공영양아에 비해 유

의하게 전반적 발달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의 증거들은 국내에서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유럽과 동남아 쪽에서 그 유용성을 평가받고 있

는 발달사정도구의 틀을 참조하고 한국 영아에게 적Griffiths

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 영아에 대한 행동관찰 결과 개

발된 항목을 기초로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한국형 영아발달 사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도구는 특히 전체 발달지수 뿐 아니라 발달.

영역별로 영역발달지수를 구할 수 있어 어떤 영역의 발달 상

문제가 있는지 발달 영역간의 균형적 발달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임상적용의 효용적 가치가 높다 본 도구의.

적용을 통한 영아발달사정의 확산은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일

차적인 아동간호 실무영역의 질 향상과 아동간호사의 역할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는 아동건강간호학

실무지식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아의 발달을 조기에 사정하고 발달

지연 및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한국형 영아발달

사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개월 이하의 영아에 대, 24

한 행동목록을 기초로 문헌적 자료와 비교하여 항목을 보완

한 후 발달영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운동발달 개성사. , -

회성 발달 듣기와 말하기 눈과 손의 협응 그리고 수행행동, , ,

의 개 영역에 각각 개 항목씩 개의 항목이 개발되었다5 52 260 .

이 개 항목들은 명의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각 발달항260 457

목에 대한 월령별 통과비율을 파악하여 발달사정 항목의 순

서를 재조정하였다 이후 완성된 발달사정 도구를 이용하여.

명의 대상자에게 발달 사정 자료를 수집하고 이중 명990 966

을 최종 대상자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월 이하의 영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24

때는 전체발달지수가 로 평균이 이 되어야 하101.63±10.89 100

는 것에 비추어 매우 근사한 값을 보였으며 분포를 히스토그,

램으로 나타낸 결과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발달사정도구가 한국인 영아에게 적절함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달지수를 개월 이하와. 12 12-24

개월 대상자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개월 이하는 평12 GQ

균이 로 다소 높았으며 개월 대상자의 평균105.74 , 12-24 GQ

은 로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형 영아발달96.49 .

사정도구는 국내 영아의 평균적인 발달상태를 기준으로 개발

하여 각 대상자의 발달사정 시 발달의 빠르고 늦음을 확인하

며 발달지연아를 조기에 발견해 내기 위한 것이므로 이후, 12

개월 이전의 일부 발달 항목들은 통과기준 월령을 높이고,

개월의 일부발달 항목들은 통과기준 월령을 낮추는 보완12-24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서 검사자간 신뢰도는

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수 이상의 문항은 전r=.999 , Kappa .70

체문항의 를 차지해 신뢰할만한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84.6%

다 집단비교법에 의한 구성 타당도에서도 지역 및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예상되는 방향으로의 차이를 보여 타당도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영아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발달 검

사의 기초 항목개발과 이를 기초로 한국형 영아발달사정도구

가 개발된 것은 아직까지 국내 영아를 대상으로 행동관찰로

부터 출발한 한국형 발달사정도구가 없는 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한국형 영아발달 사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데 큰 의의

가 있다 본 도구의 적용을 통한 영아발달사정의 확산은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적인 아동간호 실무영역의 질 향상 내

지는 아동건강간호학 실무지식개발에 기여하는 연구결과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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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Korean Infan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Development of Korean Infan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Development of Korean Infan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Development of Korean Infan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
Han, Kyung-Ja

1)
Bang, Kyung-Sook

2)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Purpose: To develop an Infant Developmental Assesment Scale appropriate for Korean infants that includes

cultural context. Method: The total sample included 990 infants aged birth to 24months. The developmental tests

were conducted at hospital well baby clinic, daycare centers, public health centers and homes located in city, urban

and rural areas. Item analysis was done to examine content validity of the scale. Test responses were analyzed by

SPSS to examine the inter-rater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Result: Based on the naturalistic observation and

analysis of other developmental instruments, 260 Korean infant developmental items were created. The mea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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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evelopmental quotient of 966 infants was 101.63±10.89. Correlation coefficient of inter-rater reliability was

.99. In addition, 84.6% of total items showed Kappa .70 and above. The development quoti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residential area and father's occupation, therefore, construct validity using known

group technique was supported. Conclusion: The developed instrument can be used to assess the development of

handicapped infants, as well as normal infant's general abilities and to study individual differences within the

normal range for Korean.

Key words : Infant, Developmental assessment scale, Health promotion, Developmental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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