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것이 좋은 장난감일까요?
요즘 마트에 가면 어린이와 어른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난감으로 가득합니다. 

구입 가치가 있는 장난감을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린이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장난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스쿨 원생의 장난감을 고를 때 참고할 

질문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장난감은 안전합니까?
장난감은 튼튼하고 어린이의 연령에 맞아야 합니다. 장난감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권장 

사용 연령은 포장 상자에 찍혀 있습니다.

• 작은 부품이 포함된 장난감은 프리스쿨 원생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영유아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 모서리가 날카롭게 깨진 장난감은 고치거나 버려야합니다.

• 장난감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청소와 살균이 쉬워야 합니다.

• 비비총 등 쏘는 장난감은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 일부 어린이는 미디어에서 보는 공격적인 행동을 따라하므로 폭력적인 TV

프로그램 및 영화와 관련된 장난감은 피해주세요.

• 장난감에 포함된 배터리에는 위험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필요한

장난감은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이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합니까?
• 아이들은 일상적인 물건을 장난감으로 갖고 놉니다. 어린이는 재미있게 노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냄비와 냄비 뚜껑, 솔방울, 베개, 실패, 그릇, 열쇠, 빈

상자는 어린이에게 놀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점토, 천, 판지, 깨끗한 플라스틱 병,

수성 페인트, 마커, 구슬 등 미술 재료로 장난감을 만들게 해도 좋습니다.

• 어떤 장난감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블록, 인형, 동물 피규어, 옷입히기 소품, 모래놀이

및 물놀이 장난감, 장난감 자동차 및 트럭, 간단한 조립 세트는 개방형 장난감입니다.

모형을 만들어 이야기를 꾸며내고 연기를 하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은 어린이의 발달을 돕습니까?
좋은 장난감은 아래 요소의 발달을 돕습니다.

• 운동 능력: 끈으로 연결하는 나무 비즈, 실을 연결하는 카드, 타고 노는 장난감,

스케이트, 콩주머니, 다양한 크기의 공, 등반 구조물, 기타 스포츠 장비

• 과학적 추론 및 탐구: 자석 장난감, 조립 세트, 모래나 물에서 작동하는 장난감,

놀이용 반죽

• 숫자 개념 및 문제 해결 전략: 단위 블록, 패턴 블록, 장비 장난감, 페그보드, 퍼즐

• 음악적 인지: 쉐이커, 모래 블록, 탬버린, 핑거 심벌즈, 봉고 드럼 및 기타 리듬 악기

• 문자 습득 이전 경험: 자석 글자, 대화형 책, 칠판, 고무 도장, 알파벳 블록

• 사회 정서적 발달: 장난감 전화기, 금전 등록기, 꼭둑각시 인형, 인형 집 등

어린이가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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