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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어머니의 의사소통 행동 유형은 영유아의 의사소통 및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어머니 상호작용 중에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행동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 유형이 언어발달지체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어머니 15쌍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어머니 15쌍 그리고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어머니 15쌍, 총 45쌍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유아와 어머니가 자유놀이와 책읽기를 하는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녹화된 자료 중 10분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은 주의환기, 설명하기, 

지시하기, 질문하기, 피드백의 다섯 가지로,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은 요구하기, 언급하기, 모방하

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무반응의 여섯 가지로 측정하였다. 결과: (1)언어발달지체 어머니들은 생활

연령 일치집단의 어머니들에 비해 설명하기는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그리고 피드백은 유의하게 

낮은 빈도로 산출하였다. 언어연령 일치집단의 어머니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언어발달

지체 영유아가 생활연령 일치 영유아들에 비해 언급하기와 반응하기는 유의하게 낮은 빈도를 보였

으며, 무반응 빈도는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 일치 영유아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3)영유아와 

양육자간 의사소통 행동의 상관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양육자의 피드백과 영유아의 의사소통행

동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언어연령일치 집단에서 유의한 상관이 많이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 유형이 또래 영유아 어머니와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 유형이 영유아의 의사소통행동과의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의사소통 평가 및 중재 시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 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263-273.

핵심어: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영유아 상호작용,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양육자의 

의사소통 유형 

Ⅰ. 서 론

영유아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급격한 의사소통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소통 발달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어머니와의 상

호작용이나 언어 및 의사소통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성미영, 2003; 이지연․

이근영․장유경, 2004; Girolametto et al., 2000; Hart 

& Risley, 1992, 1995; Saxon, 1997; Warren, 2000). 

영유아의 의사소통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 행동은 

주로 영유아와 상호작용 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제공한  

언어 자극의 양이나 형태, 혹은 언어 전략이 아동의 언

어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 자극의 양과 영유아의 언

어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가 사용한 언

어 형태와 영유아가 습득한 언어 유형이 유의한 관계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장유경․임현정․곽금주, 2004; 

Hart & Risley, 1992, 1995; Huttenlocher et al., 1991). 

즉, 언어 자극이 많을수록 영유아의 언어발달이 빨랐

으며, 어머니가 사용한 언어 형태가 영유아의 언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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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유사할수록 영유아의 언어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언어전략 사용에서는 어머니가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언어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아동의 언어를 반복하

거나 확장 또는 확대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였으며, 대화 상호작용 시 반응적인 태도가 영유아

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하였다(Hart & Risley, 

1992; Pellegrini, Brody & Siegel, 1985). 

어머니의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 방식도 영유아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성미영, 2003; 

Baumwell, Tamis-LeMonda & Borestein, 1997; 

Kochanska, 1997; Murray et al., 1993). 상호작용 방

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을 

지시 또는 통제적인 방식과 반응적인 방식으로 나누

어 비교하였는데, 대체로 지시․통제적인 방식보다 반

응적인 방식이 영유아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성미영, 2003; Baumwell, 

Tamis-LeMonda & Borestein, 1997). Hart & Risley

(1992)는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상호작용 방식이 영유아의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진술하기, 요구하기, 질문하기 증에서 

진술이나 요구하기보다 질문하기가 영유아들에게 말

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언어습득에 효과적이었

다고 보고하였다. 이지연․이근영․장유경(2004)은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 유형을 주의환기, 설명하기, 지

시하기, 질문하기, 피드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

화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피드백

이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어린 영유

아에 비해 좀 더 나이가 많은 영유아에게 더 효과적이

었다고 보고하였다.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 

행동이 일반 영유아의 어머니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 행동이 

영유아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Conti-Ramsden, 

1990; Rescorla & Fechnay, 1996; Whitehurst et al., 

1988). 이들 중 일부 연구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의 

어머니 또는 양육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행동이 일반 

영유아 어머니 또는 양육자와 달랐다고 보고하였다. 

Whitehurst et al. (1988)은 17명의 말 늦은 영유아 

부모의 의사소통행동을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또래 집

단과 언어연령이 같은 일반 영유아와 비교하였는데, 

말 늦은 영유아의 부모가 두 일반 영유아 집단의 부모

에 비해 말을 더 많이 하였으며, 말을 따라하라는 지

시를 더 많이 하였고, 사물 이름대기도 더 많이 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행동은 대체

로 말 늦은 영유아들보다 생활연령이 더 어린 언어연

령 일치 영유아 집단의 부모와 유사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Conti-Ramsden (1990)도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의  

양육자들이 또래 영유아의 양육자들에 비해 발화를 더 

많이 반복하고, 수정이나 명료화 요구, 주의 요구 등을 

더 많이 하였으며, 일반 영유아의 양육자들에 비해 더 

지시적이고 주도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양육자 중심의 발화 내용이 많았으며, 아동의 능력

이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발화를 거의 산출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Whitehurst et al.(1988)은 언어

발달지체 영유아 부모가 또래 부모에 비해서는 지시적

이기는 하나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의 부모

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부모의 의사소통 행동이 영유아

의 언어발달 수준과 관련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Rescorla & Fechnay (1996)는 앞에서 소개한 두 

연구와는 달리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의 의사소

통 행동이 일반 영유아 어머니와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하였다. 이들은 24∼31개월의 말 늦은 영유아-어머

니 18쌍을 대상으로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행동이 일

반 영유아 어머니들과 차이가 있는가를 차이 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말 늦은 영유아의 어

머니들이 발화의 양이나 기능에서 일반 영유아 어머니

들과 다르지 않았으며, 사회적 단서 사용이나 대화 상

황에서 영유아의 관심사를 따라 주거나 공동 주목하는  

면에서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말 늦

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과 일반 영유아들과 어머니

의 의사소통 행동 간에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 행동이 일반 영유아 어

머니들과 다르지 않으며,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차이

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가 제한된 언어 능력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적절히 반응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일방적

이거나 지시적인 언어 및 의사소통행동을 보이게 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van Balkom, Verhoeven & van 

Weerdenburg (2010)의 연구는 2∼3세 사이의 언어발

달지체 영유아-양육자 18쌍의 대화 상호작용을 동일 

생활연령의 영유아-양육자와 비교하였다. 이들은 2개

월 간격으로 총 18개월 동안 종단적으로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는데,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들은 구어적 



이윤경․설아영 / 영유아-어머니 상호작용에서의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 의사소통 행동 특성

265

행동에서는 물론 비구어적 의사소통 행동과 차례 주

고받기, 주제 개시 및 유지 모두에서 일반 또래와 차

이를 보였다.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양육자들도 일반 

영유아 양육자들과 차이를 보여, 주의 요구하기나 말

의 형태 수정 요구, 발화 반복, 대화 주제 재소개 빈도

를 더 많이 보였다. 연구자들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의 양육자들이 일반 영유아 양육자들에 비해 대화 스

타일이 촉진적이거나 반응적이지 못하므로 양육자들

에게 적절한 대화 상호작용 기술 교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상과 같이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와 일반 

영유아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행동을 비교한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의 언

어 및 의사소통 행동이 어머니나 양육자의 상호작용이

나 의사소통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유아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어머니의 의사

소통 스타일이나 상호작용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김연수․곽금주, 2010; 박선미․조희숙, 2008; 

성미영, 2003; 이지연․이근영․장유경, 2004; 장유경․

임현정․곽금주, 2004).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

구들은 모두 일반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것

이며,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양육자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과 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영유아와 양육자의 의사소통 행동

은 물론 상호작용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Owens, 2005). 따라서 우리나라의 언어발달지체 영

유아와 양육자의 의사소통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영유아-어머니 상

호작용 동안 언어발달지체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

통행동을 각각 생활연령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두 집

단의 일반 영유아-양육자들과 비교하고, 각각의 집단

별로 영유아와 어머니 의사소통 행동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만 18∼36개월 사이의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와 어

머니 15쌍,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영유아와 어머

니 15쌍,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영유아와 어니 15쌍, 

총 45쌍(어머니 45명, 영유아 45명). 언어발달지체 영

유아는 (1)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서 언어발달이 느

린 것 같다고 보고된 영유아 중에서 (2) 영․유아 언어

발달 선별검사(SELSI) 검사 결과 언어연령이 자신의 

생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지체되거나 -1표준편차 이하

에 속하고(김영태, 2002; 김영태 외, 2003), (3) 정서 및  

행동문제나 사회심리문제, 감각기관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영유아로 하였다. 일반 영유아는 (1) 주 양육자에

게 기질적 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 감각장애, 발달장

애, 조음에 이상이 없고, 말더듬과 같은 말장애가 없다

고 보고되고, (2) SELSI 검사 결과, -1표준편차 이상

에 속하고(김영태 외, 2003) (3) Bayley 영유아 발달

검사(조복희․박혜원, 2006) 결과, 인지척도와 동작

척도가 정상 범위에 속하는 영유아로 선정하였다. 

위의 절차를 통해 선별된 일반 영유아 중에서 생활

연령 일치 집단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들과 일대일로 

비교하였을 때 생활연령이 ±3개월 이내에 속하며, 언

어연령 일치 영유아는 언어연령이 ±3개월 이내에 속

하는 영유아로 하였다. 통제가 잘 이루어졌는가를 확

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언어발달지체 

집단은 생활연령 일치 집단과는 생활연령에서, 언어

연령 일치 집단과는 언어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어머니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및 일반영유아 모두 

(1)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로, (2) 고졸 이상의 학력과 

(3)경제수준은 중산층 이상이며 (4)부모교육 또는 부

모참여 프로그램에 참가경험이 없는 어머니들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와 어머니 관련 정보는 

<표 - 1>과 같다. 

<표- 1> 유아  어머니 기본정보

언어발달지체 생활연령 일치 언어연령 일치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유아

생활연령
(개월)

26.67
(18∼34)

5.09
25.67
(18∼36)

5.51
20.33
(12∼30)

4.69

SELSI 
언어연령

19.20
(9∼26)

4.63
26.13
(17∼36)

5.34
20.67
(12∼29)

4.86

베일리 
인지(개월)

22.27
(14∼31)

4.96
25.2
(18∼42)

6.24
19.20
(11∼28)

5.00

베일리 
동작(개월)

20.40
(14∼29)

4.70
25.6
(18∼42)

6.74
19.67
(12∼28)

4.53

어머니
생활연령
(세)

31.69 3.68 31.31 3.70 30.94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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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도구

어머니와 영유아들의 상호작용이 주로 자유놀이나 책

읽기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선행 연구(이지연․이근영․

장유경, 2004)에 따라 자유놀이나 책 읽기 두 가지 활동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도구로는 영유아

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장난감인 공, 인형, 주방놀이 

세트, 플레이도와 글자 없는 그림책 두 권을 준비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연구자가 영유아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료 수집 전에 어머니에게 영유아와 평상시와  

같이 상호작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특별한 상호작용 

방법은 요구하지 않았다. 가급적 연구자가 준비한 장

난감과 동화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영유아가 장난

감이나 그림책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영유아

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책 사용을 허용하였다. 장난감

이나 책을 사용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 않았

다. 자료는 약 3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수집하였으며, 모

든 자료는 디지털 캠코더(SONY handycam HDR- 

UX7)를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측정

녹화된 전체 자료 중에서 놀이의 시작과 끝 부분에 해

당하는 앞 뒤 5∼10분씩을 제외하고 상호작용이 활발

하게 진행되는 10분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김연수․

곽금주, 2010; Kim & Mahoney, 2004; Paul & Shiffer, 

1991; Rescorla & Fechnay, 1996). 어머니는 구어 의

사소통행동만, 영유아는 구어 및 비구어 행동 모두를 

분석하였다(Rescorla & Fechnay, 1996). 구어 및 비구

어적 행동은 조미라․이윤경(2010)의 기준에 따라 구

분하였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은 이지연․이근영․장유경

(2004)이 제시한 ‘주의환기, 설명하기, 지시하기, 질문

하기, 피드백’의 다섯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으며,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은 Senechal, Cornell & 

Broda(1995)의 연구에 따라 ‘요구하기, 언급하기, 모방

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의 다섯 가지에 ‘무반응’을 추

가하여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각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정의는 <표 - 2>와 같다.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은 모두 빈도로 

측정하였다. 

<표- 2> 어머니의 의사소통 특성에 따른 분석기

의사소통 
특성

정의

어
머
니

주의

환기

아동의 주의를 끌기 한 행동. 아동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거(여기) 라’와 같은 지시 포함.

설명

하기

아동에게 사물이나 상황을 명명 는 기술해 

주거나, 주 인 생각이나 사실을 표 해 주는 

행동.

지시

하기
아동에게 행동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행동.

질문

하기

의문사 질문(무엇, 어디, 구, 왜, 어떻게)이

나 선택 는 확인을 한 ‘네/아니오’ 질문

피드백

아동의 행동에 해 칭찬, 확인, 모방, 수정

하는 행동 

아동의 질문에 한 반응해 주는 행동

유
아

요구

하기

필요한 사물이나 행동을 구어  비구어

으로 요구하는 행동

언

하기

사물 명명하기 혹은 사물 는 사건에 해 

언 하거나 보이는 행동

모방

하기

어머니의 발화를 완 하게 혹은 부분 으로 

따라하는 행동

질문

하기
어머니의 답이나 반응을 유도하는 행동

반응

하기
어머니의 행동이나 질문, 지시에 한 반응

무반응 어머니의 행동에 한 무반응

5. 통계분석 

세 아동 집단의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유형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

하였으며,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간의 관계

는 Person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세 집단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비교

세 집단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의 기술통

계 및 분산분석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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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총편차 자유도 평균편차 F
사후
분석

어

머

니

주의

환기

집단 107.378 2 53.689

.923오차 2442.533 42 58.156

총 2549.911 44

설명

하기

집단 4543.600 2 2271.800

4.161* 1 > 2오차 22931.600 42 545.990

총 27475.200 44

지시

하기

집단 77.644 2 38.822

.224오차 7282.800 42 173.400

총 7360.444 44

질문

하기

집단 313.733 2 156.867

1.047오차 6293.067 42 149.835

총 6606.800 44

피드백

집단 2386.311 2 1193.156

3.991* 1 < 2오차 12557.600 42 298.990

총 14943.911 44

유

아

요구

하기

집단 40.311 2 20.156

1.051오차 805.333 42 19.175

총 845.644 44

언

하기

집단 880.844 2 440.422

4.867* 1 < 2오차 3800.400 42 90.486

총 4681.244 44

모방

하기

집단 6.933 2 3.467

.212오차 687.867 42 16.378

총 694.800 44

질문

하기

집단 197.733 2 98.867

2.013오차 2063.067 42 49.121

총 2260.800 44

반응

하기

집단 1584.311 2 792.156

4.614* 1 < 2오차 7210.933 42 171.689

총 8795.244 44

무반응

집단 320.044 2 160.022

8.614** 1>2, 3오차 780.267 42 18.578

총 1100.311 44

1. 언어발달지체 집단; 2. 생활연령 일치 집단; 3. 언어연령 일치 집단
*p< .05, **p< .01

<표 - 4>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의 분산
분석 결과

<표- 3> 세 집단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기술통계 결과

언어발달지체 생활연령 일치 언어연령 일치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어
머
니

주의환기 15.20 7.86 11.47 7.12 12.80 7.88

설명하기 60.13 28.19 35.73 8.00 50.73 27.92

지시하기 26.67 15.70 23.53 11.21 24.47 12.18

질문하기 43.33 12.44 37.67 12.19 37.80 12.09

피드백 31.47 14.64 48.93 20.17 37.07 16.61

유
아

요구하기 5.20 4.66 7.40 4.72 5.67 3.68

언 하기 1.87 4.34 12.33 14.94 4.67 5.42

모방하기 3.00 6.16 2.73 2.19 2.07 2.49

질문하기 1.13 2.64 6.27 8.33 3.80 8.43

반응하기 11.53 10.41 25.60 13.29 15.40 15.17

무반응 8.40 6.88 2.47 2.17 3.07 1.91

<그림- 1> 어머니의 의사소통 행동 유형

<그림- 2> 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유형

어머니의 경우는 언어발달지체 집단이 주의환기, 설

명하기, 지시하기, 질문하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였으며, 피드백과 기타는 생활연령 일치 집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영유아는 언어발달지체 집단이 

모방하기와 무반응 빈도가 가장 많았던 반면, 나머지 유

형에서는 모두 생활연령 일치 집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3> 참조).

분산분석 결과,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 유형에서는 

설명하기(F(2, 42) = .4.161), 피드백(F(2, 42) = 3.99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정 결과 설명

하기는 언어발달지체 어머니가 생활연령 일치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의 의사소통행동 유형

에서는 언급하기(F(2, 42) = 4.867), 반응하기(F(2, 42) =

4.614), 무반응(F(2, 42) = 8.61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사후분석 결과 언급하기와 반응하기는 언어발달지

체 집단과 생활연령과 생활연령 일치 집단 간에, 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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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언어발달지체 집단과 두 일반 영유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 4> 참조).

2. 세 집단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간의 상관관계

세 집단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 5>와 같다. 세 영유아 집단 모두 어머니 

피드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언어발달

지체 집단에서는 모방하기와 반응하기가, 생활연령 

일치 집단에서는 질문하기와 반응하기가, 언어연령 

일치 집단에서는 요구하기, 언급하기, 모방하기, 질문

하기가 어머니의 피드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

다. 그 외 생활연령 일치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질문하

기와 영유아의 언급하기가 부적상관을 보였다.

<표- 5> 세 집단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 행동 
간의 상 분석 결과

양육자 
유아

주의
환기

설명
하기

지시
하기

질문
하기

피드백 기타

언어
발달
지체

요구하기 -.38 -.04 -.17 .10 .45 -.47

언 하기 -.17 -.06 .16 .41 .44 -.11

모방하기 -.41 .09 -.39 -.27 .57* .06

질문하기 -.34 -.31 -.41 -.05 .31 -30

반응하기 -50 -.04 -.43 .24 .57* -.21

무반응 .03 -.19 .11 -.11 .16 -.13

생활
연령
일치

요구하기 -.22 .25 -.23 -0.16 .42 .34

언 하기 -.14 .16 -.16 -.66
**
.32 -10

모방하기 -.07 .22 -.24 0.49 .36 .15

질문하기 -.03 .27 -.19 -0.01 .67
**
.05

반응하기 .01 .31 -.39 0.15 .76** .32

무반응 .01 -.24 .45 0 -.17 -.16

언어
연령
일치

요구하기 -.34 -.35 -.08 .51 .62* .24

언 하기 -.29 -.39 -.27 .29 .63* .16

모방하기 -.39 -.48 -.14 .5 .66** .24

질문하기 -.23 -.22 .21 .28 .79** .21

반응하기 -.36 -.39 -.19 .51 .77** .25

무반응 .33 .08 .35 -.03 .05 .10
*p< .05, **p<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와 일반 영

유아 어머니의 의사소통 행동과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와 일반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을 각각 비교하고, 언

어발달지체 영유아 및 일반 영유아 집단의 어머니와 

영유아 간의 의사소통 행동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

는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양육자 의사소통 행동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주의환기, 설명하기, 지시하기, 질문하기, 피드백’의 다

섯 가지 유형 중에서 설명하기와 피드백 기능에서 생

활연령 일치 영유아 어머니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즉,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 어머니에 비해 설명하기는 더 

많이 그리고 피드백은 적게 보였다. 반면 언어연령을 

일치한 영유아 어머니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

다. 하나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가 생활연령  

일치 영유아 어머니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언

어연령 일치 영유아 어머니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Whitehurst et al. (1988)이 

주장한 것처럼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들이 본질

적으로 일반 영유아의 어머니들과 다른 의사소통 태도

를 갖는 것이나 아니라 영유아들의 언어수준과 밀접하

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가 생활

연령 일치 영유아 어머니에 비해서 설명하기는 많이, 

그리고 피드백은 적게 보인 점이다. 반면 생활연령 일

치 영유아 어머니와 언어연령 일치 영유아 어머니 집

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영유아 어머니들에 비해서 설명하기를 많이, 피드백은  

적게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

기는 어머니가 영유아에게 사물이나 상황을 명명 또

는 기술해 주거나 어머니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사실적  

지식을 제공하는 행동으로 측정하였으며, 피드백은 아

동의 행동을 칭찬, 확인, 모방, 교정 또는 반응해 주는 

행동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행동을 주도

적인 행동과 반응적인 행동 두 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설명하기는 영유아의 행동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생각

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어머니 주도적인 행동으로 

피드백은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반응해 주는 행동으

로 볼 수 있다. 반응적이기 보다는 지시적이고 주도적

인 행동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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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행동 특성이기

도 하다(Conti-Ramsden, 1990; Whitehurst et al., 

1988). Rescorla & Fechnay (1996)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의사소통

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들의  

행동에 반응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상대적으

로 어머니 주도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설명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시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에 비

해 반응적인 행동이 영유아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왔다(성미영, 2003; 

Baumwell, Tamis-LeMonda, & Borestein, 1997). 

따라서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의 지시적이고 주

도적인 행동이 영유아들의 제한된 언어 및 의사소통 

행동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영유

아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들의 의

사소통 행동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영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에서는, 언급하기, 반응하

기, 무반응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언급하기와 반응하기는 언어발달지체 집단이 생

활연령 일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적게 산출하고, 무

반응 빈도는 언어발달지체 집단이 생활연령은 물론 

언어연령 일치 집단에 비해서 많이 나타냈다. 언어발

달지체 영유아가 일반 영유아에 비해 반응하기 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Whitehurst et al.(1988)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가 

일반 영유아들에 비해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에 대화

차례 반응 빈도가 유의하게 적었다고 보고하였으며, 

Conti-Ramsden & Friel-Patii (1983)나 Cunningham 

et al.(1985)도 언어발달지체 영유아가 일반 영유아에 

비해 대화 상황에서 반응적이지 않다고 보고 하였다.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행동 비교에서, 주의환기나 지시

하기, 질문하기와 같이 반응하기를 유도하는 행동들에

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

어발달지체 영유아가 반응하기를 적게 보인 것은 이러

한 행동이 어머니 행동과 상관없이 언어발달지체 영유

아들이 갖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제한된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소통 행

동에 대해 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유아들의 행동은 어머니의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scorla & Fechnay (1996)가 

설명한 것처럼 영유아가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

며, 설명하기와 같은 어머니 주도적 행동이 많아질 수 

있다.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들이 언급하기 기능을 잘 보이

지 않는다는 것도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Rescorla 

et al. (2001)은 말 늦은 영유아들이 질문하기 등과 더

불어 언급하기 기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의 의사소

통 행동을 살펴본 조미라․이윤경(2010)의 연구에서

도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들이 언급하기 기능을 유의

하게 적게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언급하기를 위해

서는 언급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물로 대화상대자의 

주의를 이끄는 공동주목 능력이 요구된다(Dunham 

& Dunham, 1992).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는 일반 영유

아에 비해 공동주목 능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보고되

는데(조미라․이윤경, 2010; Paul & Shiffer, 1990), 

그들의 제한된 언어능력과 더불어 공동주목 특성도 

언급하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

한된 언급하기 기능 사용도 어머니가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감소시켜 어머니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주

었을 수 있다. 

어머니와 영유아의 의사소통행동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반응하기 기능

이 어머니의 피드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와 더

불어 언어발달지체 집단에서는 모방하기가, 생활연령 

일치 집단에서는 질문하기가, 언어연령 일치 집단에

서는 요구하기, 언급하기, 모방하기, 질문하기가 어머

니의 피드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

머니의 피드백이 일반 영유아는 물론 언어발달지체 영

유아의 다양한 의사소통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다. 본 연구와 동일한 범주로 어머니 의사소통

행동 유형을 분석한 이지연․이근영․장유경(2004)

도 피드백 사용이 영유아의 초기 언어발달을 가장 설

명해 주었다는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어머니

의 의사소통 행동이 영유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Yoder et al (2001)도 부모의 

따라주기(compliance)와 모방과 같은 반응적 행동이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피드백  

사용은 영유아의 의사소통행동에 대해 확인, 칭찬, 확

대 등으로 반응해 주는 것으로 영유아의 의사소통행동

을 촉진한다. 선행연구들은 질문하기나 지시하기, 설명

하기와 같은 지시 통제적인 기능에 비해 반응하기 기능

이 영유아 의사소통 발달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는

데(김연수․곽금주, 2010; 성미영, 2003; Baum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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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s-LeMonda, & Borestein, 1997; Kim & Mahoney, 

2004)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와 어머니가 상호작

용하는 동안에 나타낸 의사소통행동을 일반 영유아-

어머니들과 비교하고, 각각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

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머니들이 설명하기와 피드백 기능에서 또래 어머니

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언어발

달지체 영유아들의 의사소통행동과 관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발달지체 영유아 어

머니의 의사소통 특성 및 영유아 의사소통행동과의 관

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언어발달지체 

영유아들의 의사소통 중재 시 어머니의 의사소통행동

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 

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추후 어머니가 

사용한 언어 형태나 전략 사용, 나아가서는 차례 주고

받기나 주제 운용과 같은 대화 기술이 미치는 영향 등

에 대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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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Communication Style of Toddlers with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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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It was reported that the communicative style of mothers affected 
communication development of their chil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ommunicative 
style of toddlers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and their mothers during play interaction. 
Methods: A total of forty-five toddlers ranging in age from 18 to 36 month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cluding fifteen toddlers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DLD) 
and their mothers, fifteen typical development toddlers matched for chronological age with the 
DLD individuals (CA controls) and their mothers, and fifteen typical development toddlers 
matched for language age with the DLD individuals (LA controls) and their mothers. Language 
samples of the toddlers and their mothers were collected during play interaction for 30 minutes. 
The mothers’ communicative behaviors were categorized into calling to attention, explaining, 
instructing, asking, and feedback, while the toddlers’ communicative behaviors were categorized
into demanding, commenting, imitating, questioning, responding, and no response. Results: The
mothers of the DLD individuals used more of the explaining function and less feedback than the
mothers of the CA controls. The DLD toddlers produced less commenting and responding and 
more no response behaviors than CA controls. The feedback of the mothers in all of the group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response of their toddlers.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communication style of mothers of DLD toddlers was slightly 
different than that of mothers of typical development toddl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263-273)

Key Words: toddlers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mother’s communication style, 
mother-child interaction, communicativ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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