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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aimed to develop a play toolkit to facilitate infants’ and toddlers' symbolic thought and fine motor development.
Methods: This study used a methodological study design including two phases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After reviewing the
play culture and developmental health issues in Kyrgyzsta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local experts and 
parents, the toolkit was developed and evaluated using content validity and utilization tests. Results: The toolkit was based on 
Westby’s symbolic play and the fine motor milestones in the Bright Futures Guidelines. The Toolkits were composed of an overall
suggested play schedule according to the child’s age, four kinds of play props, and a utilization guidebook for parents. The play 
props were a felt book, sorting and assembling blocks, cup blocks, and a tangram. The guidebook contained age-appropriate 
operating methods and alternative ways to use the materials. Conclusion: A play toolkit was developed to enhance nurturing 
practices among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The findings may help facilitate effective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Considering that nurturing care is critical for achieving better child health outcomes, enhancing parenting resources and
parent-child relations could function as an effective strategy for promoting child health.

Key words: Child development; Play; Playthings; Parenting; Parent-child relations 

Copyright © 2019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 15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16 세계아동현황보고서’[1]

에 의하면 제 3세계 어린이가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약 560만명의 어린이가 폐렴, 설사병, 말라

리아, 홍역 등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저개

발국가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선진국 5세 미만 아동 사망률보

다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3세계에서 성장발달이 

지연되는 아동의 수가 2억 5,000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 불평등 격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이들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는 빈혈과 같은 질병, 영양부족, 안전하지 못한 환경, 부모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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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저하, 교육기회의 부족 등이 보고되고 있다[2]. 다양한 원인으

로 인해 성장발달이 지연된 아동은 정상적으로 발달과업을 마친 

아동보다 학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향후 수입의 

규모가 감소하며, 다음 세 에 가난을 물려주기 쉬우므로[2,3]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 성장발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

한 해결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Nurturing Care Frame-

work’[2]는 아동의 건강, 영양, 안전, 교육, 감정적인 교류 및 상호작

용을 위한 부모와 기타 돌봄제공자의 호응적인 양육태도를 강조한

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양육효능감

을 느낄 수 있고,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인지발달과 전반적

인 심리 ․ 사회적 적응과 접한 관련이 있다[4,5]. 또한 부모-자녀 

간의 호응적인 관계는 자녀의 사회 ․ 정서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신

체적, 인지적 발달도 촉진시킨다[6]. ‘Nurturing Care Frame-

work’[2]에 따르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만 3세

까지의 영유아에 한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 아동의 출생부터 만 

3세까지의 시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설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뇌

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이며, 뇌의 약 80%가 이때 성장

을 마치기 때문이다[2]. 또한 5세 미만 아동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노출될 경우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7].

놀이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및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여[8] 

유아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한다. 영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이지만 부

모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부모와의 신체접촉, 화, 놀이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 소근육 운동발달, 정서발달, 인지적,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9]. 따라서 발달시기에 맞는 적합한 놀이를 

통해 영유아기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해 발

달되는 영역 중 소근육 운동(fine motor)은 사물을 획득하고 조작

하기 위해 손으로 수행하는 운동 기술로[10] 시각과의 협응을 통해 

섬세하고 정확한 손동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소근육 운동이 발달했다는 것은 여러 운동능력이 통합되고, 중추

신경계가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언어발달과 접한 관련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하다. 소근육 발달과 더불어 이 연령 의 

영유아에게는 상징의 개념이 발현되는 시기이다. 상징이란 영유

아의 감각운동적 경험이 표상적인 지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상징을 

활용하는 상징놀이는 인지능력의 발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11]. 또한 상징놀이는 특정 행동이나 사물로부터 사고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식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기조절 활동을 위해 충

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도록 돕는다[12].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총 인구 중 영유아 및 청

소년 인구가 30.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로 아동의 18.0%

는 영양실조 상태이고, 5세 미만 영유아의 22.9%는 철분결핍성 빈

혈을 가지고 있다[1].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키르기스

스탄의 저성장 아동비율(stunting rate)은 농촌 지역 5세 미만 아동 

중 21.0%, 도시 지역 5세 미만 아동 중 9.0%에 달한다. 또한 2018년 

유니세프의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1]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의 가정에서 4개 이상의 가정 내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어

머니의 비율이 29.7%, 아버지의 비율은 2.8%로 아동의 성장발달

을 촉진하는 활동에 부모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키르기

스스탄 아동의 27.3%만이 아동을 위한 책이 3권 이상 있는 가정에

서 성장하고 있고, 2개 이상의 장난감을 가진 아동은 전체의 59.3%

에 불과했으며, 57.1%의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 체벌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부모가 자녀 양육

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며,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13].

유니세프에서 2009년에 개발한 아동발달키트(Early Childhood 

Development kit, ECD kit)에는 0~6세 아동의 발달을 위한 활동 

물품이 담겨있다. ECD kit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 저개

발국가에 총 89,659개가 배부되었고, 그 중 중앙아시아에는 총 

1,646개, 키르기스스탄에는 총 691개가 배부되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배부를 받았다[14]. 이는 키르기스스탄 내 마을건

강위원회의 ECD 진행자와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6개월~2세 아동

을 위한 수제책을 만드는 훈련을 받고, 키트를 직접 제작하여 고질

적인 키트 구매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현지에

서 키트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배부하기 위해서는 제작비용 감소

와 아동의 성장발달 필요성에 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14]. 키르기스스탄 아동의 성장지연과 

양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유니세프의 사례처럼 아동의 성장발달 촉진을 위한 개입과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키르기스스탄 영유아의 성장발달 촉진에 기여하는 키트를 개

발하고,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부모가 직접 양육에 참

여함으로써 nurturing care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발달 촉진 키트를 개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성장발달 촉진 키트의 구성요소인 놀잇감, 놀잇감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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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방법, 놀잇감 및 놀이 활용에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한다. 

 개발한 성장발달 촉진 키트를 상자에게 적용한 후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 악오르고, 악오르도 지역 영유아의 성

장발달 촉진 키트 제작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며, 개발 단계와 평

가 단계로 구성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키르기스스탄 현지 전문

가 및 현지 부모를 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면담, 전문가 내

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 평가, 문화적합성 확인

을 실시하였고, 평가 단계에서는 사용효과 평가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키르기스스탄 악오르고, 악오르도 지역에 

거주하는 6~36개월 영유아 부모를 상으로 하였다. 개발 단계에

서는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 전 섭외된 키르기스스탄 부

모 4명을 상으로 서면면담을 진행하였다. 상자 선정기준은 악

오르고, 악오르도 지역에 거주중인 자, 6~36개월 사이 자녀를 둔 

자,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여의사를 나타낸 자

로 설정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악오르고, 악오르도 지역에서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된 Health Fair (아동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보건소 행사)와 부모교육 워크샵에 참

여한 6~36개월 영유아 부모 145명을 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Honeycomb 사용성 평가 도구

개발된 성장발달 촉진 키트의 사용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피터 모

빌(Peter morville)의 Honeycomb 모형[15]의 7가지 원칙 중 1) 사

용성(usability), 2) 접근성(accessibility), 3) 유용성(usefulness), 

4) 매력성(desirability), 5) 신뢰성(credibility)의 5가지 영역을 

선정하였고, 개발된 놀이도구의 특성상 검색성(findable)에 

한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6) 기능성

(functionality)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원칙을 재구성하여 6

개 영역에 하여 총 9개의 Likert 5점 척도 평가 문항을 제작하였

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4로 측정되었다. 

4. 연구 과정 및 자료 수집 방법

1) 도구 개발 단계

(1) 문헌고찰

저개발국가 아동의 성장발달 실태, 연령별 아동 성장발달 과업, 

키르기스스탄 아동 건강이슈, 중앙아시아 전통놀이 문화, Westby 

[16]의 상징놀이에 해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저개발국가 아동

은 작화놀이에 취약하고, 유목민족의 특성상 말 타기 혹은 그네타기 

등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놀이 위주의 전통놀이 문화로 미세운동

발달이나 상징발달을 촉진하는 놀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미세운동과 상징놀이 촉진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2) 현지 부모 면담

키르기스스탄의 영유아 놀이 현황과 아동 성장발달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2018년 4월 7일에서 4월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현지 

부모 4인과 키르기즈어를 사용하여 서면면담을 시행하였다. 서면

면담은 현지 부모에게 시행하기 위해 한국어로 작성된 면담지를 

키르기스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번역은 키르기스어와 한국

어가 모두 능통한 키르기즈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가정 내 소유하고 있는 장난감 개수, 가정 내 부모-자녀 놀이 활동 

실태, 키르기스스탄 양육문화, 성장발달 중요성의 인지 여부, 키르

기스스탄 주요 아동 관련 문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현황, 키르기스

스탄 국내 생산 유통 장난감 현황, 도구 제작 시 문화적, 정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이 문항에 포함되었다. 부모 면담 결과를 통

해 질 좋은 장난감의 부족, 가정 내 놀이 활동 부족, 부모-자녀 간 상

호작용 부족 등의 실태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

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두되었다.

(3) 성장발달 촉진 키트의 개념적 준거틀 작성 

문헌고찰과 현지 부모 면담 결과를 기반으로 Westby [16]의 상

징놀이 척도와 Bright Future [17]의 영유아 미세운동발달 지표에 

근거하여 성장발달 촉진 키트의 개념적 준거틀인 월령별 상징적 

기능사고 및 미세운동발달 준거틀을 수립하였다.

(4) 예비 키트 개발

수립한 월령별 상징적 기능사고 및 미세운동발달 준거틀을 기

반으로 예비 키트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비 키트는 4가지 놀잇감

인 펠트북, 육면체 블록, 컵 블록, 칠교와 놀잇감 활용틀, 키트 이용 

매뉴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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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KIDS toolkit

Group 1. Parent
training (n=103)

Group 2. Play
exposure (n=42)

Pretest Pretest

Patent training
90 minutes

Play session

Posttest

Play session

Posttest

 Figure 1. Research flow.

(5) 키트 타당성 평가 

성장발달 촉진 키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간호학 교

수 2인, 아동가족학 교수 1인과 임상경력 5년 이상인 간호학 박사 

수료 국제보건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으

며, 2018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각 문항은 ‘매우 적절하다(5점)’, ‘적절하다(4점)’, ‘보통이다(3점)’, 

‘적절하지 않다(2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의 Likert형 5점 

척도로 평가하여 내용타당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 설

문지는 도구의 목적, 도구의 준거틀, 연령별 놀잇감 활용 방법의 타

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증시 각 놀잇감에 한 세부

적인 평가 및 내용 전달적인 측면에서 수정을 요하는 문항에 해

서는 의견을 따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예비 키트의 문화적합성 확인을 위해 현지 부모 2인과 현지 전문

가 2인에게 문화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부모 2인에게는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2회의 서면 및 화상 면담을 통해 

문화적합성을 확인하였고, 현지 아동 전문가에게는 2018년 8월 7

일부터 8월 30일까지 문화적합성 검사를 의뢰하였다. 문화적합성 

검사는 번역된 도구 이용 매뉴얼, 연령별 놀잇감 활용틀, 도구의 준

거틀을 제공하여 도구의 목적, 도구의 준거틀, 연령별 놀잇감 활용 

방법, 각 놀잇감 구성에 해 문화적으로 적합한지 확인받았다. 전 

과정에서의 번역은 키르기즈어, 한국어가 능통한 키르기즈인 전

문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6) 최종 키트 개발

현지 전문가 및 부모 면담과 문헌고찰, 키트 타당성 평가 단계

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펠트북, 육면체 블록, 컵 블록, 칠교 총 4

가지의 놀잇감으로 구성된 성장발달 촉진 키트를 개발하였고, 

Kyrgyzstan Infants & toddlers Development Support (KIDS)

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KIDS의 목적과 개념적 준거틀 및 연령별 

활용법에 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놀잇감에 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 평가 단계

개발한 성장발달 촉진 키트를 키르기스스탄 이주민 지역 부모

에게 적용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개발된 부모교육 

지침에 따라 부모교육을 하고 놀이를 한 부모교육군과 지역 

Health fair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아동이 놀이를 한 

놀이노출군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부모교육군은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악오르고, 악오르도 지역에서 실시된 

부모교육 워크숍에서 6~36개월 자녀를 가진 부모를 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장발달 촉진 키트 KIDS에 해 소개하고 놀이

도구 제작 훈련을 1회, 90분 동안 시행하였다. 이후 놀이 방법 시연 

및 놀이 체험 시간을 아동의 주의집중력을 고려하여 30분 동안 제

공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놀이노출군은 2018년 7월 12일부터 7

월 14일까지 악오르고, 악오르도 지역에 Health Fair에서 놀이 구

역을 운영하며, 놀이 구역을 방문한 6~36개월 자녀를 가진 부모에

게 KIDS에 해 간략히 소개하고 놀이 방법 시연 및 놀이 체험 시

간을 30분 동안 제공한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개발된 KIDS의 사용효과 평가는 Honeycomb 사용효과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키르기스스탄 악오르고, 악오르도 지역의 Health Fair와 부모교

육 워크샵에 참여하여 KIDS 도구를 사용한 6~36개월 영유아 부모 

총 145명을 상으로 하였고, 놀이 시연 및 체험이 끝난 직후 서면

으로 효과 평가를 조사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모교육군과 놀이노출군의 만

족도 점수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

용하였다. 개발된 도구의 타당성 평가로는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

수를 사용하였다. 효과 평가를 위해 부모교육군과 놀이노출군의 2

군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효과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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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ramework of the KIDS play toolkit (Korean version).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코이카 민관협력사업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

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된 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윤리심의 승인을 받았다(KHUIRB-17-022). 연구에 참여하는 

부모에게는 연구 과정에 한 설명과 아동과 부모의 의지로 언제

든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아동의 놀이참여는 부모

의 자발적인 참여에 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또한 

부모에게 아동이 놀이참여 과정에서 피곤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경

우 놀이에서 빠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39.1±6.9세로 최솟값 만 23세에서 최댓

값 만 55세였고, 자녀의 평균 개월 수는 22.6±10.0개월로 최솟값 6

개월에서 최댓값 36개월이었다. 학력 수준은 어머니의 경우 초등

교육 28%, 중등교육 28%, 고등교육 43%였고, 아버지의 경우 초등

교육 32%, 중등교육 30%, 고등교육 38%였다.

2. KIDS 도구

1) 월령별 KIDS 놀잇감 활용틀

Figure 2는 4가지 종류의 KIDS 놀잇감을 활용한 월령별 놀이 

방법이 제시된 KIDS 활용틀이다. 활용틀의 세로축은 각각의 놀

잇감을, 가로축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월령을 나타낸다. 각각

의 놀이도구마다 활용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이 월령에 맞게 배치되

어 있으며, 놀이 방법은 전개원리에 따라 미세운동과 상징놀이로 

구분된다. 제시된 놀이의 수는 펠트북 15가지, 육면체 15가지, 컵 

블록 11가지, 칠교 1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KIDS 도구의 활용틀

에는 월령을 기준으로 해당 월령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의 종류, 각

각의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 및 준비물, 놀이의 기 효과가 제시되

어 있다. 예를 들어 12개월 아동의 경우, 월령별 KIDS 놀잇감 활용 

틀에 근거하여 거울놀이, 까꿍놀이, 모양 블록 잡기 놀이, 국자뜨기 

놀이, 칠교 조각 전달 놀이를 할 수 있다. 거울놀이와 까꿍놀이는 펠

트북을, 모양 블록 잡기 놀이는 육면체 블록을 이용하며, 국자뜨기 

놀이는 컵 블록을 사용하고, 칠교 조각 전달 놀이에는 칠교가 필요

하다. 그 중 거울놀이와 까꿍놀이는 상징사고를 촉진하고, 모양 블

록 잡기 놀이, 국자뜨기 놀이, 칠교 조각 전달 놀이는 미세운동의 촉

진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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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DS Manual and Play Materials

Tool Products Construction

Felt-book 18 Pages of felt (the mirror game, peekaboo, closing the 
zipper, Velcro shoes, clothing play, feeding play, 
treasure hunt, poo-poo, kitchen play 1&2, firefighting, 
hospital play, laundry, the insect game, puzzle)

Sorting and 
assembling

30 Square blocks (6 colors, 15×15cm), 24 shaped block (6 
colors, 6 shapes, 4×4cm)

Cup-blocks Two shapes (star and cylinder), 8 blocks of different sizes

Tangram The square-shaped plastic plate consists of two large right 
triangles, one right triangle, two small right triangles, a 
square, and a parallelogram. 

Utilization
guidebook 

Published in the Kyrgyz language. 
Manual describing the purpose of play, the rationale of 

each play tool, easy methods of playing with children of 
various ages, precautions, alternative play methods, and 
expected effects.

2) KIDS 놀잇감 및 도구 이용 매뉴얼

Table 1은 KIDS 놀잇감과 도구 이용 매뉴얼이다. KIDS 놀잇감

은 펠트북, 육면체 블록, 컵 블록, 칠교 4가지로 구성되었다. 

펠트북은 부직포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표지를 제외하고 

1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거울놀이, 까꿍놀이, 지퍼

올리기, 찍찍이 운동화, 옷 입히기, 음식 먹이기, 보물찾기, 응가놀

이, 주방놀이1&2, 소방관놀이, 병원놀이, 빨래널기, 곤충놀이, 모

양 퍼즐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페이지마다 소품을 밸크로로 부

착하여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

징놀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안을 함께 제공하여 헝겊 등

의 재료를 이용하여 집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육면체 블록은 겉의 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사각 블록 30개와 육

면체 안에 넣을 수 있는 모양 블록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각 블록

과 모양 블록은 6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양 블록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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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he Utilization Test in the Parent Training and Play Exposure Groups (N=145)

Variables
Group 1

(Parent training)
Group 2

(Play exposure)
t p

Usability 4.77±0.38 4.46±0.87 2.99 .003

Accessibility 4.60±0.54 4.68±0.63 0.63 .450

Usefulness 4.81±0.31 4.45±0.93 3.44 .001

Desirability 4.64±0.82 4.50±0.85 3.00 .003

Credibility 4.88±0.33 4.61±0.64 2.21 .029

Functionality 4.86±0.35 4.61±0.64 3.29 .001

Total 4.75±0.31 4.60±0.56 2.21 .029

로, 세로 4cm 크기의 정사각형, 직사각형, 별, 하트, 동그라미, 세모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각 블록은 가로, 세로 15cm의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모양 블록을 넣을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종류의 모양 

구멍이 각 면에 2개씩 뚫려있다. 사각 블록을 조립하고 모양 블록

을 구멍에 맞게 집어넣으며 미세운동발달을 촉진하고, 다양한 색

깔과 모양을 구별함으로써 상징놀이를 위한 언어적, 사회적 발달

을 증진시킬 수 있다. 

컵 블록은 별, 원통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사이즈가 다른 8

개의 컵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쌓을 수 있으며, 컵 하단에 송곳으

로 작은 구멍을 뚫어 전화기 놀이를 할 수 있다. 컵을 쌓고, 정렬하

고, 세우고, 연결하며 아동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고, 쌓기와 부

수기를 반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미세운동발달이 촉진된다. 

칠교는 정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판을 큰 직각삼각형 2개, 중간 

직각삼각형 1개, 작은 직각삼각형 2개,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이 

각 1개가 되도록 잘라낸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 기하학

적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KIDS 도구 이용 매뉴얼은 키르기스어로 제작되었으며, 각 놀이

도구의 목적, 이론적 근거, 월령별 놀이 방법, 관찰 및 주의 사항, 

체놀이, 기 효과의 내용을 포함한다. 키르기스스탄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머니 리더가 교재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3~36개월 영유아 부모에게 놀이 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놀이를 포함하여 제작된 키트가 없더라도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발달 촉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3. 타당성 평가: 내용타당도 및 문화적합성 평가

KIDS 도구의 기반이 되는 개념적 준거틀, 도구의 구성과 월령

별 놀잇감 활용틀에 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개념적 준거틀의 평균 점수는 적합성 4.50점, 중요성 4.67점이었

고, 도구 구성의 평균 점수는 적합성 4.67점, 중요성 4.67점이었다. 

월령별 놀잇감 활용틀의 평균 점수는 적합성 4.83점, 중요성 4.83

점으로 측정되었다. 세 항목 모두 적합성이 중요성보다 같거나 낮

은 점수를 보였다.

제작된 도구가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지 확인하

기 위한 문화적합성은 키르기스스탄 현지 아동 전문가에게서 확인

을 받았다. 도구 이용 매뉴얼의 구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키르기스

스탄의 전통적인 관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키르

기스스탄 문화에 적합한 놀이도구이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해 놀이 방법에 한 사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4. 사용효과 평가 

Table 2는 KIDS 도구 사용효과를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교육

군과 Health fair에 참여한 놀이노출군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이

다. KIDS 도구 사용효과 평가에 참여한 부모교육군의 만족도 점수

는 4.75점이었고, 놀이노출군의 만족도 점수는 4.60이었으며, 두 

그룹 간 만족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1, 

p=.029). 세부적으로는 부모교육군이 신뢰성 영역에서 4.88점으

로 가장 높았고, 접근성 영역이 4.60점으로 가장 낮았다. 놀이노출

군은 접근성 영역이 4.68점로 가장 높았고, 사용성 영역이 4.46점

으로 가장 낮았다. Figure 3은 두 군 간 각 영역별 사용효과 평가 결

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논 의

KIDS 도구는 4가지 놀잇감과 KIDS 도구 이용 매뉴얼, 월령별 

KIDS 놀잇감 활용틀의 종합적 키트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놀잇

감은 펠트북, 육면체 블록, 컵 블록, 칠교로 구성되어 있고,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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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Utilization test result.

도구 이용 매뉴얼은 키르기스어로 제작되었으며, 각 놀이도구의 

목적, 이론적 근거, 월령별 놀이 방법, 관찰 및 주의 사항, 체놀이, 

기 효과의 내용을 포함한다. 관찰 및 주의 사항 항목에는 놀이 활

동 동안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부모가 어떤 반응

을 보여야 하고,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KIDS 도구는 저개발국가에서 접근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이용

하였으며,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United Nations (UN) 총회가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사회의 양극

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협요인을 완

화하기 위해 채택한 17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불평등 해소

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에서는 저개발국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아동 성장발달을 위해 저비용으로 현지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나무, 헝겊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toolkit을 개발하였다. 

놀잇감의 주요 전개 원리는 상징적 기능사고와 미세운동발달 

촉진이다. 본 도구의 기본 준거틀인 월령별 상징적 기능사고 및 미

세운동발달 준거틀은 Westby [16]의 상징적 사고이론과 성장발달

의 연속성을 강조한 미국 소아과 협회의 bright future [17]의 성장

발달 milestone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Westby [16]의 이론에 따

르면 상징발달은 전 상징적 수준 2단계, 상징적 수준 8단계로 이루

어져 있다. 전 상징적 수준에서는 아동이 다른 사람과 같은 사물을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공동의 참조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는 

사물과 사회의 인식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준거틀은 이 

중에서도 전 상징적 수준에서 상징적 수준 4단계인 6~36개월까지

의 상징적 사고 발달 원리에 해당한다. 상징놀이 중 언어발달 부분

에서는 Westby 발달이론이 8개월부터 제시되어 있었으나[16], 이 

시기는 영아가 자신의 발성 및 조음기관을 탐색 및 조절하는 시기

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권고하는 선행 연구[18]를 참고하여 

bright future [19]의 6~9개월 언어발달 milestone을 참조하여 추

가로 제시하였다. bright future에서 제시한 성장발달 milestone

은 월령에 따른 근육, 미세운동, 인지, 사회-정서 발달의 영역으

로 나뉘어져 있다[16].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준거틀은 복

잡한 전개도에서 특히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주요한 미세운동 

원리를 반영하였다. 한편 상징적 기능사고와 미세운동발달을 주

요 목적으로 한 것은 발달지연 아동비율이 높은 유사한 지역의 아

동발달 특성을 반영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의 발달지

연(stunting)은 인지기능과 학업성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

기의 영양 부족은 미세운동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미세하게 변

화시켜 미세운동발달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2]. Westby [16]에 따

르면 아동의 효과적인 놀이 환경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조작하는 

장난감, 질감이 다른 장난감, 따로 떼었다가 붙일 수 있는 장난감, 

복잡한 상자 장난감이 필요하다. 본 성장발달 촉진 놀이도구에 포

함된 펠트북, 육면체 블록, 컵 블록, 칠교는 이러한 상징적 기능사

고와 미세운동 발달을 촉진하는 놀잇감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

한 그림책을 이용한 가상역할놀이는 유아가 놀이의 역할에 몰입하

여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를 인지함으로써 정서 능력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지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20]. 도구 

이용 매뉴얼에서는 펠트북을 적절한 언어활동과 함께 놀이에 활용

하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활동은 가

상놀이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21]. 도구 이용 매뉴얼에는 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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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도안을 첨부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헝겊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밸크로 소재를 사용하

여 손으로 펠트 소품을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다. 이

러한 유아의 손을 이용한 놀이 활동은 유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

회 ․ 정서적 발달을 촉진한다[22]. 육면체 블록과 컵 블록은 쌓기 놀

이를 기반으로 한다. 유아의 쌓기 놀이 활동은 소근육 운동 중 시각, 

운동기능 발달 및 조정능력 발달을 촉진한다[23]. 이러한 쌓기 놀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며 상호작용을 증진

할 수 있고, 쌓기 그 자체에 놀이를 한정하지 않고 쌓은 물체를 다른 

상으로 확장하며[24], 블록 구조물은 상징 활동 촉진의 매체로써 

가상놀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육면체 블록은 쌓기 놀이가 가능하

며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 소재로 제작하였다. 육면체 블록은 

겉의 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사각 블록과 육면체 안에 넣을 수 있는 

모양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각 블록을 조립하고, 쌓기 놀이를 

할 수 있으며 부수기 놀이도 가능하다. 또한 모양 블록을 구멍에 맞

게 집어넣으며 미세운동발달을 촉진하고,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구별함으로써 상징놀이를 위한 언어적, 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컵 블록은 컵 모양의 9개의 크기가 다른 플라스틱으로 구

성되어 있어 크기에 따라 쌓기가 가능하다. 컵 블록에 추가적인 실

을 이용해 전화놀이를 하는 등 블록을 상징놀이의 매개체로 이용

할 수 있다. 칠교 놀이는 다양한 도형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

합하여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칠교 놀이는 유아의 모양에 

한 인식과 분류 기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7개의 조각을 만

지고 삼각형, 사각형, 평행사변형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경험

을 통해 기하학적 기초개념 이해를 돕는다[23]. 이러한 선행 연구

에서의 효과성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놀이도구와 놀이방법이 

영유아의 상징적 기능사고와 미세운동발달 촉진에 효과적인 기제

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놀잇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놀잇감의 활용 방법 

안내와 이의 적절한 교육이 중요하다[25]. 아동의 성장발달에서 중

요한 요소는 아동의 내적 환경을 구성하는 미시체계[26]이나, 부모

의 지도와 상호작용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인 근접

발달지 [27]의 발달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Vygotsky 

[27]에 따르면 아동 인지발달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능력 

있는 성인의 도움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다고 한다. 또

한 아동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가족과 지역사회이다[26]. 따라서 아동의 놀이

에서는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부모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

며, 부모와 아동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아동의 인지발달 촉진에 영

향을 미친다[28]. 키르기스어로 제작된 도구 이용 매뉴얼은 각 놀

잇감의 목적, 이론적 근거, 월령별 놀이 방법, 관찰 및 주의 사항, 

체놀이, 기 효과를 포함하여 놀이 과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참여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놀잇감을 어떻게 구성 및 구축할 수 있을

지 등에 한 교육이 부모를 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월령별 

놀잇감 활용틀은 부모가 아동의 월령에 따른 상징적 기능사고를 

이해하고 적정한 놀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점에서 실

제로 부모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도구 이용 매뉴얼은 미시체계[26]이나 근접발달지

[27]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아동의 성장발달 촉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관찰 및 연구한 선

행 연구[13]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부모가 자녀와 놀 이하는 동안 직

접 또는 간접적인 명령을 주로 사용하며, 칭찬을 적게 사용하는 정

보 중심 소통을 이용하며, 아동의 놀이 활동에 부모의 개입이 효과

적이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서는 긍정적인 양육 경험을 통해 부모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확

신이 필요하며, 아동과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

을 다루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양육 효능감은 증진된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구 이용 매뉴얼은 현재 이들 부모-자

녀 간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KIDS 도구 효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부모교육군의 

사용효과가 놀이노출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용성 영

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사용성, 신뢰성, 기능성 순이었다. 

이는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제작된 놀이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부모교육이 중요한 요건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30]와

도 일치한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아

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는 부모훈련이 선행

되어야 한다[27].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 상 사용효과 평가에

서 부모교육군의 유용성 영역의 점수가 높았던 것은 놀잇감의 원

리와 월령에 따른 추후 사용법의 다양성을 교육받음으로써 한 순

간의 놀이노출 이상의 사용성에 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

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놀이도구 활용을 위해서

는 KIDS 도구 이용 매뉴얼을 활용한 부모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집

에서 활용 가능한 체놀이 교육과 월령별 단계에 따른 놀이 방법 

교육 등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접근성 영역에서 놀

이노출군의 점수가 높았던 것은 놀이노출군이 놀잇감이 배치된 아

동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health fair에 참여한 부모와 

아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용효과 평가 항목 중 

접근성 영역만 두 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접

근성 영역의 질문은 ‘놀이도구 체험을 위해 악오르고/악오르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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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에 방문하는 것이 용이(편리)한가?’로 접근성에 한 범위를 

보건소와의 물리적 접근성과 놀이 체험에 한 접근성으로 구분하

지 않고 설문 조사하였다. 접근성에 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설문을 진행하여 질문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효과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부모교육에 참여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뢰성 항목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놀이도구의 목적, 이론적 근거, 월령별 놀이 방

법, 관찰 및 주의 사항, 체놀이, 기 효과가 포함된 매뉴얼을 이

용한 부모교육과 KIDS 도구를 이용한 놀이노출은 발달지연에 

한 조기 개입,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한 인식 증진 및 놀이제공자

로써 부모 역할 확립에 적절한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도구는 상징적 사고와 미세운동에 초점을 맞춘 놀이의 효과

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놀이의 통합적인 효과에 해서는 다루지 

못하였기에, 본 도구의 적용시 기타 효과에 해 고려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연구자에 의해 키르기

스스탄 아이와 부모를 상으로 놀이도구 및 매뉴얼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반복 연구를 통해 문화적합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KIDS 도구의 사용효과 평가를 위한 저

개발국가에서의 실무 적용 과정을 가졌다. 이 과정 중에 부모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주요한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검증을 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발달지연 아동비율이 높은 저개발국가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Kyrgyzstan 

Infants & toddlers Development Support (KIDS) 도구를 개발

하였다. KIDS 도구는 저개발국가의 사회문화와 자원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단순하고 접근 가능하며 현지 상황에 맞게 지속 가능하도

록 개발되었다. 저개발국가 아동의 취약한 상징적 사고와 미세운

동발달 촉진을 목적으로 둔 KIDS 도구는 Westby [16]의 이론을 

기반으로 4가지 놀이도구의 월령별 놀이 활용을 milestone 형식으

로 제시하였다. 놀이도구를 다양한 월령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지

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급시 비용효과적이고, 성장발달상 위험 요

소가 있는 아동의 평등한 성장발달 잠재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도구 이용 매뉴얼은 올바른 놀이 방법을 제시하여 부모와 

아동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아동의 놀이 몰입도가 향상

되도록 돕는다. 자녀와의 친 한 놀이를 통해 높아진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아이 친화적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에 한 관심 증 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를 토 로 향후 개발된 도구를 적용하였을 때 아동의 미

세운동 및 상징적 사고의 변화를 확인하는 효과 평가를 실시할 필

요가 있고, 기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정서적인 발달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합성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구의 활용시 

참여자의 주요 영향변수 및 특성을 반영하여 도구의 효과를 평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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