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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아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관찰을 통해 영아발달을 사정, 평가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중심의 측정도구로서,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출생-3세용)
의 타당화를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1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아
총 56명,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수 5인과 어린이집 교사 15인 총 20명이다. 본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타당화 분석을 위해 측정자간 일치도, 내용타당도, K-BSID-Ⅱ검사와의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본 영아발달 측정도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교사가
영아의 발달을 사정,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이며 타당한 문항으로 구성
되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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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다른 어떠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어려운 과
제이며, 이 시기가 가장 결정적인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장영희, 2000). 박효정, 장명림과 박선환(2005)에 의하면 영아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돕고 교육적 차원에서 발달적으로 타당한 교육적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 유형과 발달단계상의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행
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영아에 대한 사정(assessment) 및 평가(evaluation)가
영아의 발달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선행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는 계속적인 영아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
해 교육프로그램이 계획,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영아 교육프로그램에서 영아 발달에 대
한 사정 및 평가가 개별유아 및 학급에 최적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수업 및 경험을 고안
하고, 학부모와 의사소통하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를 식별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적을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NAEYC
& NAECS/SDE, 1991; Winograd & Perkins, 1996; Wortham, 2001). 따라서 영아의 발달
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아의 발달과 관련된
경험적 자료 및 영아의 현 발달 수준을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요구된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영아의 사정 및 평가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
지고 측정과정 속에서 교사와 영유아의 개입이 증진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측정과
교육과정 목적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Gullo, 1997). 즉 영아교육의 과정 속에서
중요시 하는 교육목적 및 활동을 중심으로, 관찰을 기초로 하여 유아들이 어떻게 반응하
고 발달하는지를 사정,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영아의 발달 평가를 위해서는 검사
자에 의한 한 번의 검사보다 여러 번의 관찰과 상호작용에 의한 평가가 보다 바람직하므
로 영아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가 영아와 놀이하면서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Greenspan & Meisels, 1996). 따라서 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영아의 발달
수행을 사정 및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아발달 검사로는 Denver
Development Screening Test Ⅱ(DDST Ⅱ ; Frankenbug & Dodds, 1990), Age and
Stages Questions (ASQ ; Bricker, Squres, Mounts, Potter, Nickel, & Farrell, 1995),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Ⅱ(BSID-Ⅱ

;

Bayley,

1993),

Toddler

Temperament Scale(TTS ; Fullard, McDevitt, & Carey, 1978) 등이 있다.
Denver Ⅱ검사와 ASQ는 심도 깊은 진단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선별
검사들로 빠르고 쉽고 경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Squires, Nikel, & Brick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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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표준화되어 한국형 Denver Ⅱ(신희선․한경자․오가실․오진주․하미나, 2002)
와 ASQ(허계형, 2003)로 사용되고 있다. Bayley Ⅱ검사는 아동이 발달 지연 및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성 진단도구로써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아발
달 검사이다. Bayley Ⅱ검사도 한국형 베일리 검사Ⅱ(박혜원․조복희․최호정, 2003)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외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아발달도구로는 조수철,
김종혼과 최진숙(1992)에 의해 표준화된 Toddler Temperament Scale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아발달 측정 도구들은 장애영아의 선별이나 진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도구들로서 교육과정 중심의 측정도구로써 영아를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영아의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기능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재
영아의 행동목록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산출 할 수 없다(Bricker & Pretti-Frontczak,
1996). 둘째, 절차상 영아와 친밀하지 않은 성인과 일대일 실험실 상황에서 시행되기에 부
정확한 검사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Boudurant-Utz, 2002; Sandall, Mclean, & Smith,
2000). 셋째, 항목이 교육적으로 관련성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 목적 및 목표의
기술 및 발달 진보를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다(Bricker, Petti-Fontczack, & McComas,
1998/2004). 따라서 이상의 영아발달 검사도구들은 교사가 영아의 발달적 성취와 능력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영아교육 현장에서는 자연스런 일상에서 영아발달들을 사정․평가할 수 있는 교
사평정용 영아발달 측정도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
림과 이정욱(2001)은 출생-3세용 AEPS 검사(1993)를 참조로 1,2세용 교사 평정용 영아발
달 평가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고려할 때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영아발달 측정도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AEPS(Assessment, Evaluation and Programming System for Infants and Children:
출생-3세, 3세-6세)는 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교육과정 중심의 영아발
달 측정도구로 영아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적 접근에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효과적 대안
으로 볼 수 있다. AEPS는 영유아를 위한 사정, 교육목표 개발, 중재, 그리고 평가와 같은
활동을 연결하는 교육과정중심의 사정․평가도구 및 교육과정으로 가족참여 요소를 포괄
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로 개발되었다. AEPS는 1970년대 초에 시작하여 근 20년간 수정,
보안되면서 개발된 체제로 1993년에 출생-3세용 검사와 교육과정이, 1996년에 3세-6세용
검사와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이후 유아교육 종사자와 양육자에게 체계의 유용성에 대
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2년 체계가 개정된 바 있다(Bricker,
Pretti-Frontczak, Johnson, Straka, Capt, Slentz & Waddell, 2002).
AEPS 검사(Bricker, Capt, Pretti-Frontczak, Johnson, Slentz, Straka & Waddell,
2002)는 영유아의 행동 목록의 종합적이고도 상세한 그림을 얻기 위해 고안된 교육과정
중심 측정도구로, 검사의 영역은 유아의 발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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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괄적인 교육과정영역(소근육, 대근육, 적응, 인지, 언어, 사회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AEPS 검사의 주요목적은 영유아의 현 발달 수준을 정확히 사정하고 이를 기초로 발달에
적절한 교육 목표 및 개별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도
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어 유아의 발
달적 진보를 점검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AEPS 검사는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전에 영아의 친숙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사정․평가 한 후 평가 자료
를 기초로 개발된 영유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후 다시 영아 발달을 평가하여 영아의
발달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라 하겠다. 물론 포
트폴리오 등 교육현장에서 영아발달 평가들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계획과 연관된 심도 깊
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좀 더 경제적인 방법인 일상적 관찰을
통한 평가도구라는 점에서 AEPS의 적용을 위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에 영아발달을 사정, 평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측정도구로서 개정 AEPS 검
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출생-3세용)의 한국적용을 위한 기초 작업이 요
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관찰을 통해 영아
발달을 사정, 평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측정도구로서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출생-3세용)의 타당화를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연구문제 및 내용
1.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어떠한가?
2.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측정자간 신뢰도는 어떠한
가?
3.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J시의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아 56명
과 전북지역의 유아교육 전문가 및 교사들이다. 연구문제별 연구대상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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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문제별 연구대상
연구문제

연구대상

영아의 배경변인

1. 내용타당도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교
수 5인과 영아교사 15인

2. 신뢰도

임의 선정한 영아 총 26명과 교사 6명 13-24개월 10명(남아 7명, 여아 3명)

1-12개월 6명(남아 2명, 여아 4명)
25-36개월 10명(남아 4명, 여아 6명)
1-12개월 10명(남아 6명, 여아 4명)
3. 공인타당도

임의 선정한 영아 총 30명

13-24개월 10명(남아 4명, 여아 6명)
25-36개월 10명(남아 7명, 여아 4명)

<표1>에서 내용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교사 15인 중 7명은 전문대 졸업, 5명은 보육교
사 교육원 졸업, 3명은 4년제 졸업자이며, 경력은 2년에서 5년 사이가 10명, 5년에서 7년
사이가 3명이었다. 또한 신뢰도 검증에 참여한 교사 6명은 모두 전문대 졸업자로 2년에서
3년의 경력소지자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측정 대상 영아가 26명인 것은 담임교사 2인
의 일치도를 산출해야 하는데 1-12개월 영아의 경우 한 교사당 3명을 담당하고 있어 6명
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가.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개정 AEPS의 출생에서 3세용 영아관찰기록 양식Ⅰ(Bricker,
Pretti-Frontczak, Johnson, Straka, Capt, Slentz & Waddell, 2002)과 검사(Bricker et al.,
2002)를 번역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
도구를 작성하였다.
본 영아발달 측정도구는 개정 AEPS 검사의 체제와 구성에 있어 동일하나 특별한 훈련
과정 없이 영아 교사가 활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하고
지시나 조건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림을 첨부하였다.
연구문제 1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에 따라 그림 또는 문항예시가 더 첨가되는 등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문제 2, 3의 측정자간 신뢰도와 공인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는 수정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1)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구성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영역은 소근육, 대근육, 적응,
인지, 언어, 사회성의 6영역 총 2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별 요소와 문항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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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같다.
<표2> AEPS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영역별 요소 및 문항 수
영역

요소

문항 수

소근육 운동

A 도달하기, 잡기, 놓기
B 작은 운동 기술의 기능적 사용

33

대근육 운동

A
B
C
D

55

누운 자세와 엎드린 자세의 움직임과 운동력
앉은 자세에서 균형잡기
균형과 운동성
놀이기술

적응

A 음식먹이기
B 개인위생
C 옷벗기

32

언어

A
B
C
D

58

인지

A 감각자극
B 대상영속성
C 인과관계
D 모방
E 문제해결
F 물체와의 상호작용
G 초기개념

46

A 친숙한 어른과의 상호작용
B 환경과의 상호작용
C 또래친구들과의 상호작용

25

사회성

전언어적 의사소통 상호작용
단어로 전환하기
단어와 문장의 이해
사회-의사소통적 신호, 단어, 문장을 표현하기

2) 개정 AEPS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영역별 문항 예시
본 측정도구는 영아프로그램의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에 근거하여 영아를 측정하기 위
한 것으로 특별한 준비물이나 조건 및 판단 근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
었다. <표3>은 영역별 문항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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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개정 AEPS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영역별 문항 예시
영역

문항예시
엄지와 검지의 옆면을 사용하여 콩 크기의 물건을 잡는다.

소근육

두 팔에 몸무게를 지탱하고 머리와 가슴을 바닥에서 들어올린다.
대근육

적응

유동식(예; 요플레)을 숟가락으로 먹여주면 받아먹는다.

인지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얻기 위해 물건의 부분을 잡아당기거나 물건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예; 바구니, 쟁반)을 이용한다.

언어

물건, 사람,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일관된 소리를 사용한다.
소리는 명칭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물건, 사람, 사건을 일관되게 언급하여야
한다(예, 트럭을 “다”라고 말한다.)

사회

배고픔, 목마름, 휴식 등의 내부 신체적 요구를 충족한다(예; 컵을 위로 들면서 어른에
게 목마르다고 표시한다).

3) 개정 AEPS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점수화 지침
개정 AEPS 검사는 원래 직접검사와 관찰을 통해 점수화가 가능하나 본 측정도구는 영
아프로그램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찰에만 근거하여 검사 없이 점수화하도록 되어있다.
점수화 지침은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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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점수화 지침
점 수

수 행설 명

․유아는 항목을 준거에서 제시한대로 항상 일관성 있게 수행한다.
2
․유아는 항목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항상 수행 ․유아가 늘 보이는 행동(레퍼토리)의 일부이다.
․유아는 기술을 시간, 자료, 상황, 사람에 걸쳐 전반적으로 사용한다.
1
때때로
수행

․유아는 항목을 준거에서 제시한대로 항상 일관성 있게 수행하지 않는다.
․유아는 항목을 도움을 받아서 수행한다.
․유아는 항목의 모든 면을 수행하지 않거나 제시된 준거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지 않는다
(예, 새롭게 시작한 행동).
․유아는 항목을 특정 환경이나 상태에서만 수행한다(예, 특정 사람이나 상황일 때).

0
전혀
수행하지
않음

․유아는 항목을 수행할 반복적인 기회나 도움을 주어도 전혀, 준거에서 제시한대로 수행
하지 않는다.
․유아의 발달 수준에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가 항목수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없
다(예, 6개월 된 영아는 비슷한 물건끼리 범주화하기, 간단한 모양들을 보고 그리기, 또
는 계단을 오르내리기와 같은 항목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나. K-BSID-Ⅱ 검사
본 연구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BSID-Ⅱ(박혜원․조복희, 2004) 검사를 사
용하였다. K-BSID-Ⅱ는 1993년 제작된 BSID-Ⅱ를 박혜원과 조복희(2004)가 한국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한 1-42개월의 영아용 발달검사로, 인지척도(Mental Scale), 동작척도
(Motor Scale), 행동평정척도(BRS: Behavior Rating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K-BSID-Ⅱ는 연령집단별로 해당연령의 문항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12개월까지
매 1개월, 13, 14-16, 17-19, 20-22, 23-25, 26-28, 29-31, 32-34, 35-37, 38-42개월용으로
모두 22개 문항세트로 나뉜다. K-BSID-Ⅱ 검사의 척도별 내용 및 문항 수는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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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K-BSID-Ⅱ는 검사의 척도별 내용 및 문항 수
척도

내용

문항 수

인지척도

인지척도는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발달에 역점을 둔 척도로, 하위 문항의 구성
을 다음과 같다.
인지발달: 영아의 재인기억과 습관화, 시각적 선호/시각적 정확성, 문제해결, 수
개념과 수세기.
언어발달: 아동의 문법규칙 이해의 발달과 어휘의 특정, 표현/수용 언어의 측정.
사회/정서발달: 검사기관 동안 검사자에 대한 아동의 반응.

178

동작척도

동작척도는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과 반응, 소근육 운동조절, 역동적 움직임, 순
응적 움직임, 시각-운동협응 발달을 측정하며, 하위 문항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동작수준: 6개월 이상 영아의 소근육 운동과 대근육 운동수준. 다양한 자세로
움직이는 능력.
감각통합: 23-37개월의 영아의 촉감각과 시감각이 포함된 능력.
지각-운동통합: 37개월 이상 영아에의 동작계획, 13-42개월 영아의 소근육 운
동조절능력.

112

아동의 미묘한 질적 차이와 이후 미래의 기능을 잘 예측해주는 척도로, 아동의
행동평정척도 주의/각성, 과제 지향성, 정서조절과 동작 수준 및 기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30

K-BSID-Ⅱ 검사는 영아의 만 연령을 계산하여 해당연령의 문항세트의 문항으로 검사
를 실시하며, 수행한 원점수의 총합으로 38개 연령집단별로 구분된 규준에 따라 지수를
산출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영아가 수행한 원점수만을 산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BSID-Ⅱ검사는 각 문항에 따른 도구의 준비 및 실시가 복잡하므로,
검사를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실시문항목록(Cue sheet)을 사용하였다. 실시문항
목록(Cue sheet)은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문항이나 비슷한 능력을 측정하는 유관문항끼리
한 문항 세트 내에 묶어 일련의 순서로 제시한 기록지를 의미한다. <표 6>는 K-BSIDⅡ 문항의 예시이다.
<표 6> K-BSID-Ⅱ검사의 문항예시
인지척도
문항

자세

54. 뒤집어진 컵
들어올리기

앉은 상태

동작척도
준비물

문항

자세

컵; 토막, 그 외
35. 혼자앉아 장난감
작은 장난감 중
앉은 상태
가지고 놀기
1개

준비물
오리인형, 종,
딸랑이, 작은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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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가. 측정문항 번역 및 도구의 작성
개정 AEPS의 출생에서 3세용 영아관찰기록 양식Ⅰ(Bricker, Pretti-Frontczak,
Johnson, Straka, Capt, Slentz & Waddell, 2002)과 검사(Bricker, Capt, Pretti-Frontczak,
Johnson, Slentz, Straka & Waddell, 2002)를 번역하여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를 작성
하였다.

나. 내용타당도 검증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교수 5인과 어린이집 교사 15인 총 20명에게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문항의 표현의 적절성 및 이해가능성,
사용의 용이성, 우리나라 영아의 발달적/ 문화적 적절성의 3개의 항목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과에 따라 문항을 수정하였다.

다. K-BSID-Ⅱ의 검사자 훈련
본 연구자는 2005년 5월 21-22일에 울산대학교에서 검사개발자의 주최로 개최된
K-BSID-Ⅱ에 대한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워크샵에서는 검사개발자의 강의로 K-BSIDⅡ의 척도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진 후 소집단별로 시범 및 실습을 통
한 검사도구의 실시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소집단별 교육을 담당한 강사는
K-BSID-Ⅱ의 표준화 연구에서 검사자로 참여한 검사자들이다.

라. 측정 및 검사 실시
1)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영아발달측정도구를 이용한 측정
측정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5월 7일-17일까지 2주일간, 척도의 공인타
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5월 30일-6월 24일 4주간에 걸쳐 본 영아발달 측정도구를 이용
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측정은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와 함께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측정 양식과 기록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였다. 교사가 영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즉 등원, 간식과 수유 및 식사, 실내외
자유놀이, 집단 활동, 낮잠, 귀가지도와 같은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 관찰되는 자연스런
영아의 활동이나 행동을 관찰점수로 기록하였다. 측정자간 일치도는 6명의 영아반 교사
가 관찰한 영아발달 평가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연령별로 담임교사가 2명씩 짝지어 동일
한 영아를 동시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대상 영아의 수는 0-12개월 영아 6명, 13-24개월
영아 10명, 25-36개월 영아 10명으로 총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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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ID-Ⅱ 검사
AEPS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측정도구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005년 5월
30일-6월 24일까지 4주간 K-BSID-Ⅱ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
하여 오전 자유선택시간을 이용하여 별도의 방에서 매일 2-3명씩 검사를 개별영아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대상영아는 신뢰도 측정시 대상이 되었던 영아를 제외한 영아들
로 개별 영아별로 교사에 의한 본 영아발달 측정과 동일한 시점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영아의 평소 수행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검사에 앞서 1주간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방
문하여 영아들과 레포를 형성하였고, 검사시 친숙한 성인으로서 원감선생님이 함께 있도
록 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연령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여 약 15분에서 1시간 정
도가 소요되었다.

마. 자료 분석
내용타당도는 첫째, 문항의 표현이 애매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은 없는지 둘째, 하
루일과 중에 교사가 훈련 없이 바로 영아를 측정하는데 용이한지 셋째, 발달적/ 문화적으
로 우리나라 영아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항목별 내용분석을 결과를
산출하였다. 측정자간 일치도와 공인타당도는 sspc/pc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측정자간 일치도는 연령별로 두 명의 측정자 점수간의 상관계수로 산출하였고 공인
타당도는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점수와 K-BSID-Ⅱ 점
수 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AEPS 검사를 기초로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교사가 영아를 사정, 측정하
는 도구인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를 작성하고 유아교육 전
문가 및 현장교사 총 20인에게 문항의 표현의 적절성 및 이해가능성, 사용의 용이성, 우리
나라 영아의 발달적, 문화적 적절성의 3개의 항목의 검증을 의뢰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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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검증 의뢰 질문

검증 결과

표현이 애매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 ․문항의 표현이 적절하고 이해가 용이한 문항으로 구성되었
은 없는가?
다.
․글로써 이해하기에 혼동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아의 동작
이나 모습의 그림이 첨부되어야 한다.
하루일과 중에 교사가 훈련 없이 바로
․문항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영아를 측정하는데 용이한가?
․inch와 feet와 같은 수치를 국내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수치
인 cm, m로 수정하여 교사의 수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발달적/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영아에게 ․대체로 문화적으로 적절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동요나
적절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가?
게임의 예시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동요나 게임
의 예로 수정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에 따라 본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즉 그림이나
예시가 보충되고, 우리나라에게 친숙한 동요 및 게임으로 예시를 수정하고, inch와 feet와
같은 수치를 국내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수치인 cm, m로 수정하여 문항기술을 확정하였
다. 따라서 본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충분히 높다고 하겠다.

2.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측정자간 일치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자간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정자간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자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측정자간 일치도(N=26)
영역

문항수

소근육
대근육

r
1-12개월(n=6)

12-24개월(n=10)

24-36개월(n=10)

32

.99

.99

.99

55

.97

.92

.92

적응

32

.90

.92

.92

인지

58

.92

.92

.92

언어

46

.92

.97

.97

사회

25

.96

.98

.98

전체

248

.96

.97

.97

* 위 표의 모든 상관계수는

***

p< .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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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아발달 측정도구에 대한 측정자간 점수는 모든 연령에서
6개 발달영역 및 전체 총점 간에 .90 ～ .99의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본
도구가 모든 연령에서 측정자간 일치도가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3.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
본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점수와
K-BSID-Ⅱ영아발달 검사도구 점수와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에 따르면, 본 측정도구 총점과 K-BSID-Ⅱ 총점과의 상관은 .98, K-BSID-Ⅱ의
인지척도와 .98, 동작척도 .95로 유의하게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K-BSID-Ⅱ
총점과 본 검사의 하위영역과의 상관도에 있어서도 소근육 영역이 .96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그 외에 대근육 영역(r= .97), 적응 영역(r= .96), 인지 영역(r= .96), 언어 영역(r=
.93), 사회 영역(r= .94) 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K-BSID-Ⅱ의 척도별 총점과의 상관을 보면 먼저 인지척도 총점과 본 측정의 하위영역
과의 상관도에 있어서도 소근육 영역이 .97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 외에 대근육 영역
(r= .96), 적응 영역(r= .96), 인지 영역(r= .97), 언어 영역(r= .94), 사회 영역(r= .93) 등 모
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K-BSID-Ⅱ의 동작척도
총점과 본 측정도구의 하위영역과의 상관도 역시 소근육 영역이 .94로 높은 상관을 보였
고 그 외에 대근육 영역(r= .97), 적응 영역(r= .94), 인지 영역(r= .91), 언어 영역(r= .86),
사회 영역(r= .93) 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상관을 나타났다. 결과적으
로 K-BSID-Ⅱ 측정도구와 본 측정도구의 점수 간에 전체 측정영역에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본 도구의 공인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단 25-36개월의 경우 동작척
도와 사회성 영역 간에 .17의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K-BSID-Ⅱ의 동작척도는 영아
의 동작수행에 따른 발달을 산출하는 것으로써 사회성 영역 평가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연령에 따라 본 측정도구 총점과 K-BSID-Ⅱ 총점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1-12개월에는 .97, 13-24개월에서는 .82, 25개월-36개월에서는 .71로 나타나 역시 높은 상
관을 나타냈다. 즉 모든 연령에 걸쳐 KBSID-Ⅱ 검사도구와 본 측정도구의 점수간에 매
우 높은 상관을 보여 본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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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교사용 영아발달측정도구와 K-BSID-Ⅱ검사와의 상관도(N=30)
연령

영역

.96

***

.96

적응

.96

.94

***

.97

***

.94

***

.91

***

.86

***

.93

***

***

.97

***

.94

***

.93

인지

.96

언어

.93

사회

.94

***

동작척도

***

***
***
***
***
***
***
***

총점

.98

.98

.95

소근육

.50

.49

.49

***

.93

***

***

.90

***

.95

***

적응

.88

.89

.86***

인지

.93***

.95***

.89***

언어

.59

.61

.56

사회

.99***

.98***

.97***

총점

.97***

.98***

.94***

소근육

.89**

.88**

.87***

대근육

.77

적응

.78

인지

.83

13-24 개월

**

.78

**

.80

**

.75

*

.80

**

.80

**

.81

**

**
**
*

언어

.70

.66

.61

사회

.54

.51

.45

총점

**

.82

*

**

.77

*

.81

**

소근육

.66

.73

.53

대근육

.37

.48

.81

적응

.41

.54

인지

.92

언어

.65

.68

사회

.53

.42

총점

.71

25-36 개월

p< .01,

***

.97

1-12 개월

**

.97

대근육

대근육

p< .05,

인지척도

***

.96

전체

*

K-BSID-Ⅱ

소근육

***

***
*

*

**

.44
***

.96
*

**

.78

.64*
.39
.17
.86**

p< .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 문제 및 내용별로 요약, 논의하고 결론지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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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
본 측정도구는 2차례에 거쳐 유아교육 전문가 및 현장교사 20명에게 문항의 표현의 적
절성 및 이해가능성, 사용의 용이성, 우리나라 영아의 발달적, 문화적 적절성의 3개의 항
목에 대해 타당하다는 내용타당도의 검증을 거쳐 작성되었다. 이는 이영자 외(2001)에서
AEPS(1993)를 참조한 1-2세용 교사평정용 영아발달 평가도구가 유아교육 전문가 및 교
사에 의해 문항의 내용 타당도가 높다고 검증되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로서 본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구성 내용뿐 아니라 현장적용의 용이성에 있어서도 타당한 도
구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할 수 있다.

나.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측정자간 일치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측정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연
령에서 .90 ~ .99를 나타냈다. 이는 Bailey와 Bricker(1986)에서 AEPS검사(출생-3세)에
대한 측정자간 일치도가 인지영역을 제외하고 5개 영역에서만 높았던 것이나 Bricker,
Bailey와 Slentz(1990)에서 영역간 평균 상관이 .87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에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검증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측정도구의 측정자
간 일치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령별 따른 측정자간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담임은 아니지만 같은 반에서 항상 2-3명의 동일연령의 영아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영아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사정 및 평가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다. 개정 AEPS 검사에 기초한 교사용 영아발달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본 측정도구와 K-BSID(Ⅱ)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 모든 영역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Gesell검사와 BSID로 AEPS검
사(출생-3세)의 높은 공인타당도를 밝힌 Bricker 외(1990)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본 측
정도구의 공인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단 25-36개월의 경우 동작척도와 사회
성 영역 간에 .17의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K-BSID-Ⅱ의 동작척도는 영아의 동작수
행에 따른 발달을 산출하는 것으로써 사회성 영역 평가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기초로 본 측정도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관찰 및 측정
으로 영아의 발달을 사정,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이며, 타당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단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J의 영아전담 어린이집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선정에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연령․지역․성별
을 고려하여 영아 프로그램에 재원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대규모 표집에 의한 타당화 연
구나 표준화 연구가 수행되어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 일반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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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Validation of the Infant Development Scale for Teacher Based on
Revised AEPS(Birth-3years)

Park, Joo-Hee
Shim, Sung-Kyung
The pro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fant Development Scale for teacher Based on the Revised AEPS(Birth-3yea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56 infants(Birth-3years) at D child educare and 5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and 15 infant's teachers. Tests on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high in terms of content validity evaluated by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and
infant's teachers, concurrent validity with K-BSID(Ⅱ), internal consistency among
raters.
It is concluded that the Infant Development Scale for teacher Based on the Revised
AEPS(Birth-3years) can be used as a valid and reliable instrument to assess infant's
development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