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20 년 2 월 
   석사학위논문 

 

 

 

 

공간적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재 완구 현황분석 

- 유아의 블록 놀이 완구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최   유   정 	  

[UCI]I804:24011-200000288301[UCI]I804:24011-200000288301



 

 

 

 

 

 

 

 

공간적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재 완구 현황분석 

- 유아의 블록 놀이 완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Wooden Toys 

That Can Enhance Spatial Perception 
 
 

 

 

2020 년 02 월 25 일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최   유   정 	  



 

 

 

 

 

 

 

공간적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재 완구 현황분석 

- 유아의 블록 놀이 완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문 정 민 

 

이 논문을 디자인학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 자 인 학 과  

최   유   정  



 

 

 

 

 

 



 

 

i 

목 차 

 

표 목차 ..............................................................................................  

그림 목차 ..........................................................................................  

Abstract .............................................................................................  

 

I. 서론 ........................................................................................................................ 2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제 3 절 연구 흐름도 ........................................................................................................ 5 

 

Ⅱ. 이론적 고찰 ..................................................................................................... 7 

제 1 절 유아와 놀이 ........................................................................................................ 7 

1. 유아의 정의와 특징 ............................................................................................... 7 

2. 유아의 놀이와 블록 완구 .................................................................................. 17 

제 2 절. 유아의 공간적 감성 ..................................................................................... 24 

2. 유아의 감성 ............................................................................................................. 31 

3. 유아의 공간적 감성 ............................................................................................. 37 

 



 

 

ii 

Ⅲ. 현황분석 .......................................................................................................... 40 

제 1 절. 조사대상 선정 및 방법 .............................................................................. 40 

1. 조사대상 .................................................................................................................... 40 

2. 조사 분석 방법 ...................................................................................................... 42 

제 2 절. 목재 완구 현황분석 ..................................................................................... 45 

제 3 절. 현황분석 결과 ................................................................................................. 69 

1. 현황분석 결과 종합 .......................................................................................... 69 

2. 놀이 종류별 분석 종합 ................................................................................... 70 

3. 위상적 공간 개념 분석 종합 ....................................................................... 72 

4. 감성발달요소 분석 종합 ................................................................................. 74 

5. 현황분석 소결 ..................................................................................................... 77 

Ⅳ. 결론 ................................................................................................................... 80 

 

 

참고 문헌 ....................................................................................... 82 

국문 초록 ....................................................................................... 84 

 

  



 

 

iii 

표 목 차 
 

<표 1> 유아의 연령별 신체적인 자세와 신체발달의 특성 ....................... 9 

<표 2> 유아의 지각과 운동 발달 ...................................................... 10 

<표 3> 유아의 인지발달단계 ............................................................ 11 

<표 4> 유아 놀이의 정의 ................................................................ 18 

<표 5> Smilansky 의 놀이 분류 ........................................................ 19 

<표 6> 연령별 블록 쌓기 발달단계 ................................................... 22 

<표 7> 현황분석 리스트 .................................................................. 41 

<표 8> 현황분석 표 예시 ................................................................ 44 

<표 9> 목재 블록 완구 사례 A ......................................................... 46 

<표 10> 목재 블록 완구 사례 B ....................................................... 48 

<표 11> 목재 블록 완구 사례 C ....................................................... 50 

<표 12> 목재 블록 완구 사례 D ....................................................... 51 

<표 13> 목재 블록 완구 사례 E ....................................................... 54 

<표 14> 목재 블록 완구 사례 F ....................................................... 56 

<표 15> : 목재 블록 완구 사례 G .................................................... 58 

<표 16> 목재 블록 완구 사례 H ....................................................... 60 

<표 17> 목재 블록 완구 사례 I ........................................................ 62 

<표 18> 목재 블록 완구 사례 J ....................................................... 64 

<표 19> 목재 블록 완구 사례 K ....................................................... 66 

<표 20> : 목재 블록 완구 사례 L ..................................................... 68 

<표 21> 현황분석 결과 종합 ............................................................ 69 

<표 22> 놀이 종류별 분석 종합 ....................................................... 70 

<표 23> 놀이 종류별 분석 종합 ....................................................... 70 

<표 24> 위상적 공간 개념 분석 종합 ................................................ 72 



 

 

iv 

<표 25> 위상적 공간 개념 분석 종합 ................................................ 72 

<표 26> 감성발달요소 분석 종합 ...................................................... 74 

<표 27> 감성발달요소 분석 종합 ...................................................... 74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흐름도 ....................................................................... 5 

<그림 2> 유아의 공간개념 ............................................................... 30 

<그림 3> R.Strenberg(1981)의 3 위일체론 ......................................... 32 

 
  



 

 

v 

ABSTR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ublished “Ten Key Challenges of National 

Children Policy.” One of the key challenges is ‘play of infants.’ Infants acquire physical 

skills, quench inner curiosity and enhance creativity through play with peers. Their 

creative ability begins from imagination for which space perception is important. Also, 

they learn feeling and emotion through play and emotional activity that express what 

they feel is a very important advantage in emotional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speculated on block building toys that can enhance spatial 

sense in infant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sociability acquired 

through play, giving a focus on wooden block toys made of eco-friendly materials. 

This study referred to previous studies to investigate whether spatial sense can be 

enhanc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ssembled key words through which spatial sense could be 

identified.  

Second, 12 brands of wooden block toys on sale were investigated. 

Third, through investigation of its current status, this study obtained results and 

suggested countermeasures. 

Although this study discovered that infants could naturally acquire spatial sense by 

playing with toys,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development of diverse abilities. 

Further studies should play more attention to spatial sense and companies should 

develop creative products that can encourage infants to grow healthier and more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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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포용 국가 아동 정책 10 대 핵심과제’라는 정책을 발표했다.1 

아동 정책은 놀이, 건강, 보호, 인권 및 참여의 4 대 영역과 이를 바탕으로 10 대 

핵심과제로 분류하였다. 정책과정의 핵심 내용을 살피면 아동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유아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 개정, 생애 초기부터 꼼꼼하게 보장되는 아동건강, 

놀이를 통한 창의성과 사회성 계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국가가 급속히 성장하며 아동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사회적 

결핍이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어린시절부터 영상매체, 디지털 매체 등을 

접하며 밖에서 나가 노는 신체 활동이 적어지고 따라서 소아비만이 급속하게 증가 

하고있다. 또한, 또래와 많이 접하지 못하여 마음의 건강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신체 기술을 익히며 내적으로도 호기심을 

해소하고 상상을 하는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놀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완구이다. 고대시대 땅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부터, 산업혁명 이후 플라스틱 완구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서 완구는 뗄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대량생산에 용이한 값싼 플라스틱 블록의 다양한 유해물질이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며 친환경 소재인 목재 

완구가 다시금 주목받고있다.  

 
1 https://primeministerkr.blog.me/221547860912 2019.05.23일 정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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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아는 완구를 통해 창의성을 기른다. 특히 손으로 조작하며 놀이하는 블록 

완구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완구 형태 중 하나이다. 블록 완구로 향상되는 창의적 

능력은 머리로 다양한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유아가 상상을 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공간지각력이다. 유아의 공간지각력은 외부세계에 있는 사물을 시각적 

형태로 받아 들인 후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변별하고 조작하는 능력이며, 

유아들은 공간지각력을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또한 유아는 또래와 블록으로 

놀이를 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놀이를 통해 기분이나 감정을 배우고 이를 표현하는 

활동들은 감성 사회에서 강점으로 가지고 있을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간지각력과 감성을 공간적 감성이라 정리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목재블록완구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 목재블록완구 트렌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목재완구시장의 성장가능성과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 4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4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정리한다.  

2 장 제 1 절에서는 유아와 놀이, 블록 완구의 키워드로 나누어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제 2 절에서는 유아의 공간적감성에 대해 연구한다. 

3 장 국내 시판되고 있는 목재완구들을 현황 분석하며 앞서 정리한 공간적 감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한다.  

4 장 결론에서는 앞서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목재 완구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목재완구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측한다. 

 

연구 범위는 2019 년 9 월 기준, 만 3 세부터 만 5 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목재 블록 완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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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흐름도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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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제 1 절 유아와 놀이 

 

1. 유아의 정의와 특징 

 

가. 유아의 정의 

 
어머니에게서 막 태어난 아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성장한다. 

인간의 성장기를 구분 지어 볼 때, 발달심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년기의 

연령 단계는 출생 이전의 태아기, 출생 후부터 약 2 세경까지의 영아기, 2 세부터 6 ~ 

7 세까지의 유아기 혹은 입학 전 아동기, 6~7 세부터 12~13 세까지의 아동기로 나눈다. 

유아기는 약 2 세에서 6 세 시기이며 이 시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시기이며 

학령전기(preschool period), 또는 취학전기라고도 한다. 아동발달 심리학자인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의 연구를 통해 유아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유아기는 인지발달 중 전 조작기에 해당하는데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 동안 아동은 신체 움직임이 자유로워져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을 활발하게 하며 

인지발달과 사회 발달도 이루어진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사고의 범위도 

넓어져 표현력과 상상력이 풍부해진다.2 

 

본 연구에서는 3 세 – 5 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유아 다양한 발달들을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정서발달, 사회 발달, 창의 발달로 나누어 의미를 

살펴보고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유현정(2013), 『아동의 감성발달을 돕는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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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아의 발달 특징 

 
1) 신체발달 

 
유아는 신체를 움직여 탐색하고 생각하며 발달해가는 존재로, 머리 가누기부터 

달리기까지 신체적 능력이 보편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를 신체 발달이라 

한다. 유아의 신체 발달은 상반신에서 하반신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유아는 먼저 

머리와 목을 가눌 수 있게 된 뒤 가슴과 등의 근육이 발달하며 다리 근육이 제일 

늦게 발달한다. 이러한 대 근육은 걸음마기에 발달되고 이동성을 확장시킨다. 

유아기에는 소 근육을 통해 손과 손가락 사용을 발달시킨다. 걸음마기에 비해 손과 

손가락 사용이 비교적 정확 해지며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옷을 입기 위해 단추를 채우고 지퍼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양말과 신발을 

신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행동 양식 3 세 ~ 4 세 4 세 ~ 5 세 5 세 ~ 6 세 

서기 
뒤꿈치 들고 잠시 섬 

한발로 서서 평형 유지 

다리근육이 꽤 발달 

뒤꿈치 들고 오래도록 서 

있음 

선 자세에서 멀리 있는 
물건 잡기 

양쪽 발끝으로 서서 몸의 

균형 유지 

눈을 감고 한발씩 섬 

발뒤꿈치를 붙이고 차렷  
자세로 섬 

걷기 
선 따라 짧게 걷기 

짧은 거리를 뒤로 걷기 

평지를 익숙하게 걷기 

뒤꿈치 들고 발끝으로 

걷기 

3m 정도 선 따라 걷기 
물 컵 들고 쏟지 않고 

걸을 때가 많음 

음악 박자에 맞춰 발을 
교대로 걷기 

뒤꿈치 들고 3m 이상 

걷기 

평균대에서 걷기 

달리기 비교적 부드럽게 달리기 
달리다가 쉽게 멈추고 

다시 달리기 가능 
능숙하고 정교하게 잘 뜀 

뛰기 4~6번 한발로 뛰기 
60cm 높이에서 뛰어 

내림 

아이의 어깨 높이 
정도에서 넘어지지 않고 

뛰어 내림 

계단 

오르내리기 

난간을 잡고 한발로 

각각의 계단을 오르내림 

난간을 잡지 않고 각각의 

계단에 발을 교대로 
내려디디면서 오르내림 

쉽게 오르내림 

뛰어 내리기도 함 

기구  

사용으로  
10 개정도 블록 쌓기 

16 개 정도의 블록 쌓기 

다양한 종이접기 

공 차기, 줄넘기, 공 

던지기, 롤러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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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레고와 기타놀이감으로 

여러 구조물 만들고 

허물기 

가위질 가능 블록, 종이접기, 가위질 

능숙 

손놀림 
삐틀한 선 긋기 

밖으로 나가게 색칠 

형태가 갖추어진 사람 

그리기 
도형 그리기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 

씻기와 

변보기 

혼자 손 씻기, 닦기 

대소변 가리나 부모 도움 

필요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함 

부모 도움 없이 대소변 

가리기 

혼자서 코 풀기 

혼자서 화장실 이용가능 

옷 입고  

벗기 

서툴지만 혼자 옷 입기 

시작 

옷걸이에 검 

운동화 끈을 묶는데 서툶 

혼자 옷 입고 벗기 

다소 서툴지만 

운동화끈을 팽팽하게 

묶음 

능숙하게 옷입고 벗기 

혼자 신고벗기 

<표 1> 유아의 연령별 신체적인 자세와 신체발달의 특성 

출처 : 박지민(2002), 『어린이 도서관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6 

 
만 3 세의 경우 기초적인 신체 운동을 하는 대 근육이 발달 하며 자전거타기, 

달리기 등을 할 수 있다. 만 4 세의 경우 한발로 서서 균형잡기 등을 할 수 있고 

놀이터에 있는 놀이 시설물을 오르내리며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은 손의 섬세한 근육이 발달되어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작은 조각들을 조립하여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조각 그림을 맞출 수 있다. 

유아는 점점 일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여러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 한다. 이는 아이들의 놀이에도 영향을 미치며 성장할수록 신체적인 활동의 

지속시간이 증가한다. 놀이의 동작들은 어린이의 신체 성장을 촉진시키고 바른 자세로 

성장 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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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 발달은 신체 인식(body awareness), 공간 인식(special awareness), 방향 

인식(directional awareness), 시간 인식(temporal awareness)을 포함한다. 

 
신체 인식  

(body awareness) 
신체 부분에 이해와 발달을 인식 

공간 인식  

(spacial awareness) 
공간에서 신체를 인식 

방향 인식  
(directional awareness) 

공간에서 방향성과 물체를 인식 

시간 인식  

(temporal awareness) 
움직임과 시간 사이의 관계 인식 

<표 2> 유아의 지각과 운동 발달 

출처 : 이지윤(2012), 『개방적 유아교육공간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신체 인식은 신체 부분들에 대한 이해 능력의 발달을 의미하고, 공간 인식은 신체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공간에서 어떻게 신체를 사용하는지에 

관계된다. 방향 인식은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공간에서 방향성과 물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 끝으로 시간 

인식은 움직임과 시간 사이의 관계 인식의 발달이다. 리듬이나 패턴의 형태를 

이용하는 사건의 순서는 시간 인식을 가져온다.3 

 

 
2) 인지발달 

 
인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억에 저장한 후 이를 사용 할 경우 인출하는 정신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이 인지발달을 하며 각 단계에 도달하는 데는 개개인의 지능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단계를 지날 때 마다 전 단계의 심리적 

구조들이 통합되어진다, 따라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복잡성이 증가한다. 유아는 인지 

 
3 이지윤(2012), 『개방적 유아교육공간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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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놀이를 통해 습득하며 여러 가지 완구와 자연물인 흙, 나뭇잎, 돌멩이 등을 

가지고 놀며 그 각각의 사물의 색깔, 크기, 질감, 무게 등 물리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놀이를 하며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지식 또한 습득하게 된다. 

인지 발달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론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인지발달을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 Piaget 의 이론은 심리학의 

인지 이론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며, 그 개념은 ‘인간의 지적 능력은 타고난 

것이지만,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한다는 말은 

파란 신호일 때 길을 건너는 것, 구구단을 외우는 것 등을 말한다. 4   Piaget 은 

인지발달을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발달단계 인지발달 특징 

감각 운동기 
(0~2 세) 

유아들이 주로 감각이나 운동 활동을 하며 환경을 경험하는 생애 초기에 

해당되며 유아가 지각 및 감각 경험을 사용하여 받아들인 정보가 새로운 

도식을 형성해 가는 시기를 의미한다.  

전 조작기 

(3 ~ 6 세) 

이 시기의 유아는 언어가 급격히 발달한다. 사물을 묘사하는 능력인 상징적 

기능을 발달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 

구체적 조작기 

(7 ~ 11 세) 

실제 행동을 통해 성취해야 했던 것을 머릿속에서 내재화된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형식적 조작기 

(12 ~ 15 세) 

문제해결을 하는데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이용하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표 3> 유아의 인지발달단계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2 단계에 속하는 전 조작기는 약 2 세에서 7 세 사이의 

시기의 유아를 의미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인 감각운동기와는 다르게 실제 특정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에 

 
4 박소현(2011), 『유아 글자 놀이도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 12 - 

대해 정신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능력인 조작 능력을 발전시킨다. 5   조작능력이란 

감각 정보가 없더라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사물을 생각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유아는 환경을 탐구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는다. 따라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도와 주어야한다.  

전 조작기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시기는 이제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6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사고가 자기 

중심화(centration)되어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상징 및 추론이 

가능하나 물체에 대한 정확한 분별 능력이 없어 물체를 각각의 별개의 것으로 다룬다. 

전 조작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3 세 – 5 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 조작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 

조작기 유아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 상징적 사고 

전 조작기에 유아는 존재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들을 그림이나 

언어의 형태로 표현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상 놀이이며 소꿉놀이, 병원놀이 등을 

하며 가상적인 사물과 상황을 실제 사물과 상황처럼 상징한다.  

 

 

 

 
5 한국심리학회,, https://www.koreanpsychology.or.kr/ 

6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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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중심적 사고 

Piaget 가 제시한 7 세 이전의 전 조작기 단계에 있는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특성을 

뜻한다.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필요,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 

필요,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의미한다.7 이 시기의 유아는 자신과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를 구별하지 못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닌 

말하기를 하고, 또래의 아이들과 같이 있지만 각자 다른 놀이를 하는 특징이 있다.  

 
- 직관적 사고 

사물이 갖는 지각적 속성과 특징에 의해 판단이 영향 받기 쉬운데 그 심상을 

기초로 하여 사고하는 경향을 말한다.8 이 시기의 유아들은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에 

근거하여 대상을 지각적인 특성에만 의존하고 다른 면들은 무시해 버리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과제의 이해나 처리 방식은 그때그때 보는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물활론적 사고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고. 유아는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피아제에 따르면 물활론은 4~6 세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길을 가면서 해와 하늘 등에 말을 걸고 지신의 감정을 

전달한다.  

 
- 인공론적 사고 

세상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7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p324 

8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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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발달 

 
유아의 언어 발달은 인지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아는 만 4 ~ 5 세가 되면 

구사 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2,500 개에 이른다. 유아의 언어 발달은 모방, 반복 및 

연습, 창의적인 혼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아는 모방을 통해 어휘를 늘려가며 

문장의 구성이나 문법을 배우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그 

어휘와 문법의 의미를 알게 된다.  

언어와 놀이는 상호 강화 관계에 있는데, 유아는 놀이를 통해 언어를 발달시킨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적절한 어휘를 배우고 상황에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또래 

친구들과 놀이를 하기 위해서도 언어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언어는 유아가 흥미를 가지는 분야인 사람, 동물, 사건, 경험 

등으로부터 늘려 가야하며 유아 스스로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게 된다.  

 

 
4) 정서발달 

 
최근 유아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서적 발달이 중요시 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또래 친구와의 놀이를 통해 협업, 소통, 공감 등을 배워왔지만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 노는 것 보다 집에서 영상매체 등을 통해 놀이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유아는 놀이 경험을 통해 성취감, 만족감, 인내심 등 다양한 감정을 배우게 된다. 

퍼즐 맞추기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블록을 높이 쌓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내심을 

배우게 된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쫓고 쫓기는 잡기 놀이 등을 통해 웃음과 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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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서를 배우게 된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며 

갈등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 하게 된다. 또한 다른 친구들의 정서 표현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이후 동일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받는다. 유아는 만 3 세를 전후로 성인과 비슷한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만 4 세를 전후로 발달하기 시작하며, 만 5 세 

이후가 되면 스스로 결정을 통제 할 수 있게 된다. 유아의 정서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격렬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경우 정서를 통제하려고 애쓰지만 

유아의 경우 자신이 느끼는 대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희로애락의 감정을 

매우 빠르게 자주 나타내며, 점차 성장하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절제하고, 변형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표출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된다. 피아제에 의하면 유아의 정서 

발달은 감정을 수반하며 이러한 감정은 동기유발, 즉각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기의 정서는 행복, 불행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애정, 공포, 기쁨 등의 정서적 행동은 성장하면서 분화되고 변화되어간다.9 

 

 
5) 사회 발달 

 
사회 발달은 개인이 사회에서 적응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측면을 의미한다. 즉, 

유아가 성장,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공인된 언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며 타인과의 상호 접촉을 통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보다 큰 어른과 달리 체격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또래 친구와 놀이를 

하며 함께 협동하고 경쟁하고 싸우며 얻는 다양한 경험들이 사회화를 발달시키는 

 
9 박준형(2012), 『유아의 조작놀이와 가상놀이를 돕는 친환경 목재완구 디자인 연구』,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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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또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성 발달과 관련 된 행동 특성은 친 사회적 행동, 도덕성 

발달, 사회인지, 인성, 동기,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아를 형성하고 친 사회적 경험 그리고 성 역할까지 학습하게 된다. 10 

 

 
6) 창의발달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등 

창의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11  유아기에 가장 뚜렷한 발달 중에 하나는 

창의발달이다. 유아들은 아직 잘 모르는 세상을 자신들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상상 활동을 한다. 때로는 공간과 자신의 현실적인 힘을 초월하는 상상을 

하거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미리 맛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괴로운 상상이나 두려운 상상을 

하기도 한다. 자신이 생각을 또래 친구들과 상상을 공유하며 사회적인 경험도 

쌓아간다. 또한 창의적인 방식을 놀이에 도입하여 놀이를 통해 창의성이 발달하게 

된다. 

 

   

 
10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p174 (재인용) 

11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p39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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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놀이와 블록 완구 

 

가. 유아의 놀이 

 
유아에게 ‘놀이’란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아의 성장발달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를 ‘놀이’로 보고 있다. 직접 만져보고 놀아보며 습득한 

감각을 통해 특징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본인의 세계를 확장시키며 

주위 환경을 탐색하고 체험하며 성장해 나간다. 유아의 ‘놀이’는 누군가로부터 

강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시작하며 

높은 동기가 유발되고 높은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성인과 비교 했을 때 유아의 

놀이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고 생산적인 목적이 없다. 유아 스스로 즐거움을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완구를 선택하거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행할 때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창의적 발달을 스스로 

꾀하며 이 과정에서 유아기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호기심을 해소하고 상상력을 키우게 

된다. 이 시기에는 또래 친구들, 부모, 선생님들과 같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하다. 협동, 경쟁, 싸움 등을 통해 생기는 사회적인 행동들이 

사회적인 행동과 비사회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된다. 유아기에 습득한 

사회성은 후에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었을 때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건강상태, 지능, 함께 

사는 가족관계, 시대적 배경, 계절 등이 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은 개개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환경을 제공 해 주어야 훗날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의 행동으로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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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유아의 놀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유아의 

놀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놀이에 대해 주장했던 내용을 <표 4>에 정리하였다. 

 

학자 유아 놀이 정의 

Friedrich 

Wilhelm  

August  

Fröbel 

놀이는 가장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며, 동시에 인간과 모든 사물의 내적으로 
감추어진 자연스러운 생활 전체이다. 

유아의 놀이는 곧 교육이며 놀이가 유아 발달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Sigmund 

Freud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으며 놀이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정서에 의해 결정되고, 놀이를 통하여 유아는 갈등을 해소한다. 

Johan 

Huizinga 

인간이나 동물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제 3 의 

기능의 놀이이다. 

Jean 
Piaget 

유아의 지적 발달은 환경과의 사회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는 놀이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놀이는 유아의 지적 

성장에 있어 본질적인 활동이다. 

Erik  

Homburger  

Erikson 

놀이는 ‘자아의 한 기능이다’ 자아와 더불어 현실세계와 본질적 욕망 세계를 

조화시키는 한 과정이다.  

놀이를 하는 것은 자기 치유 방법이며 놀이를 통해 고통, 욕구, 불만 등을 
해소시킨다. 

<표 4> 유아 놀이의 정의 

출처 : 박소현(2011), 『, 유아 글자 놀이도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12 (재인용)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들의 놀이는 가장 순수하고 즐거운 활동이다. 

2. 누군가의 강제 없이 스스로 행해지는 자발적인 행동이자 학습이다. 

3. 놀이는 그 자체가 자기표현의 활동이다 

4.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해소 할 수 있다. 

5. 놀이는 유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장과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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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놀이의 종류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분류는 각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4 가지로 

정리하였다. 

 

놀이 유형 연령 정의 예 

기능 놀이 1 세 ~ 2 세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 

방을 뛰어다닌다. 

별 목적 없이 진흙 덩이를 

주무린다. 

구성 놀이 3 세 ~ 6 세 무엇을 지어 내거나 구성함 
장난감 블록으로 집을 만든다.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을 

짜맞춘다. 

모방 놀이 3 세 ~ 7 세 일상의 상상적인 역할을 함 

집, 학교, 경찰 등의 

소꿉놀이를 한다. 

동화나 텔레비전 주인공 역할을 
한다. 

규칙 놀이 6 세 ~ 11 세 규칙이 있는 놀이를 함 
구슬, 고무줄, 돌 차기 놀이 

등을 한다. 

<표 5> Smilansky의 놀이 분류 

출처 : 김상윤 외,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P291 

 
1) 기능 놀이 (Functional Play)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활동적이며, 의도적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놀이를 말한다. 단순히 반복되는 근육 운동이며 주로 1 세 ~ 2 세의 감각 

운동이 유아들에게 많이 보여진다. 구슬 굴리기, 공굴리기, 볼링, 다트, 비누방울 불기, 

빨대 불기, 비행기 날리기 등이 있다.  

 
2) 구성 놀이 (Constructive Play) 

 
쌓기와 끼우기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드는 

놀이를 말한다. 3 세에서 6 세의 전 조작기 유아에게 많이 보여 지는 놀이 형태이다. 

유아들은 구성 놀이를 통해 눈과 손의 협응력과 소 근육을 발달시키며 크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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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질감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며 또한 수 개념과 관찰 습관 등으로 인지발달을 

돕는다. 구성 놀이의 경우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발달 되며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목공 놀이, 블록 끼우고 

조립하기, 블록 쌓기, 퍼즐 맞추기, 장난감 로봇 모형 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3) 모방 놀이 (Imitative Play)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하는 놀이를 말한다. 흔히 역할놀이, 

가상놀이로도 불리우며 3 세에서 7 세사이의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김준형(2012)에 

따르면 특히 전 조작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되는 모방 놀이는 성인기의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성의 바탕이 되는 정신 과정의 융통성을 보여주며 모방 놀이는 출현 후 

2-3 년 내에 절정에 이르러서 이후 쇠퇴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12  모방 놀이의 종류로는 소꿉놀이, 

병원놀이, 전쟁놀이, 가게 놀이 등이 있다. 

 
4) 규칙 놀이 (Rule Play) 

 
흔히 게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는 놀이를 말한다. 

주사위 놀이, 윷놀이, 바둑, 장기, 수수께끼,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숨바꼭질, 카드놀이 등이 있다. 

  

 
12 박준형(2012), 『유아의 조작놀이와 가상놀이를 돕는 친환경 목재완구 디자인 연구』, p46(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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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의 블록 완구 

 
1) 블록 완구의 가치 

 
유아가 놀이를 통해 학습할 때 주로 ‘완구’을 사용한다. 놀이를 도와주는 완구는 

아이들의 지능 계발과 정서함양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완구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 되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고대시대 땅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부터,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을 통한 완구까지 인간에게서 장난감은 뗄 수 

없는 존재였다. 아이들은 완구의 소재, 질감, 색상, 무게, 크기 등을 만지고 느끼며 

스스로 학습한다. 프레벨(Fröbel)은 “유아가 자신을 교육하고자하는 충동을 자기 

스스로 기르기 위해서 적절한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조하려는 

매개체로써 완구가 필요하며 이때 사용되는 완구는 마치 한 나무의 가지처럼 서로 

관련되어 아동의 놀이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가르비(Garvey)에 의하면 “아동 

자신의 감정, 흥미, 그리고 심리상태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완구이며, 이러한 

역할로 사용되는 완구는 타인과의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연결시켜준다”고 하였다. 위의 

두 주장에 따르면 완구는 아이들이 자신을 학습하고 성장하는데 있어 완구는 

필수적이다.  

3~5 세의 유아들은 손을 이용하여 이것저것 탐색하는 활동이 왕성하므로 눈과 손의 

집중력, 협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단한 블록을 통해 분리하거나 

맞추는 등의 초보적인 형태의 완구가 필요하다. 이후 아이들은 점차 성장하여 결과가 

나타나는 완구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신체적 발달로 움직임도 커지기 때문에 행동 

범위가 넓어지고 균형 감각이 발달하게 된다. 지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결과를 원인과 

함께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즉 형태와 색의 변별, 눈과 손의 협응, 

과학적 개념과 사고, 숫자와 시간 및 분류 개념, 응용력 등 인지적, 언어적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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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블록이나 퍼즐과 같은 완구가 좋다. 상상력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블록을 

끼우고 쌓아 올리며 구조물을 만들게 하는 등의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다. 특히 

블록은 비 구조화 된 완구의 대표적인 것이다. 블록을 통해 기능 놀이와 구성 놀이 

뿐만 아니라 모방 놀이와 규칙 놀이 또한 즐길 수 있다. 블록은 손가락의 소 근육을 

발달시키면서 상상력, 협응력, 관찰력, 창의력, 공간 구성력, 두뇌개발 등에 도움이 

된다.13  연령별 블록 놀이의 발달 단계는 아래와 같다. 

 

연령 블록 쌓기 발달 

1 세 블록 위에 다른 블록을 정확하게 쌓을 수는 없지만, 블록 쌓기가 가능하다. 

1.5 세 
2~3 개 정도의 블록을 쌓아서 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블록을 다른 블록 위에 놓고 

손을 떼는 일은 아직 서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2 세 
5~7 개 정도의 블록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블록들을 일직선이 되도록 가지런히 쌓아 
올리지는 못한다. 

3 세 
블록 위에 다른 블록을 놓는 손동작이 정교해지고 정확해진다. 두 손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4 세 
블록 쌓기를 상당히 안정된 손동작으로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한 손으로도 블록을 쌓을 

수 있다. 

5 세 
블록을 쌓는 속도가 빨라지고 보다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가지런히 탑을 쌓을 수 

있다. 탑이 무너지는 일이 줄어들고, 보다 자연스럽게 블록을 손에 쥐고 쌓을 수 있다. 

<표 6> 연령별 블록 쌓기 발달단계 

  

 
13 박준형(2012), 『유아의 조작놀이와 가상놀이를 돕는 친환경 목재완구 디자인 연구』, 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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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 블록 완구의 특징 

 

적합한 완구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재’이다. 최근 플라스틱 

완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유아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특히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는 소재중 하나는 목재이다. 목재는 인위적인 

플라스틱과 달리 자연에서 나온 아름다운 무늬와 색상을 가지고 있다. 동일 비중에 

비해 열전도율이 낮지만 열에 의한 강도가 높으며 가공이 비교적 쉽고, 무게에 비해 

강도가 강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히 낡고 망가지는 게 아닌 사용자의 

경험과 시간이 녹아 난다. 또한 목재 완구는 폐기 시에도 플라스틱에 비해 유해물질이 

적고, 잘 썩는다. 따라서 목재의 경우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최근 소비자 트렌드에 

적합한 소재이다.  

목재 완구의 제작 방법의 특성상 섬세하고 작은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흔히 블록 형태의 쌓아 올리는 

방식의 놀이나 퍼즐 형식의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목재 완구의 

마감방법으로는 유해하지 않은 페인트로 가공하거나, 목재의 결과 색을 그대로 살린 

천연 오일 마감한다. 이런 무해한 마감은 쉽게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에게 안전하며,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아 에게도 적합하다. 또한 나무의 질감과 고유의 

색감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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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아의 공간적 감성 

 

1. 유아의 공간 

 

가. 유아의 공간 능력 

 
공간 능력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 떠오르는 ‘공간지각력’일 것이다. 공간지각력은 

공간 능력을 지칭하는 말로, 공간적 지각(spatial perception), 공간감(spatial sense), 

공간적 지능(spatial intelligence), 공간적 관계(spatial relationship),등과 같이 다양한 

범주로 정의된다(홍혜경, 2001a; Hetherington et al.,1999). 또한 Del Grande(1987)에 

따르면 공간지각력은 외부세계에 속한 사물을 주로 시각적 형태로 받아들인 다음 

내부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변별·조작하는 능력이다. 이렇듯 다양하고 유사한 

용어로 설명되는 공간지각력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된 다중적 과정이라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McGee,1979 ; 

Linn & Petersen, 1985 ;DelGrande1990). 14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간 능력에 대해 

연구하였고 연구자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Browing 과 Channell(1992)은 공간 능력을 학생들이 자신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신적인 상을 형성하고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 힘이라고 하였다.  

 
권오남·박경미·임형·허라금(1996)에 따르면 공간능력이란 공간 속에 있는 내적 

표상을 기호화하거나 기억하여 이것을 다른 사물 또는 공간의 위치와 관련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14 김정훈(2017), 『목공활동과 그리기활동이 유아의 공간지각력과 언어능력,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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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완(2002)은 공간 능력을 통해 공간에 있는 대상에 가해진 어떠한 물리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원래의 대상과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 대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DelGrande(1987)는 공간으로부터 자극을 인식하는 선행 경험과 자극을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공간 능력이라고 하였다.  

 
홍혜경(2004)은 공간 능력에 대해 평면과 입체 형태,사물 간의 상호관계,사물의 

변화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공간 능력은 

공간에서의 위치나 조망 관계를 포함하는 공간 관계의 이해,공간의 형태나 배경,깊이 

등의 변별을 포함하는 공간적 지각능력,공간에서 사물에 대한 상들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공간적 상의 조작 능력이라고 하였다.15 

 
이선우(2009)는 공간능력이란 자신을 둘러싼 공간과 사물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공간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16 

 
다양한 학자들의 공간 능력에 대한 견해를 종합 해 보면 공간 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대상을 경험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 공간, 사물들의 

상호관계와 변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내면화 된 경험을 통해 

 
15 이선우(2009),『 공간체험 중심의 쌓기 활동이 유아의 공간시각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10 

16 이선우(2009),『공간체험 중심의 쌓기 활동이 유아의 공간시각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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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방향, 거리, 형태들을 이용하여 말과 행동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능력이 높은 유아들이 어떠한 특징과 강점을 가지는 지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Dinnerstein(2016)는 공간지각력이 높은 유아는 교실에서 가구의 배열, 블록으로 

만든 마을의 설계와 배치, 선반이나 수납공간을 정리하는 것과 같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즉, 유아는 

사물 등을 위치와 장소에 따라 배치하거나 배열하며 공간의 변화를 체험하고 또래와 

함께 놀이하며 공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하면서 공간지각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Cruikshank 와 Sheffield(1992)에 의하면 유아는 놀이 중 발생하는 수학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변의 사물 등을 비교하거나 쉽게 계산하기 위해 수의 개념을 변환시키는 

법을 학습함과 동시에 공간적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경화(2002)는 유아의 공간지각력은 수의 이해를 도와 수 기술을 증진시키고, 

수학적 사고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유아가 수학에 흥미를 가지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수, 분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의 이해와 같은 유아의 수리적 지식이 놀이와 

교구 및 게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진됨을 밝힌 Kamii(20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Dinnerstein(2016)는 공간지각력이 높은 유아는 교실에서 가구의 배열, 블록으로 

만든 마을의 설계와 배치, 선반이나 수납공간을 정리하는 것과 같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즉,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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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등을 위치와 장소에 따라 배치하거나 배열하며 공간의 변화를 체험하고 또래와 

함께 놀이하며 공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하면서 공간지각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17 

 
왕혜원(2019)은 유아는 놀이를 통해 공간에서 자신과 물체의 위치 및 공간 관계를 

이해하고, 공간적 추론을 하며, 형태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수학적 개념을 습득하여 공간지각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 해 보면 공간 능력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학습하게 

될 수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다양한 공간을 접하고 내면화 하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7 왕혜원(2019), 『흥미영역별 놀이가 유아의 인지처리능력, 언어능력, 공간지각력,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 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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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 개념 발달과정 

 
유아의 공간 능력의 발달을 위한 연구 중 유아의 공간 능력 발달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Piaget 와 Inhelder(1956)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이들은 공간 능력을 

3 가지의 공간 개념으로 나누며 공간에 대한 기본적 관념으로 공간 표상을 ‘공간 

행동이 상징화 되고 내재화된 정신적 반영적 사고’에 의한다고 주장 하였다.18 유아의 

공간 개념 발달과정은 위상적 공간 개념, 사영적 공간 개념, 유클리드적 공간개념으로 

나눈다. 이 개념들은 위계성을 가지며 발달하며 서로 내적 연관성을 지닌다.  

 

 
1)  위상적 공간 개념  

 
위상적 공간 개념은 물체의 크기, 모양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형상과 접근 위치 

등의 관점에서 물체의 형상을 추상하는 단계이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써 유아가 

일상에서 늘 보던 물체를 만지고, 표현하는 등의 촉각으로 얻은 운동적 인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 시기의 유아는 안과 밖, 열림과 닫힘 등의 

주로 위치와 관련된 관점에서 물체의 성질을 추상하는 단계이다. Piaget 에 따르면 

주로 3~7 세 시기에 형성이 되며 이후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 발달의 기본이 된다. 

위상적 공간 개념의 특성은 근접성, 분리, 순서, 주위, 연속 등의 특성이 있다. 

 

- 근접성(Proximity) : 가장 초보적인 위상적 공간 개념이며, 가까운 것과 먼 것, 

안과 밖, 위와 아래 등 위치에 따른 공간을 인식하는 개념이다. 

 

 
18 강정욱(2013), 『블록을 통한 주제 표상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 및 공간개념에 미치는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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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Separation) : 물체가 서로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혹은 연결되어 

있는지 등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개념이다.  

 

- 순서(Order) : 근접성, 분리 개념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을 통해 순서를 세우며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개념이다. 

 

- 연속(Succession) : 연속의 개념은 위의 세 개념의 종합으로 다양한 공간 

활동을 통해 위상적 공간개념을 완성한다.  

 

 
2)  사영적 공간 개념  

 
사영적 공간 개념은 한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보았을 때 장소, 위치에 따라 사물이 

달라 보임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점, 선, 면, 각 등의 물체를 인식하는 주요한 조형 

요소들을 시점을 조정하며 물체를 바라봄으로써 모양과 크기의 불변성을 인식한다. 

이는 자기중심적 사고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 특정 위치에서 대상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정확하게 추리,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Piaget 에 따르면 5 세 

이후부터 10 세 사이에 발달 된다.  

 

 
3)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은 고정된 형태들 사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물체를 위치 화 

하며 거리, 크기, 각도 등의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유클리드적 공간개념을 획득 

할 때 공간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3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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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념을 모두 형성하게 된다. Piaget 는 구체적 조작기 이후인 8 세 이후 

형성된다.19 

 

 

 

  

 
19 임지현(2018), 『유아의 공간 능력 함양을 위한 표상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18 (재인용), 

<그림 2> 유아의 공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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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감성 

 

가. 감성의 의미 

 
처음으로 EQ(Emotinal Quotient)를 주장한 다니엘 골만(Daniel Goleman)은 

‘감성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현대사회에서 똑똑한 아이로 성장 할 수 있다고 하였다.20 

또한 다니엘 골만은 감성의 의미를 “하나의 감정과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뚜렷한 

사고 및 심리적 생리적 상태와 일련의 행동의 경향”으로 규정하였다.21 따라서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 인간과 어떤 대상이 감정을 자아내는 것으로 어떤 대상과 교감을 이룰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교감은 환경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며 

감성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성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며, 생리적 변화와 인지적 반응, 

기분이나 감정의 축적 및 학습 등으로 구성되는 감정표현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기에 감성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22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감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오감을 발달시키는 

것과 일치한다. 유아의 감성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에서 오감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그러므로 감성은 오감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전반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오감을 발달시키면 감성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오감은 흔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으며 이러한 감각이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일어날 경우 

공감각이라 한다. 

 
20 유현정(2013), 『아동의 감성발달을 돕는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22, 

21 대니얼골먼,『감성지능(하)』, 비전코리아, p207 

22 유현정(2013), 『아동의 감성발달을 돕는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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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Q 는 IQ 와 비교되며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EQ 를 측정 하고자 했다. 그 중 

R.Sternberg(1981)의 지능 이론은 3 위일체이론(triarchic theory)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개별 지능의 성격을 강조한 데 반해서 그는 그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에 강조를 두었다. 따라서 그는 지능이 실제적 능력,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으로 구성되며 각 능력은 개인이 직면하는 세 가지 세계를 다룬다고 주장했다.23 

따라서 유아들의 감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R,Strenberg(1981)의 3 위일체론과 인간의 오감 중 블록 놀이를 통해 발달 

시킬 수 있는 시각, 청각, 촉각에 초점을 두어 유아의 감성을 발달시키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림 3> R.Strenberg(1981)의 3위일체론 

 
23 한국심리학회,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p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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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아의 감성을 발달시키는 요소 

 

 
1) 실제적 능력 

 
외부세계를 다루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응용하고, 사용하며, 활용하는 능력이다. 

실제적 능력은 이론을 실천으로 응용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성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실용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암묵적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 암묵적 지식은 행동지향적인 지식으로서 타인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이 획득되는 지식이며,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지식이다(김정휘,2004). 

 

 
2)  분석적 능력 

 
분석적 능력은 경험된 문제, 익숙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 즉 아이디어를 분석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다. 

Sternberg 는 분석적 지능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중요하지만 비활성 지능이므로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조적 능력과 실제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3)  창의적 능력 

 
창의적 능력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의 내부 세계를 다루면서 창조하고, 

발명하고, 설계하는 능력이다. 창조적 능력은 주어진 것을 뛰어넘어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창조적인 사람은 타고난 종합적 사고가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 관계를 본다(Sternberg,1996).창조성은 분석적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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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능력을 서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 다리의 핵심은 창조적 능력인데,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지능의 세 측면을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Sternberg,1996) 24 

 

 
4)  시각적 능력 

 
인간의 대부분의 활동은 시각과 관련이 되어있다. 시각은 오감 중에 가장 범위가 

넓고 상위에 속하는 감각으로 인간이 인식하는 정보 가운데 대부분은 눈을 통해 

획득하는 만큼 시각적 효과는 대단하며 특히 색에 대한 강한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25 

 
색채가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지발달이다. 유아들은 무의식의 느낌을 색채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지 발달이 색채 활동을 통해 습득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색채 활동이 

무의식에 관한 사고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인간의 두뇌는 사물의 정보를 저장할 때 

색채를 먼저 저장 하고, 색채에 따라 사물을 분류한다고 한다. 26  따라서 유아들은 

색채 활동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알아가는 기본 인지 능력을 학습하며 본인이 어떤 

존재 인지에 관해서도 의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24 강지희(2013),『Sternberg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지혜의 리더십』,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9 (재인용) 

25 유현정(2013), 『아동의 감성발달을 돕는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6-29 

26 김선형(2011), 『국내외 영·유아 원목블록의 색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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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정서발달이다. 독일 발도로프 교육의 창사자인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에 따르면 유아에게 색은 무의식의 표현이며 심리적인 각성효과가 있고 색채 

자극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창의발달이다. 유아기는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호기심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려는 욕구 또한 발생한다. 색채는 유아의 호기심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색채를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힌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에게 적절한 

시각적 자극을 주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을 선호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색계에서 한색계로 색채 선호가 변화한다. 또한 색을 통해 따뜻함과 차가움,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등과 같은 감정표현 또한 습득한다. 남아와 여아의 색채 

선호도가 다르지만 최근 성별로 구분 할 필요가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색채를 구분하기 보다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 좋아하는 색채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5)  청각적 능력  

 
청각은 진동이 파동의 형태로 사람의 귀에 지각되는 감각능력이다. 청각적 요소는 

다른 기타 감각과 함께하여 더욱 확실하고 풍부한 느낌과 기억을 갖게 한다. 또한 

소리는 직접 눈에 보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가상의 내용까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27 

 
27 유현정(2013), 『아동의 감성발달을 돕는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재인용) 



 

 

- 36 - 

유아가 놀이를 통해 청각적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다양한 소리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다. 전기적으로 작동되어 미리 입력 된 소리가 나는 장난감 뿐만 아니라 유아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부딪히며 나는 소리, 블록에 곡물 등을 넣어 흔들고 떨어트릴 

때 나는 소리 등 유아가 다양한 소리를 접하며 청각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6)  촉각적 능력 

 
촉각적 능력은 피부를 통해 느끼는 피부 감각을 의미한다. 촉각 정보는 직접적인 

감각으로 온 몸의 신경을 통해 강하게 인식되는데, 특히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촉감은 

여러 감정과 기억을 발현시킨다. 이러한 감각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사물에 

반응해온 기억을 자극하여, 시각으로도 충분히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공감각 형성의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감각이다. 28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며 발달되는 능력이므로 유아의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쓰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유아들의 손보다 큰 블록을 쥐었을 때의 감각과 한 손안에 전부 잡을 수 

있는 블록을 잡았을 때의 감각은 다르다. 또한 광활한 면을 만지고 느낄 때와 각이 

져있는 모서리 등을 만졌을 때의 감각 또한 유아들에게 촉각적 능력의 경험을 제공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장난감의 소재와 형태의 표현에 신경을 써야한다. 

 

 

 

 

 

 

 
28 유현정(2013), 『아동의 감성발달을 돕는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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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공간적 감성 

 
앞서 연구한 내용들을 종합 해 보면 공간지각능력이 발달 된 유아일수록 

인지적·사회적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을 습득하는데 유리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3-5 세의 유아들은 Piaget 의 공간 개념 중 위상적 공간 개념에 해당하며 

공간지각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근접성, 분리, 순서, 연속의 하위 개념을 발달 

시켜야 한다. 또한 공간지각능력을 놀이를 통해 발달시키려면 어떠한 놀이가 

적합한지를 알아야 한다. Sluss(2018)에 따르면 구성 놀이에 제시되는 완구의 특성상 

일대일 놀이가 자주 발생되는데 이러한 교구의 사용은 유아의 공간지각능력과 여러 

가지 특정한 기술 및 소 근육 운동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29  구성 

놀이는 유아에게 눈과 손의 협응력, 문제해결기술, 공간지각능력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작은 교구들을 가지고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Freeman et al., 2016; Kamii, 2015) 구성 놀이의 완구 중 대표적인 것은 블록과 

퍼즐이다. 유아들은 블록과 퍼즐을 쌓고 끼우며 균형, 대칭, 각도, 무게 등과 같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며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킨다.  

블록과 퍼즐을 통해 향상시킨 공간지각능력을 감성 지능으로 까지 연장된 개념이 

공간적 감성이다. 공간적 감성은 공간지각능력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사회 일원으로써 유아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인지 심리학자들 중 R.Sternberg(1981)의 연구는 

3 위일체이론(triarchic theory)의 실제적능력, 분석적능력, 창의적능력을 토대로 

 
29  왕혜원(2019),『흥미영역별 놀이가 유아의 인지처리능력, 언어능력, 공간지각력,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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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에서 필요한 능력을 나누었다. 또한 감성은 감각을 매개로 향상되고 블록을 

통해 향상 될 수 있는 감각 능력은 시각, 청각, 촉각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에서 이야기 한 3 – 5 세 유아의 위상적 공간 

개념과 6 가지 감성발달요소를 토대로 현재 국내 출시 된 목재블록완구 제품들이 

공간적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현황 조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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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황분석 

 

제 1 절. 조사대상 선정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유아의 공간적 감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의 목재블록완구를 현황분석 하고자 한다. 국내 완구 업계의 구심점은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으로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 년 260 개 이던 완구 업체는 2006 년 168 개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80%가 상시 

종업원 10 인 미만의 영세소기업이다(한국부품소재진흥원 2009).국내 목재 완구를 

생산하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완구의 재단 및 마무리에 있어 손 작업이 

많으므로 고임금의 국내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순수하게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 또한 드물고,수입을 병행하여 자체생산품과 수입품이 뒤섞여 제품의 

근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도 보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30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제품들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목재블록완구’ 검색 시 상위에 있는 업체 미소토이, 숲소리, 우토, 

토도리브로 4 곳을 선정하였다. 이후 자사사이트가 있는 업체의 경우 블록 완구로 

분류 된 제품 중 상위 제품들을 선정하였고, 자사사이트에서 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네이버 쇼핑 순위를 참고하였다.  

 

 
30 김준형(2013), 유아기 조작놀이와 가상놀이를 돕는 친환경 목재완구 디자인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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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선정된 4 개의 업체의 상단 순위에 있는 12 가지 목재블록완구를 

정리한 표이다. 

 

    

미소토이 미소토이 숲소리 숲소리 

친환경원목블록 칠교놀이 영유아 블록 천연 블록 

 
   

숲소리 우토 우토 우토 

카프라 도미노 슬롯 카트 신나무 구슬 꿰기 

    

토도리브로 토도리브로 토도리브로 토도리브로 

원목 블록 
표정 놀이 

원목링끼우기 
도형블록상자 도형기차놀이 

<표 7> 현황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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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분석 방법 

 
조사 분석방법은 먼저 목재블록완구의 개요를 파악한다. 개요는 홈페이지 제품 판매 

페이지를 참고하여 제품 이미지, 제품명, 업체명, 홈페이지, 대상 연령을 파악하고, 각 

제품의 사이즈, 구성품, 재료, 마감 방법을 조사하였다.  

앞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크게 놀이 종류, 위상적공간개념, 

감성발달요소로 나누었다. 놀이의 종류는 기능 놀이, 구성 놀이, 모방 놀이, 규칙 

놀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해당 영역에 적합한 놀이로 분류하였다. 유아의 공간 개념은 

3 세 – 5 세유아에게 해당하는 위상적공간개념을 바탕으로 근접, 분리, 순서, 연속으로 

나누었다. 첫째, 근접은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지 둘째, 분리는 

물체의 연결성을 파악 할 수 있는지 셋째, 순서는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넷째, 연속은 위의 세 가지 개념을 종합하면서 물체를 세분화하고 

재 조립할 수 있는 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감성발달요소는 

실제적능력, 분석적능력, 창의적능력, 시각적능력, 청각적능력, 촉각적능력 6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해당영역에서 블록 놀이를 하며 감성을 발달 시킬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R.Sternberg(1981)의 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실천으로 바꾸고 

분석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으로 나누었다. 또한 블록 놀이를 통해 발달 될 수 있는 감각의 영역을 시각, 

청각, 촉각으로 나누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블록들이 유아에게 색채, 소리, 촉감의 

자극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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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업체명  홈페이지  

대상 연령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구성품  

재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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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표 8> 현황분석 표 예시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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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목재 완구 현황분석 

1. 미소토이 

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친환경 원목 블록 

업체명 미소토이 홈페이지 http://misotoy.com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38cm*28cm*3cm 

구성품 
정사각형, 사다리꼴, 반원, 마름모 등의 도형 블록 100pcs / 패브릭정리함 / 

창의 워크북 

재료 
뉴질랜드산 소나무, 너도밤나무, 물푸레나무, 사펠리, 연나무, 자작나무, 파둑, 
퍼플하트, 홍 호두나무, 흑 호두나무 

마감 천연 식물성 오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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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미소토이의 ‘친환경 원목 블록’은 천연 목재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나무 자체의 질감을 만져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임. 창의 워크북을 함께 제공하며 규칙 놀이 또한 체험 할 수 있음. 블록을 통해 

위상적 공간 개념은 분리를 앎에 있어 물체가 붙고 떨어지는 것이 타 제품에 비해 조금 미흡함. 

삼각뿔, 돔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 구성을 통해 대부분의 감각이 발달 될 수 있지만, 청각적 
능력은 발달시키기 어려움. 

<표 9> 목재 블록 완구 사례 A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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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칠교놀이 

업체명 미소토이 홈페이지 http://misotoy.com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15.5cm*8.5cm*1.5cm 

(가로*세로*두께) 

구성품 칠교놀이 블록 7pcs 

재료 
뉴질랜드산 소나무, 너도밤나무, 물푸레나무, 사펠리,  

홍 호두나무, 흑 호두나무 

마감 천연 식물성 오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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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칠교놀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아 놀잇감의 한 형태이며, 정해진 7 개의 블록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음. 납작한 형태의 블록 구성으로 인해 다른 공간개념의 발달은 적으나, 납작한 

블록을 서로 연결하며 형태를 만들며 분리의 개념 이해를 도움. 감성발달요소로는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실제적능력과 기초 도형을 습득 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을 

익히는데 적합함. 

<표 10> 목재 블록 완구 사례 B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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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소리 

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영유아 블록 22p 

업체명 숲소리 홈페이지 http://www.soopsori.co.kr 

대상 연령 1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4.5cm*4.5cm*4.5cm 

(정육면체 블록 기준) 

구성품 
정육면체, 아치, 원기둥과 표정 블록 등의 도형 블록 22pcs / 원목 상자 / 블록 

끼우기 뚜껑 

재료 
파둑, 너도밤나무, 가중나무, 샤펠리, 자작나무, 퍼플하트, 마호가니, 단풍나무, 

흑 호두나무, 물푸레나무 

마감 천연 아마 오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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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숲소리의 ‘영유아블록’다른 블록과 달리 더 어린 1 세이상의 유아부터 놀이 할 수 있도록 비교적 

큰 사이즈로 제작 됨. 또한 표정블록을 통해 유아들이 모방놀이를 체험 할 수 있음. 위상적 공간 

개념 또한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음. 감성발달요소 또한 습득이 용이했는데, 특히 블록 

내부에 곡물을 넣어 블록을 흔들고 놀이하며 다른 블록에서 이끌어 내기 힘든 청각적능력을 발달 

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표 11> 목재 블록 완구 사례 C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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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천연 블록 66p 

업체명 숲소리 홈페이지 http://www.soopsori.co.kr 

대상 연령 1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3.7cm*3.7cm*3.7cm 

(정육면체 블록 기준) 

구성품 정육면체, 아치, 원기둥 등의 도형 블록 66pcs / 원목 상자 

재료 
파둑, 너도밤나무, 가중나무, 샤펠리, 자작나무, 퍼플하트, 마호가니, 단풍나무, 

흑 호두나무, 물푸레나무 

마감 천연 아마 오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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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숲소리의 ‘천연블록’은 원목 자체를 아마오일로 마감하여 원목 고유의 색과 질감을 유아들이 

놀이하며 자연스럽게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블록 구성 또한 

3.7cm 의 정육면체 블록을 기준으로 형태를 붙히고 나누어 구성되어있어 공간개념을 습득하기 

적합함. 감성발달의 경우에도 6 가지의 다양한 능력이 골고루 발달 될 수 있으나, 삼각뿔 등 

뾰족한 촉각적 능력을 체험하는데 있어 아쉬움. 

<표 12> 목재 블록 완구 사례 D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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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카프라 

업체명 숲소리 홈페이지 http://www.soopsori.co.kr 

대상 연령 1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12cm*2.4cm*0.4cm 

구성품 카프라 블록 150pcs / 에코 백 2 개 

재료 
파둑, 너도밤나무, 가중나무, 샤펠리, 자작나무, 퍼플하트, 마호가니, 단풍나무, 

흑 호두나무, 물푸레나무 

마감 천연 아마 오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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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납작하고 긴형태의 블록으로만 구성 된 카프라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형태를 연결하고 나누며 

공간개념을 이해하는데 적합함. 또한 한가지의 형태만으로 높게 쌓기 위해 유아들은 무게중심의 

개념과 얇은 두께의 면이 만나 부피를 만드는 개념을 이해 할 수 있음. 하지만 한 가지 형태로만 

구성 되어있는 블록 특성상 다른 블록들에 비해 다양한 기초 도형을 습득해 비교하는 분석적 

능력이 떨어짐. 

<표 13> 목재 블록 완구 사례 E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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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토 

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우토 도미노 점보 200pcs 

업체명 우토 홈페이지 http://wooto.kr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40cm *16.5cm * 0.9cm 

구성품 컬러 도미노 / 터널 블록 / 놀이 도움 블록 

재료 천연 목재 (수종은 알 수 없음) 

마감 친환경 수성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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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우토의 ‘도미노 점보블록’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미노 블록과 도미노 놀이를 도와주는 

터널블록, 놀이도움블록 등으로 구성되어있음. 도미노의 경우 겹겹이 쌓아 놀이를 한다기 보다 
바닥에 블록을 놓아보며 놀이를 하기 때문에 근접 공간개념들 습득하기 용이함. 또한 블록이 

넘어가는 방향과 각도를 계산하며 분리와 순서의 개념도 익힐 수 있음. 하지만 한가지형태로 

되어있어 감성발달요소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함. 

<표 14> 목재 블록 완구 사례 F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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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우토 슬롯 카트 

업체명 우토 홈페이지 http://wooto.kr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21cm * 14.5cm * 14cm 

구성품 슬롯 카트 / 도형 블록 

재료 천연 목재 (수종은 알 수 없음) 

마감 친환경 수성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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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슬롯카트’는 블록을 정리하는 카트와 결합 된 블록완구이며 유아들은 카트에 연결되어있는 줄을 

끌어당기며 이동할 수 있음. 상단에 있는 각 도형에 맞는 구멍으로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개념을 이해 할 수있음. 하지만 적은 블록 수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적 능력과 촉각적 능력에서 부족함을 보임. 

<표 15> : 목재 블록 완구 사례 G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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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신 나무 구슬 꿰기 

업체명 우토 홈페이지 http://wooto.kr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21cm * 14.5cm * 14cm 

구성품 나무 기둥, 도형 블록, 실 꿰기 나무 바늘 

재료 천연 목재 (수종은 알 수 없음) 

마감 친환경 수성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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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신 나무 구슬 꿰기’는 나무바늘을 통해 블록들을 연결 하거나 함께 제공 된 나무기둥에 블록을 

꽂아보며 놀 수 있는 블록 완구. 작은 구멍을 나무바늘로 연결하며 조작능력이 향상되고 
자신만의 순서를 지어 볼 수 있음. 감성은 전반적으로 발달 할 수 있지만 청각적 능력을 

발달시킬 요소가 부족함. 

<표 16> 목재 블록 완구 사례 H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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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도리브로 

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원목 블록 100pcs 

업체명 토도리브로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todolibro1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6cm * 3cm * 3cm 

(직육면체 블록 기준) 

구성품 

직육면체*12 / 직 사각 기둥_소*14 / 직 사각 기둥_대*5 / 정육면체*23 / 정 사각 

기둥 *8 / 아치형 기둥*3 / 삼각기둥_소*4 / 삼각기둥_대*3 / 사다리꼴기둥*3 / 

반원 기둥*3 / 원기둥_소*9 / 원기둥_대*6 / 원뿔*5 / 반지름원기둥*1 / 반구*1 

재료 천연 목재 (수종은 알 수 없음) 

마감 페인트 (종류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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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토도리브로 ‘원목 블록’은 100pcs 의 넉넉한 양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블록 정리를 도와 줄 

정리함에 끼우는 놀이가 가능한 뚜껑을 함께 구성. 다른 놀이에 비해 모방놀이와 규칙놀이가 

부족하지만 위상적 공간개념과 감성발달요소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발달 시킬 수 있음. 하지만 

청각적 능력을 발달시킬 요소가 부족하며, 정확한 성분이 제시되지 않고 천연페인트로 

마감했다고만 나와있어 보완이 필요함. 

<표 17> 목재 블록 완구 사례 I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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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표정 놀이 원목 링 끼우기 

업체명 토도리브로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todolibro1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9.5cm * 9.5cm * 15cm 

(박스 사이즈) 

구성품 나무 기둥 / 얼굴 블록 / 컬러 블록 5pcs 

재료 천연 목재 (수종은 알 수 없음) 

마감 페인트 (종류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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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표정 놀이 원목 링 끼우기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가 들어가 있으며 점점 커지는 

원목 블록 링을 막대에 끼워보며 놀이함, 다른 제품에 비해 표정 블록을 통한 모방 놀이가 가능. 
하지만 감성발달요소들은 부족하며 특히 원목링으로만 구성된 단조로운 형태가 대부분이라 

분석적능력과 촉각적능력을 발달시키기 어려움. 

<표 18> 목재 블록 완구 사례 J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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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도형블록상자 

업체명 토도리브로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todolibro1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16cm * 14.5cm * 11.5cm 

구성품 도형블록상자 / 도형 블록 

재료 천연 목재 (수종은 알 수 없음) 

마감 페인트 (종류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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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도형블록상자는 금고형식으로 된 나무상자에 블록을 끼우며 놀이를 할 수 있는 블록 완구. 

따라서 유아들이 손으로 조작하며 나무블록을 끼워 볼 수 있으며, 열쇠로 문을 열어 블록을 

꺼내고 넣고 뺄 수 있음. 다른제품들에 비해 안과 밖의 공간개념은 익힐 수 있으나 나머지 

능력은 발달시키기 부족함. 감성발달요소도 적은 블록 수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기에 무리가 

있어 놀이 방법의 한계점을 보임. 

<표 19> 목재 블록 완구 사례 K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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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개 요 

제품이미지 

 

제품명 도형 기차놀이 

업체명 토도리브로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todolibro1 

대상 연령 3 세 이상 
사이즈 

(가로*세로*두께) 
32.5cm * 9.5cm * 6.2cm 

구성품 기차놀이블록 3pcs / 도형 블록 18pcs 

재료 천연 목재 (수종은 알 수 없음) 

마감 페인트 (종류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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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내 용 

놀이 
종류 

기능 놀이 ● 물체의 속성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활동인가? 

구성 놀이 ◐ 물건을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 

모방 놀이 ○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규칙 놀이 ● 미리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 위치에 따른 공간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가? 

분리 ●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순서 ● 일정한 규칙을 통해 공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연속 ◐ 물체를 세분화 하고 재 조립 할 수 있는가? 

감성 

발달 
요소 

실제적능력 ◐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가? 

분석적능력 ● 놀이를 통해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가? 

창의적능력 ◐ 실제적, 분석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창조할 수 있는가? 

시각적능력 ● 유아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청각적능력 ◐ 놀이를 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가? 

촉각적능력 ◐ 놀이를 통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 례 소 결 

놀이 종류 위상적 공간 개념 감성발달요소 

   

토도리브로의 ‘도형기차놀이’는 3 개의 기차블록이 서로 연결되어 블록을 끌며 놀 수 있는 블록 

완구. 기차를 연결하며 연결과 분리의 개념을 파악하고 기차위에 블록을 순서대로 쌓으며 순서의 

개념또한 익힐 수 있음. 감성발달요소도 적절히 발달 될 수 있는데, 다양한 기초 도형을 비교 해 

볼 수 있음. 하지만 3 개의 기차블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블록의 수가 부족하므로 추가구매가 

가능하면 더 다양한 놀이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됨. 

<표 20> : 목재 블록 완구 사례 L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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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황분석 결과 

 

1. 현황분석 결과 종합 

 
A 

 

놀이 종류 기능, 구성, 규칙 놀이는 가능하나 모방 놀이가 부족함. ● 

천연원목블록 공간 개념 위치와 규칙을 세우며 공간개념을 인식 할 수 있음. ○ 

미소토이 감성발달요소 청각적 능력 외 다른 감성 발달은 대체적으로 만족함. ● 

B 

 

놀이 종류 기능, 구성, 규칙 놀이는 가능하나 모방 놀이가 부족함. ● 

칠교놀이 공간 개념 분리의 개념 외 나머지 공간개념을 습득하기 어려움 ○ 

미소토이 감성발달요소 청각적, 촉각적 능력 발달이 비교적 어려움 ● 

C 

 

놀이 종류 기능, 구성, 모방, 규칙의 모든 놀이가 가능함. ● 

영유아 블록 공간 개념 대부분의 공간개념을 익히기 적합함. ◐ 

숲소리 감성발달요소 촉각적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나 대부분 만족함. ● 

D 

 

놀이 종류 기능, 구성, 모방, 규칙의 모든 놀이가 가능함. ● 

천연 블록 공간 개념 대부분의 공간개념을 익히기 적합함. ◐ 

숲소리 감성발달요소 촉각적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나 대부분 만족함. ● 

E 

 

놀이 종류 기능, 구성 놀이는 가능하나 모방, 규칙 놀이는 어려움. ○ 

카프라 공간 개념 순서의 공간개념이 조금 미흡함. ◐ 

숲소리 감성발달요소 한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분석적 촉각적 능력 발달 미흡. ◐ 

F 

 

놀이 종류 기능 놀이는 부합하나 구성, 모방 놀이를 즐기기 부족함. ○ 

도미노 공간 개념 대부분의 공간개념을 습득하기 적합함. ◐ 

우토 감성발달요소 한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분석적 촉각적 능력 발달 미흡. ◐ 

G 

 

놀이 종류 구성 놀이가 조금 부족하며 모방 놀이가 불가능함. ○ 

슬롯카트 공간 개념 순서 외 다른 공간 개념은 익히기 어려움. ○ 

우토 감성발달요소 기초 도형을 익히고 시각적 청각적 능력 습득 가능. ● 

H 

 

놀이 종류 기능, 구성, 규칙 놀이는 가능하나 모방 놀이가 부족함. ○ 

신나무 구슬 꿰기 공간 개념 분리와 순서를 익히기 적합함. ○ 

우토 감성발달요소 청각적 능력 외 다른 감성 발달은 대체적으로 만족함. ● 

I 

 

놀이 종류 기능, 구성 놀이는 가능하나 모방, 규칙 놀이는 어려움. ○ 

원목 블록 공간 개념 위치와 규칙을 세우며 공간개념을 인식 할 수 있음. ◐ 

토도리브로 감성발달요소 청각적 능력 외 다른 감성 발달은 대체적으로 만족함. ● 

J 

 

놀이 종류 표정 블록을 통해 모방 놀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 ◐ 

표정 놀이 원목링끼우기 공간 개념 분리와 순서를 익히기 적합함. ◐ 

토도리브로 감성발달요소 시각적 능력 외 다른 능력 요소들은 부족함. ◐ 

K 

 

놀이 종류 기능 놀이는 가능하나 다른 놀이 활동은 미흡함. ○ 

도형블록상자 공간 개념 안과 밖의 공간개념을 익힐 수 있음. ○ 

토도리브로 감성발달요소 기초 도형을 통해 분석적, 촉각적 능력 발달 가능. ● 

L 

 

놀이 종류 기능, 구성, 규칙 놀이는 가능하나 모방 놀이가 부족함. ○ 

도형기차놀이 공간 개념 대부분의 공간개념을 익히기 적합함. ◐ 

토도리브로 감성발달요소 다양한 감성발달요소 습득이 가능함. ● 

<표 21> 현황분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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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 종류별 분석 종합 

 

앞서 연구한 4 가지의 놀이 단계 ‘기능 놀이, 구성 놀이, 모방 놀이, 규칙 놀이’로 

나누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아의 목재블록완구가 어떤 놀이로 분류 되는지를 

<표 22>과 <표 23>에 정리하였다. 

 

 
<표 22> 놀이 종류별 분석 종합 

 
 A B C D E F G H I J K L 

기능 

놀이 
● ● ● ● ● ● ● ● ● ● ● ● 

구성 

놀이 
● ● ● ● ● ○ ◐ ◐ ● ◐ ◐ ◐ 

모방 

놀이 
○ ○ ● ● ○ ○ ○ ○ ○ ● ○ ○ 

규칙 

놀이 
● ● ◐ ◐ ○ ◐ ● ◐ ○ ◐ ◐ ● 

<표 23> 놀이 종류별 분석 종합 

기능놀이

구성놀이

모방놀이

규칙놀이

놀이 종류별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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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례가 1 세 ~ 2 세의 놀이 형태인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놀이에는 부합했다. 

구성 놀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부합했는데, 몇가지의 사례에서 비교적 블록의 

수가 부족하거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한 경우가 드러났다. G 와 J, K 사례의 경우 

블록의 수가 부족하여 유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평가 

하였다.  

모방 놀이의 경우 블록 자체가 모방 놀이를 할 수 있는 경우, 표정 등이 블록에 

표현되는 경우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C 사례의 경우 블록에 다양한 표정을 각인하여 

유아들이 놀이를 하며 감정표현을 익히고 모방 놀이를 가능하게 하였고, J 사례의 경우 

표정이 있는 원목 기둥에 다른 사이즈의 블록을 끼워 넣는 활동을 통해 옷을 

갈아입는 듯한 놀이를 경험 할 수 있어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규칙 놀이의 경우 블록 놀이와 함께 할 교재를 제공 해 주거나 블록정리함에 

정리할 때 규칙이 필요한 경우에 점수를 높게 배정했다. A 사례의 경우 창의워크북을 

제공하여 유아가 기본도형에서부터 물고기, 배 등 주변 사물들을 만들어 보고 

100pcs 의 넉넉한 블록으로 우주선, 성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재를 제공하는 점이 

큰 강점이다. C와 D, K 사례의 경우에 함께 제공 되는 원목블록정리함에 정리를 할 때 

원목블록정리함의 형태로 딱 맞게 끼워 넣어야 정리를 할 수 있어 유아들에게 유닛과 

유닛들의 합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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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상적 공간 개념 분석 종합 

 
Piaget 와 Inhelder(1956)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유아의 공간 개념 중 3 세 – 5 세 

유아들이 해당하는 위상적 공간 개념 분석하였다. 위상공간 개념은 물체의 크기, 모양 

등은 고려하지않고 단순 형상과 접근위치등의 관점에서 형상을 추상하는 단계이며 

이는 근접, 분리, 순서, 연속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24> 위상적 공간 개념 분석 종합 

 

 A B C D E F G H I J K L 

근접 ● ○ ● ● ● ● ◐ ◐ ● ◐ ◐ ◐ 

분리 ○ ● ◐ ◐ ● ● ○ ● ◐ ● ○ ● 

순서 ◐ ○ ◐ ◐ ◐ ● ● ● ◐ ● ◐ ● 

연속 ● ○ ● ● ● ◐ ○ ○ ● ◐ ○ ◐ 

<표 25> 위상적 공간 개념 분석 종합 

근접

분리

순서

연속

위상적 공간개념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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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적 공간 개념의 경우 놀이 종류에 비해 제품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근접의 경우 가까운 것과 먼 것, 안과 밖, 위아래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개념이다. 

A,C,D,E,F,I 사례와 같은 일반적인 모듈 형태 블록의 경우 블록을 쌓아 올리며 높고 

낮음을 놀이를 통해 인식할 수 있고, 도미노 형태의 블록 또한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한 

학습이 가능했다.  

분리의 경우 물체가 서로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혹은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특히 사례 L 의 경우에는 연결되는 기차 형태를 가지고 있는 

블록으로 바퀴가 달린 기차 블록이 연결이 되며 기차 블록 위에 조각 블록이 

얹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분리의 개념이 가장 잘 보여지는 블록으로 보여진다. 

순서는 근접성, 분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규칙을 통해 순서를 세우며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개념이다. 사례 F 는 도미노 형태의 블록이며 놀이를 할 때 일정한 순서를 

세우며 멀고 가까움을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접성과 분리를 바탕으로 

어떠한 간격으로 블록을 배치해야 잘 넘어가는지 또한 놀이 도움 블록을 이용해 다른 

형태에 올려 놓았을 때의 상황까지 추리 해 봄으로써 순서의 개념을 학습 할 수 있다. 

연속의 경우 위의 세 개념의 종합이며 위상적 공간개념을 종합하는 개념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블록은 A, C, D, E, I 사례이다. 이 블록들은 1*1 의 기본 형태의 블록이 

1*2, 2*2 블록들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기본 1*1 의 부피를 가져가며 원뿔 및 반원 

등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달리한다. 따라서 유아들이 놀이를 하며 일정한 크기의 

블록이 합쳐지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인식 하며 물체를 세분화하고 재조립하며 

종합적인 공간지각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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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성발달요소 분석 종합 

 
유아의 감성 발달 요소로 실제적, 분석적, 창의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의 6 가지 

분류로 나누어 현황조사 하였다.  

 

 
<표 26> 감성발달요소 분석 종합 

 
 A B C D E F G H I J K L 

실제적능력 ● ● ● ● ● ◐ ○ ◐ ● ◐ ○ ◐ 

분석적능력 ● ● ● ● ○ ○ ● ● ● ○ ● ● 

창의적능력 ◐ ● ● ● ● ◐ ◐ ◐ ● ◐ ◐ ◐ 

시각적능력 ● ◐ ● ● ● ● ● ● ● ● ● ● 

청각적능력 ○ ○ ● ● ○ ● ● ○ ○ ○ ○ ◐ 

촉각적능력 ● ○ ◐ ◐ ○ ○ ○ ● ● ○ ● ◐ 

<표 27> 감성발달요소 분석 종합 

실제적능력

분석적능력

창조적능력

시각적능력

청각적능력

촉각적능력

감성발달요소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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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능력이란 우리가 아는 것을 활용하여 실천하며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실제적 능력이 잘 드러난 사례로는 A, B, C, D, E, I 이다. 

유아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블록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사례 

B 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칠교놀이를 목재블록완구로 제작 한 블록이다. 

칠교놀이는 한정된 7 가지 블록으로 동물, 식물, 건물 등 다양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블록을 통해 만들 수 있다.  

분석적 능력이란 경험된 문제, 즉 익숙한 문제에 직면하여 요소들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는데 있다. A, B, C, G, I, K, L 의 사례가 기초 도형을 습득하고 차이점을 

알아내기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블록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E 사례의 

경우 한가지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는데. 직사각형의 얇은 블록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낸다. 유아들은 한정된 형태의 블록을 쌓으며 어떻게 쌓아야 높게 크게 

쌓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비교한다. 이를 통해 경험한 지식으로 점차 더 크고 높게 

블록을 쌓을 수 있게 발전하게 된다.  

창의적 능력이란 실제적, 분석적 응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부분의 블록에서 이러한 창의적 능력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 사례의 경우 직육면체, 직 사각 기둥, 정육면체, 정 사각 기둥, 아치형 

기둥, 삼각기둥 등 다양한 형태와 많은 수의 블록을 이용해 실제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발달 시키고 더불어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시각적 능력은 보는 활동을 통해 발달된다. 대부분의 블록이 유아에게 적합한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컬러를 사용했다. 오일로 마감하는 경우 파둑, 샤펠리, 

퍼플하트, 마호가니, 호두나무 등 원목 자체의 색이 잘 드러나는 외국 수종을 많이 

사용하였다. 페인트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유아가 좋아하는 밝은 원색의 컬러의 

페인트를 사용해 유아가 시각적 능력을 발달 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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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적 능력은 소리를 통해 감성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활동이다. 사례 C 와 D 의 

경우 블록 안에 곡물을 넣어 제작되어 유아들이 놀이를 하며 흔드는 활동을 통해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례 F 의 경우 종이 달린 블록을 함께 포함하여 

유아가 도미노 놀이를 하며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종을 부딪히며 나는 종소리 또한 

다른 원목블록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활동 중 하나이다. 

촉각적 능력은 유아가 블록을 가지고 놀며 다양한 촉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유아는 손으로 쥐고 던지며 놀이를 하는데 이때 쥐는 과정에서 유아의 

손보다 크거나 작을 때 유아는 다양한 촉각적 경험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서리 부분의 

마감처리, 원뿔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뾰족함, 쥐었을 때 국소적인 자극 등을 경험 

하며 감성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사례들 중 비교적으로 원뿔과 구의 형태를 경험 할 

수 있는 블록들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 77 - 

5. 현황분석 소결 

 
국내 시판중인 12 개의 목재블록완구 현황조사를 통해 3 세 ~ 5 세의 유아가 놀이를 

통해 공간적 감성이 향상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능 놀이는 높게 나타났으나 모방 놀이는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1 세 ~ 2 세 유아에게 해당되는 기능 놀이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인 3 세 ~ 5 세의 유아에게 해당되는 놀이 

유형은 구성 놀이와 모방 놀이이다. 구성 놀이는 대체적으로 부합했으나 모방 

놀이의 경우 일부 제품으로만 놀이가 가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록 

구성을 다양화 하며 표정 블록, 동물 블록 등을 함께 구성하면 모방 놀이가 

용이 할 것으로 보여진다. 6 세 이후의 유아들에게 보여지는 규칙 놀이의 경우 

블록 완구와 함께 놀이 할 수 있는 교재들을 제공하면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창의성 발달을 돕는 위상적 공간 개념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연속의 

개념만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연속의 경우 근접×분리×순서의 종합 개념이기 때문에 세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일정한 크기의 블록이 합쳐지고 나눠지며 순서를 지어 볼 수 있으면 향상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시각적능력은 잘 나타났지만 촉각적×청각적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시각적 

능력의 경우 거의 모든 제품들이 유아가 좋아하는 원색 색채를 사용했다. 

비교적 낮게 나타난 능력으로는 촉각적능력과 청각적 능력이며 이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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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원목 블록에 다른 소재의 블록을 결합하거나 형태를 

다양화하면 발달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간 개념 발달에 도움을 주는 목재 블록 완구는 숲소리의 

‘카프라’, 우토의 ‘도미노 점보 200pcs’이다. 두 가지 블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많은 양의 블록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방안 

전체를 블록을 놓아보고 쌓아보며 공간개념을 습득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감성 발달을 돕는 목재블록완구는 숲소리의 ‘영유아블록’ 과 ‘원목 블록’ 이다. 

두가지 블록은 감성 발달에 있어 6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특히 다른 제품들의 

부족한 능력 이였던 청각적능력을 블록 안에 곡물을 넣어 유아가 놀이하며 청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차별화 된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가지 블록의 비교적 

부족한 촉각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기초도형뿐만 아닌 다양한 변형된 도형들도 

추가하면 유아들이 만져보며 촉각적 능력을 발달 시키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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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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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히 성장하며 아동들이 물질직으로는 풍요롭지만 사회적으로 결핍이 

심해지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무분별한 영상매체, 디지털 매체 등을 접하며 밖에 나가 

하는 활동이 적어지고 또래와 많이 접하지 못하여 마음의 건강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포용 국가 아동 정책 10 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아동을 위한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의 4 대 영역을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놀이를 통한 창의성과 사회성 계발’을 바탕으로 유아의 공간적 

감성을 향상시키는 목재블록완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간적감성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3 세 ~ 5 세의 유아가 목재 블록 완구로 놀이를 할 때 공간적 감성이 향상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국내 12 가지의 목재 블록 완구를 현황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Smilansky 의 놀이의 분류를 참고하여 4 가지 

놀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적 감성을 파악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리했다.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공간개념을 연구하기 위해 Piaget 와 

Inhelder(1956)의 공간 개념 중 3 세 ~ 5 세 아동에 해당하는 위상적 공간 개념 근접, 

분리, 순서, 연속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감성 지능을 

연구하기위해 감성발달요소 6 가지 실제적능력, 분석적능력, 창의적능력, 시각적능력, 

청각적능력, 촉각적능력을 연구하였다. 

둘째, 앞서 도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 틀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판매 중인 

12 개의 목재 블록 완구를 선정하여 현황조사 하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목재블록완구 판매 순위 중 상위에 있는 업체 ‘미소토이’, ‘숲소리’, ‘우토’, 

‘토도리브로’에서 판매하는 목재 블록 완구를 현황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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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황조사를 통해 공간 개념과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완구를 가지고 놀며 

공간적 감성을 획득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능력이 향상되기에는 조금 더 노력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3 세 ~ 5 세의 유아의 공간적 

감성을 향상시키는 블록 완구 디자인의 발전 방향은 구성 놀이와 모방 놀이가 

가능하도록 블록의 수량과 구성을 다양화 해야한다. 도형 블록, 표정 블록, 동물 블록 

등을 통해 사물을 묘사하는 상징적 기능을 발달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공간 개념은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로 발달 시킬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하여 더욱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감성 발달의 경우 

유아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분석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들이 

따라 해볼 수 있는 이미지나 교재들을 제공하며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이 능력은 

추후에 창의적 능력의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를 마무리 지으며, 감성적인 소재로 제작 되는 목재 완구는 최근 친환경 소재의 

수요 증가로 인해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을 예상한다. 하지만 가공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부에 전자적 

센서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작의 한계점을 극복 할 수 있으며 앞서 

연구한 공간적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들을 종합하여 목재 블록 완구의 

진화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사회에서 

유아들이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공간적 감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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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포용 국가 아동 정책 10 대 핵심과제’을 발표 했다.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유아의 놀이’이다.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신체 기술을 

익히고 내적으로도 호기심을 해소하고 창의성을 높인다. 유아의 창의적 능력은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유아가 상상을 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공간지각력이다. 또한, 놀이를 통해 기분이나 감정을 배우고 이를 표현하는 

감성활동들은 감성 사회에서 강점으로 가지고 있을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놀이를 통한 창의성과 사회성 계발’을 바탕으로 유아의 공간적 

감성을 향상시키는 블록 완구에 대해 연구하였고, 최근 친환경 소재 완구로 

주목받고있는 목재블록완구로 범위를 한정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적 감성이 향상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적 감성을 파악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리했다.  

둘째, 국내에서 판매 중인 12 개의 목재 블록 완구를 선정하여 현황조사 하였다. 

셋째, 현황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완구를 가지고 놀며 공간적 감성을 획득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능력이 향상되기에는 조금 더 노력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사회에서 유아들이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공간적 감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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