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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아의 제스 어  의미 발달

정경희*․배소 **
(*한림 학교 학원 언어청각학 동과정,

**한림 학교 언어청각학부)

정경희ㆍ배소 . 한국 유아의 제스 어  의미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1호. 

1-13.본 연구는 12, 18, 24개월 된 정상아동의 제스 어와 언어의미  측면이 어떻게 발달하는

지 살펴보았다. 평가 차는 타당성이 검증된 Wetherby & Prizant(2002)의 ‘의사소통과 상징행동

척도’ (CSBS DP, 2002)  일부를 응용해서 아동과 20여 분간 놀잇감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

다. 먼  세 월령 집단의 아동들이 사용하는 제스 어가 빈도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았다. 다음으로 언어  의사소통방법으로 표 된 단어와 단어조합이 어떤 발달  특징을 보이

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첫째,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한 제스 어 

체의 평균 분당 빈도수는 12개월 집단이 0.92회, 18개월이 2.45회, 24개월이 2.21회로 나타났

다. 아동들이 사용한 제스 어 에서 월령간 차이가 나는 유형은 가리키기 다. 둘째,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 평균 빈도는 12개월이 1.6회, 18개월이 16.7회, 24개월이 43.6회, 단어

조합은 18개월에 평균 2.2회, 24개월은 평균 25.2회로 월령간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스 어와 단어, 단어조합 등이 한두 낱말 단계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핵심어: 의사소통행 , 제스 어, 단어, 단어조합

Ⅰ. 서   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은 말을 시작하기 훨씬 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하며, 이러한 의사소통

발달 수 은 아동발달의 가장 요한 지표이기도 하다(Wetherby & Prizant, 2002). 만 1세를 후로 해

서 아동들은 주로 제스 어나 발성동반 제스 어, 발성 등과 같은 비언어  표 수단이 주를 이루다 만 

2세를 후로 낱말이나 낱말 조합 같은 언어  수단을 습득하면서 비언어 인 수단이 어들고 언어  

형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홍경훈(2001)은 19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한 아동의 종단연구를 통해서 19

개월에는 발성을 동반한 제스 어의 비율이 약 12 % 다가 20개월 이후부터는 4 %로 낮아지고 부

분 말의 형태로 의사소통의도를 산출한다고 했다. Morford & Goldin-Meadow(1992)에 따르면, 한 낱

말 단계 아동은 제스 어 단독 산출량이 많으며, 분당 1.5개의 제스 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한 낱말 단

계 아동이 사용하는 제스 어의 유형으로는 주기, 보여주기, 뻗기, 가리키기 등이 사용된다. Bates 

(1979)는 여러 가지 제스 어 유형  주기, 보여주기, 뻗기가 우선 으로 발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

기는 12 - 14개월 사이에 조  늦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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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쯤 되었을 때 유아는 의미있는 첫 낱말을 산출하기 시작하면서 언어  의사소통행 자

로 성장하게 된다. Morford & Goldin-Meadow(1992)는 한 낱말단계 아동들이 의사소통행 를 한 수

단으로서 단어를 분당 2.8개 산출한다고 보고하 다. 최은희․서상규․배소 (2001)도 부모보고를 통

한 연구에서 13 - 15개월에 평균 12개, 16개월에서 18개월에 평균 54개, 22개월에서 24개월에 평균 256

개의 어휘를 산출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 배소 (1995)은 18개월을 후로 해서 아동들이 

폭발 으로 낱말을 습득하게 되고, 우리 나라의 경우 2세까지 100 - 300개 사이의 낱말을 표 하며, 2

세까지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평가할 때 어휘량을 측정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어휘가 약 50개정도 되면 아동들은 낱말들을 연결하여 문장형태를 만들기 시작한다(김 태, 

2002). 김 태(2002)는 낱말조합에 사용된 의미 계 유형을 만 2세의 경우 15개로 나 어서 평균 출

빈도와 아동의 사용률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 다.  에서 만 2세 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의미 계는 

평균 출 빈도에서는 실체-서술, 상-행 , 배경-행 , 배경-서술 등이 많이 나타났고, 사용아동비율

에서는 상-행 , 실체-서술, 배경-행 , 배경-서술이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언어이 기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은 이후 언어발달과 한 련이 있다(Thal, Tobias 

& Morrison, 1991). 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정서, 신체, 사회성 등과 같은 다양한 역의 발달과도 

긴 한 계가 있다(Mundy et al., 1995). 이런 에서 볼 때, 생후 1 - 2년 동안 아동의 의사소통능

력에 한 객 이고 한 평가는 이후의 아동의 반 인 발달 수 을 미리 측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나 장애의 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 선별해서 조기 치료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보고에 의존한 표 화 검사 이외에 아직까지 36개월 이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직  평가할 수 있는 객 인 평가도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만 1 - 2세 정상아동들

이 주로 어떤 의사소통수단을 사용하며, 그것을 얼마큼 자주 사용하는가에 한 일반아동의 객  자

료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의 수행수 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기 을 마련

해  수 있기 때문에 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언어발달 지체나 장애의 험에 처한 아동을 조

기 선별하고 치료교육할 수 있는 객 인 기 을 마련해  기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etherby & Prizant(2002)의 의사소통과 상징행  척도(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CSBS)를 이용해서 12개월, 18개월, 24개월 정상아동을 상으로 첫째, 

12, 18, 24개월 된 일반아동이 표 하는 제스 어의 빈도와 유형에서 각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12, 18, 24개월 된 일반아동이 언어  의사소통형태로 표 하는 단어와 단어조합은 어떤 발

달  특징을 보이는가와 같은 의사소통수단의 발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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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연구 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정상  발달을 하는 유아들이다. 아동의 생활연령

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 었으며(± 15일), 각 연령 별로 10명의 아동을 선정했다. 정상발달 아동

의 선정 기 은 1) 부모 면담 결과 발달상의 문제가 없으며, 2) DDST(오가실 역, 1976) 검사 결과, 모

든 역에서 정상 범 에 속하며, 3) SELSI (김 태 외, 2003) 검사 결과 -1SD이내에 속하며, 4) 사회

성숙도 검사(김승국․김옥기, 1969)검사 결과 -1SD이내에 속하는 아동이다.

2. 연구방법

가. 실험도구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Wetherby & Prizant(2002)의 ‘의사소통과 상징행동 척도’ 

(Communication and Behavior Scales Developmental Profile: CSBS DP, 2002) 행동샘  차를 사용

해서 아동이 표 한 의사소통수단을 심으로 연구하 다. 이 척도는 태엽감는 장난감, 풍선, 비눗방울, 

병속의 과자, 책보기, 상징놀이 등으로 이루어졌고, 장난감이나 실험순서 등은 자가 제시한 실험 차

에 따라서 진행하 다. 구체 인 실험 차는 다음 <표 -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 1> 샘  차

Warm-up
아동에게 장난감을 주고, 검사실  검사자와 친숙해지도록 시간을 주면서 부모면담

을 통한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의사소통으로의 

유혹

(약 5 - 10분)

1. 

태엽감는 
장난감

주머니 
속 장난감

장난감을 움직이게 한 후 아동 앞쪽 책상 에 올려놓는다. 작동이 멈춘 

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린다. 10  이상 반응

이 없으면 “도와 까?”하고 손을 내민다. 2번의 기회를  뒤 “꿀꿀이 

안녕”하며 장난감을 치운다.

 2개의 동물인형과 2개의 치발기를 넣은 헝겊 가방을 아동 앞에 흔들

면서 보여 다. 아동이 가방 안에서 장난감을 하나 꺼내도록 유도하거

나 검사자가 꺼내서 다. 잠시 엄마와 함께 이것을 가지고 놀도록 하

고, 검사자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이 때 발생한 의사소통행 도 체

크리스트에 기록한다. 이 과정을 의사소통으로의 유혹 네 가지 과제에

서 동일하게 실시한다.

2.

풍선

주머니 
속 장난감

같은 색의 풍선 2개를 비해서 하나를 검사자가 분 후, 아동이 만지거

나 러보도록 권한다. 풍선의 바람을 아동의 반  방향 쪽으로 천천히 

빠져 나가도록 한 후, 나머지 풍선을 아동 앞에 놓는다. 잠시 아동의 

반응을 기다린 후 10  이상 반응이 없으면 “도와 까?”하며 손을 내

민다. 2번의 기회를  후 “풍선 안녕”하며 풍선을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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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계속)

의사소통으로의 

유혹

(약 5 - 10분)

3. 

비눗방울

주머니 
속 장난감

검사자는 아동에게 직  향하지 않도록 비눗방울을 분다. 손잡이로 비

눗방울을 하나 잡아 아동이 직  터트려 보도록 권한다. 아이가 흥미를 

보인 후 비눗방울 병을 꽉 닫고 병을 흔들어 보여  후 아동 앞의 책

상 에 놓는다. 10  이상 반응이 없으면 “도와 까?”라고 말하며 손

을 내민다. 2번의 기회를  후 “비눗방울 안녕”하며 풍선을 치운다.

4.

병속의 
과자

주머니 
속 장난감

우선, 아동의 어머니에게 과자를 먹여도 되는지 물어본다. 아동이 과자

에 심을 갖게 한 후, 하나를 먹어보도록 권한다. 뚜껑이 있는 투명한 

병에 과자를 담고 뚜껑을 꽉 닫는다. 병을 아동의 높이에서 흔들어 

보여  후, 아동 앞의 책상 에 놓는다. 10  이상 아동이 반응을 보

이지 않으면 “도와 까?”라고 말하며 손을 내민다. 2번의 기회를  

뒤 “과자 안녕”하며 병을 치운다.

책 보기

(약 5분)

세 개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고, 아동이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두 권은 책상에서 

치운다. 어머니와 아동이 자연스럽게 책보기를 하도록 권하되, 어머니가 아동에게 

무 많이 질문하지 말고, 아동에게 자연스럽게 반응해주도록 미리 말해 다. 만약 아

동이 책 한 권을 무 빨리 다 보면 나머지 두 권 에 다른 한 권을 더 선택해서 

보도록 권한다.

상징놀이

(약 5분)

아동에게 뿡뿡이와 아기 인형 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 고르도록 한다. 우유병 2개, 

컵 2개, 숟가락 2개 포크 2개, 그릇 2개를 아동의 앞에 놓아  후 자연스럽게 놀이를 

진행하도록 한다. 검사자는 아동의 놀이를 모방하거나 아동의 요구에 반응해 다. 시

간이 조  지난 후 나머지 소꿉놀이 장난감을 모두 다.

나. 자료수집  차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과 상징행동 척도’ (Communication and Behavior Scales Developmental 

Profile: CSBS DP, 2002)에서 요구한 실험 도구를 서울과 경기도 지역 5곳에 설치하고 자료를 수집하

다. 검사자는 실험도구의 메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3명의 언어병리 공 학원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사 에 비디오 데모 테잎을 통해 평가 차와 방법을 훈련하 다. 주검사자와 부검사자 2명을 한 조로 

하고, 3명이 조를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하 다. 약 1개월 동안 각 월령별로 1 - 2명 정도 비검사를 

실시한 후, 본 검사 진행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의사소통과 상징행 척도 실험을 실시하기 에 

부모면담과 DDST와 SELSI, 사회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정상발달 여부를 확인하 다. 실험진행 과정

에 사용된 장난감은 CSBS 검사도구에 있는 것을 그 로 사용하 으며, 풍선만 구매해서 보충하 다. 

모든 실험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 다.

다. 자료분석

집계된 자료는 의사소통행 로 간주될 수 있는 제스 어 형태와 언어 인 형태로 나 어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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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빈도와 유형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의사소통행 로 간주하는 기 은 Wetherby & Prizant(2002)

이 CSBS DP에서 제시한 세 가지에 기 을 토 로 하 다. 즉 첫째, 어른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의사소통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발성이나 제스 어, 언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어야 한다. 제스 어는 어른을 향해서 몸짓이나 손짓 등을 이용해서 어떤 의도를 달하는 경우에 아

동이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 으며, 유형으로는 CSBS 활동지에 체크되어 있는 주로 습  형

태의 제스 어를 다루었다. 단어나 단어조합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기 은 조음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일 된 발성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어로 측정하 다. 

라. 신뢰도

자료분석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실험에 참가한 주검사자와 CSBS 메뉴얼을 충분히 숙

지하고 있는 언어병리 공 학원생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의 20 %(30개의 샘

  6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아동이 사용한 제스 어와 언어  의사소통수단을 사해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제스 어에 한 검사자간 신뢰도는 82 %이고, 단어와 단어조합 사용에 한 검사자간 신

뢰도는 90 % 다. 

Ⅲ. 연구결과

1. 일반 유아의 제스 어 발달 특징

가. 제스 어 사용빈도

0

0.5

1

1.5

2

2.5

3

12개월                               18개월                            24개월        월령

빈도

제스츄어 사용

<그림 - 1> 체 제스 어의 월령간 분당 빈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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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은 세 월령 집단이 제스 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발성이나 단어와 결합해서 사용한 

체 제스 어의 분당 평균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12개월 아동은 분당 0.92회(표 편차 .59), 18개월은 

분당 2.45회(표 편차 2.45), 24개월은 분당 2.21회(표 편차 2.21)로 나타났다. 세 월령 집단 간 분당 제

스 어 빈도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해 ANOVA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 2> 체 제스 어 분당 사용빈도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월령집단

오 차

13.52

27.23

 2

27

6.76

1.00

6.70 .004
**

총  40.751 29  
**
p < .01

세 집단간의 차이를 다시 사후검정한 결과 12개월과 18개월(p = .008), 12개월과 24개월(p = .027)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나 18개월과 24개월(p = .87)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나. 제스 어 유형

각 월령별 집단의 제스 어 유형별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 2>에 제시되어 있다. 12

개월 아동은 주기, 손뻗기, 보여주기, 가리키기의 빈도가 높았고, 18개월은 가리키기, 주기, 손뻗기의 빈

도가 높았다. 24개월 집단은 가리키기, 주기 등의 빈도가 높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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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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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16

18

20

주기 보여주기 밀기 손뻗기 가리키기 손흔들기 고개끄덕 고개젓기 기타 원거리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그림 - 2> 제스 어의 유형의 월령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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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단 간의 제스 어 유형에 따른 빈도의 차이를 ANOVA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가리키기에

서만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53, p = .010). 세 집단간 사용빈도에서 

차이가 난 가리키기 항목을 다시 사후검정한 결과 12개월과 24개월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8).

2. 일반 유아의 언어  의사소통수단의 특징

가. 단어

0

10

20

30

40

50

12개월                                18개월                         24개월            월령

빈도

단어 사용

<그림 - 3> 단어 사용빈도의 월령간 차이

<그림 - 3>은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단어만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한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단

어 사용의 경우 12개월은 1.6회(표 편차 2.32), 18개월은 16.7회(표 편차 16.59), 24개월은 43.6회(표

편차 24.60)이다. 한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사용한 단어의 평균 분당 빈도는 12개월이 0.06회, 18개월

은 0.72회, 24개월은 1.72회이다. 세 집단 간 단어 사용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 월령 집단의 단어 사용 빈도에 

한 분산분석은 <표 -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 3> 단어 사용빈도의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월령집단

오차

9052.07

7970.90

 2

27

4526.03

295.22

15.33 .000
***

총 17022.97 29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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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12개월과 24개월(p = .00), 18개월과 24개월(p = .006)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나. 단어조합

(1) 단어+단어의 사용빈도

0

5

10

15

20

25

30

12개월                            18개월                            24개월             월령

빈도

단어조합 사용

<그림 - 4> 단어조합 사용빈도의 월령간 차이

<그림 - 4>는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단어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한 빈도를 비교한 것이

다.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단어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12개월에는 없었으며, 18개월은 2.2회(표 편

차 4.61), 24개월은 25.2회(표 편차 24.09)이다. 세 집단 간 단어 +단어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해 ANOVA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세 월령 집단의 

단어 +단어 사용 빈도에 한 분산분석은 <표 -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 4> 단어조합 사용빈도의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월령집단

오차

9052.07

7970.90

2

27

4526.03

295.22

15.33 .000***

총 17022.97 29
***
p < .001

다시 이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12개월과 24개월(p = .002), 18개월과 24개월(p = .005)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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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어+단어에 사용된 의미 계

<그림 - 5>는 단어 +단어에서 24개월 아동들이 주로 사용한 의미 계를 보여주고 있다. 24개월 

유아들이 단어조합에 주로 표 하는 의미 계는 실체 + 서술(이거 코끼리, 이거 뭐야, 이거는 자동차), 

상 +행 (우유 마실까, 애기 볼래, 맘마 먹어) 등의 빈도수가 높은 편이다

0

1

2

3

4

5

6

7

행위자행위 대상행위 실체서술 수식대상 정도행위 행위행위 소유자소유 부르기서술 3어조합 기타

의미관계유형

빈도

24개월

<그림 - 5> 단어조합유형별 비교

Ⅳ. 논의  제언

본 연구는 생활 연령이 12, 18, 24개월의 정상 발달 아동을 상으로 제스 어  언어  의사소

통수단의 특성을 CSBS DP (Wetherby & Prizant, 2002)의 Behavior Sample을 이용해서 살펴보았다.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제스 어의 분당 빈도수는 12개월에는 

0.92회(표 편차 .59), 18개월과 24개월에는 각각 2.45회(표 편차 1.45)와 2.21회(표 편차 .75)이다. 이

는 Morford & Goldin-Meadow(1992)가 한 낱말 단계 아동이 분당 1.5개의 제스 어를 사용한다는 연

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제스 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한 체 빈

도수를 보면 세 월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제스 어나 발성이 한 낱말 단계의 유아

가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수단이며, 구어능력이 발달하는 두 낱말 단계로 나아가면 제스 어의 사용

비율이 어든다는 홍경훈․김 태(2001)와 Wetherby et al.(1988)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는 선행연구의 경우 체 의사소통행  에서 제스 어를 사용한 비율을 측정한 것인 반면, 본 논문에

서는 분당 제스 어 사용 빈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월령이 늘어날수록 체 의사소통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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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 의사소통행 에 한 비율과 달리 빈도수가 히 어들지는 않는다

는 을 알 수 있었다.

제스 어 유형면에서 볼 때 본 논문에서 주로 측정했던 습  제스 어의 유형 에서 주기, 보

여주기, 손뻗기, 가리키기 등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그런데 제스 어의 여러 유형 에서는 가리키기

만이 세 월령 집단  12개월과 24개월 사이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12 - 14개월 

사이에 가리키기 제스 어가 출 한다는 Bates et al.(197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만 1세, 2세 사이에 아동들의 발달  특성을 보는데 가장 유용한 의사소통수단은 가리키기 

제스 어임을 시사해 다. 

아동당 약 20여분간의 단어 사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한 평균 빈도

는 12개월이 1.6회(표 편차 2.32), 18개월이 16.7회(표 편차 16.59), 24개월이 43.60회(표 편차 24.60)

이며, 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아기 아동들이 두 돌이 가까워짐에 따라 단단

어 발화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 다(홍경훈․김 태, 2001; Capirci & Iverson, 1996). 

세 월령 아동 각 10명  3명 이상의 아동이 사용한 낱말은 12개월 아동의 경우 ‘엄마’, 18개월 

아동의 경우 ‘아가’, ‘엄마’, ‘까까’, ‘맘마’, ‘물’, ‘코’, ‘이거’, 24개월 아동의 경우 ‘꼬꼬’, ‘입’, ‘발’, ‘엄마,’ ‘아

빠’, ‘빵빵’, ‘애기’, ‘코’, ‘원숭이(끼끼)’, ‘-꺼’, ‘사자’, ‘코끼리’, ‘차’, ‘뿡뿡이’, ‘멍멍이’, ‘까까’, ‘바나나’, ‘풍

선’, ‘여기’, ‘이거’, ‘뭐야’, ‘내가’, ‘가’, ‘ ’, ‘해’, ‘줘’, ‘먹어’, ‘열어’, ‘나와’ 등 이었다. 

일반 아동들의 경우 18개월이 되면 두 낱말 조합을 표 하기 시작하고, 두 돌 후로 두 낱말 출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본 논문의 연구결과 역시 마찬가지 다. 18개월 아동 에서 3회 이상 낱

말조합을 사용해 의사소통 한 아동은 10명  2명이었다. 체 으로 18개월에 평균 2.2회(표 편차 

4.61), 24개월은 평균 25.2회(표 편차 24.09)의 낱말조합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나이가 만 2세 후에 이르면 단어조합이 에 띄게 늘어난다는 선행연구

를 지지해 다(배소 , 1995; Capirci & Iverson, 1996). 한 24개월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미 계

는 ‘실체+서술(이거 바나나야)’, ‘ 상 + 행 (쭈쭈 먹어)’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두 낱말 의미

계에서 ‘실체+서술’이 평균출 빈도가 5.44이고, 사용 아동율이 87.2 %, 상+행 가 평균출 빈도가 

4.62, 사용 아동율이 97.4 %로 가장 많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김 태, 2002).

이 연구는 한국 유아를 상으로 제스 어와 언어  의사소통수단의 발달  특징을 잘 보여주

는 CSBS DP (Wetherby & Prizant, 2002) 검사도구의 용가능성을 발달 으로 타당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서울과 경기도에 한정된 특정 지역 30명의 아동을 상으

로 하 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제한 이 따른다. 한 구어  의사소통능력의 의미론  측면을 심으

로 보았기 때문에 구어의 음운론이나 화용론  측면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지 못한 제한 이 있다. 

이러한 제한 을 기반으로 이후 연구자들에게 9 - 36개월까지 정상유아를 상으로 CSBS DP의 표 화 

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언어발달 험에 처한 만 3세 이 의 유아를 조기 선별하고 조기 

치료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해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존의 우리 나라에서 표 화된 평가도구로는 

평가가 어려운 정서  발달장애 아동이나 기타 장애 아동들을 정상아의 수행기 과 비교할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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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한 이후 연구자들이 우리 나라 유아기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  의사소통의 

의미론  측면뿐만 아니라 음운론이나 화용론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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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세 월령 집단 아동들이 사용한 낱말 목록 

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형사 부사 의성어
사회  

표

총 

계

12

개

월

엄마(4)  아빠(1)  맘마(2) 줘(1) (1) 냠냠(2) 응(1)

계 3 0 0 1 0 0 1 1 1 7

18

개

월

쭈쭈(2)  빠빵(1)  끼끼(1)

아가(4)  엄마(8)  책(1)

아빠(1)  할머니(1)  (1) 

언니(1)  멍멍이(2)  

토끼(1)  까까(3)  까꿍(1)  

발(1)  맘마(4)  물(3)  

바나나(1)  꼬꼬(1)  코(4)  

하마(1)  코끼리(1)  

뿡뿡이(1)  우유(1)  

뚜껑(1)  엉덩이(1)  

이거(5)

뭐(1)

거(1)

둘(1)

셋(1)

가(1)  먹어(2)

해(1)  했어(1)

다(1)  내려(1)

줘(2)  열어(1)

빼(1)

맛있다(1)

무서워(1)

아퍼(1)

없다(2)

(2) 빵(2)

음머(1)

냠냠(1)

꿀(1)

삐약삐약(1)

후(1)

안녕(3)

아니(3)

응(2)

안돼(4)

네(2)

계 26 3 2 9 4 0 1 6 5 56

24

개

월

꼬꼬(3)  

머리카락(머리털,2)  입(3)  

발(4)  엄마(8)  아빠(5)  

빵빵(5)  책(2)  뚜껑(1)  

자기이름(2)  애비(1)  

선생님(2)  애기(5)  코(4)  

(2)  밥(2)  바닥(1)  

화(1)  포크(1)  생쥐(1)  

엉덩이(1)  오 (1)  쉬(1)  

기린(1)  소리(1)  뿔(1)  

공룡(1)  칼(1)  -꺼(4)

끼끼(원숭이, 5)  귀(2)  

배(1)  사자(3)  코끼리(5)  

포도(1)  손가락(1)  -거(2)  

집(2)  토끼(1)  얼룩말(1)  

오리(1)  차(4)  뿡뿡이(3)  

멍멍이(4)  우유(1)  

숟가락(1)  -개(1)  체리(1)  

까까(5)  쭈쭈(2)  공(2)  

인형(1)  컵(1)  언니(1)  

물(2)  형(1)  바나나(3)  

딸기(2)  사과(1)  

꿀꿀이(1)  

악어(악어떼, 1)  말(2)  

풍선(3)  손(2)  곰(1)  

사탕(1)  크 스(1)

여기(6)

이거(8)

뭐야(6)

이쪽(1)

조기(2)

이 게(2)

어디(1)

내가(1)

구(2)

거(2)

네가(1)

내가(3)

둘(1)

하나(1)

셋(1)

잡아(2)  가(4)  

(5)  줘(7)

해(6)  했어(1)

먹어(7)  꺼졌어(1)

열어(4)  빼(1) 

다쳤어(1)  가져(1)

타(1)  자다(1)

떨어져(2)  마셔(1)

잘라(1)  따라(1)

끼어(1)  나와(3)

치워(1)  바꿔(1)

들어가(1)  앉아(1)

만져(1)  뜯어(1)

울어(1)  넘겨(1)

쏟아(2)  튕겨요(1)

왔어요(1)  

웠어(1)

다(1)  어(1)

같네(1)

- (2)

있다(4)

뜨거워(1)

배고 (1) 

많다(1)

크다(1)

없다(3)

아퍼(1)

어떤(1)

딴(1)

왜(1)

안(4)

같이(2)

다(2)

(5)

그만(1)

어떻게(2)

이제(1)

잘(1)

더(1)

다시(1)

아까(1)

쿵쿵(1)

꿀꿀(1)

우웅(1)

꿀꺽(1)

까꿍(1)

삑삑(1)

멍멍(1)

어흥(2)

냠냠(2)

부웅(1)

빵(4)

앙(2)

음메(2)

보들(1) 

잉잉(1)

아니야(4)

야(1)

애야(1)

응(9)

안녕(5)

빠이빠이(2)

안돼(5)

네(3)

아멘(1)

싫어(2)

이놈(1)

계 67 12 3 34 9 2 12 15 11 165

( )는 10명의 아동  해당 단어를 의사소통상황에서 사용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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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arly Semantic and 

Gestural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Kyung Hee J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udiology 

& Speech Pathology, Hallym University)

Soyeong Pae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 Audiology, Hallym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early semantic and gestural development of normally developing 12-, 18-, 

and 24-month old Korean children. About 20-minute communication data were collected for each child 

using play materials from CSBS-DP by Wetherby & Prizant (2002). The use of gestures was 0.92, 

2.45 and 2.21 gestures per minute for the 12-, 18-, and 24-month old children, respectively. The children 

used more words during the 20-minute interaction as they got older: 1.6, 16.7 and 43.6 words for the 

12-, 18-, and 24-month old children, respectively. Eighteen-month olds used 2.2 word combinations 

while 24-month olds used 25.2 word combinations. Individu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frequencies of gesture, word, and word combinations.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frequencies of 

gestures, words and word combinations could be valuable developmental indices for Korean 

communicative development. 

Key Words: communication, gesture, word, word combin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