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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말 단계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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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해․고도흥. 한낱말 단계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 사용. 언어청각장애연구, 2002, 제
7권, 제3호, 95-106. 이 연구는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 사용을 살펴보기 해 구조화

된 상황에서 제스 어 사용빈도, 제스 어 유형에 따른 사용비율을 표 언어를 일치시킨 

조군과 비교하 다. 제스 어 유형은 습  제스 어, 원거리 제스 어, 상징  제스 어, 

제스 어 조합, 장난하기, 말하기(말이 동반된 제스 어), 기타로 분류하 다. 제스 어 사용

빈도는 다운증후군아동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5). 제스 어 유형에 

따른 사용비율은 조군이 90.7 %로 거의 습  제스 어만을 사용하는 반면, 다운증후군

아동의 습  제스 어의 사용이 64.2%로 상 으로 낮고 습  제스 어 이외에 발달

된 수 의 다양한 제스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징  제스 어, 제스 어 

조합, 장난하기는 다운증후군아동에게만 나타났다. 결과는 다운증후군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으로 구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스 어 사용능력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이를 반 한 

평가와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다운증후군, 비구어  의사소통, 제스 어, CSBS, DDST

Ⅰ. 서  론

비구어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능력에 앞서 발달된다. 구어  언어능력이 완 히 발달하

지 못한 시기에는 말보다 쉬운 발성이나 제스 어가 의사소통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은 

의사소통의 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Bates et al. (1979)에 의하면, 아동이 참조물과 추상

 상징인 언어와의 계를 이해하면서 어떤 제스 어는 단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생후 12개월경 첫 낱말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한낱말 단계는 생후 18개월경까지 이어

지다가 두 낱말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기본문장구조에 의한 언어  표 이 가능해진다. 이 시

기 언어기로의 이과정을 거치며 기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던 제스 어는 감소하고 

발성이 증가되는데 습  제스 어에 동반된 발성은 아동이 습득하는 낱말의 원형

(protoword)이 된다. 아직 구어  의사소통이 미숙한 아동은 낱말과 비슷한 말소리, 내용에 

한 억양이 있는 발성, 제스 어로 언어의 보편 인 음운, 화용, 구문구조를 습득하며, 한

낱말이 상황에 따라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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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herby et al. (1988)에 따르면, 일반아동에 한 연구에서 한낱말 단계에서는 주로 

어휘이 (prelexical)의 발성과 제스 어가 주 의사소통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한낱말 

단계의 비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해 Mundy et al. (1988)은 정상  비정상 언어발달 모

두에서 후기 언어발달과 련이 있다고 하 으며, Iverson & Thal (1998)은 이 시기의 제스

어의 사용능력을 말을 이끌어 내는 역할로서 강조하고 있다. 한 기 언어발달 지체를 

보이는 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Thal, Tobias & Morrison (1991)은 기 언어발달에

서 제스 어의 지체는 후기 언어장애를 측하는 유용한 정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언어발달에서 제스 어의 사용은 구어  의사소통으로 어들기 

에 필수  과정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비구어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발달에 선행되고, 이해언어는 표 언어에 앞서 발달되므

로 언어발달 기의 비구어  의사소통 능력은 조음기 을 통한 말보다도 아동의 재 언어

발달 상태를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질  장애로 구어  의사소통의 

제한을 받는 아동은 비구어  의사소통능력의 평가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의 이상에 의한 유 질환으로 1 : 800의 높은 발생률을 나타

내는데, 특이한 얼굴형태와 조음기 의 구조 인 결함, 정신지체, 심장질환 등을 동반한다. 

한 신경근육학 인 결함으로 말, 운동조 이나 말산출에 요구되는 조음기   발성기 의 

신속한 운동 응 능력의 결함을 나타낸다(Miller, Leddy & Leavitt, 1999). 뿐만 아니라, 부

분의 다운증후군아동은 빈번한 이염으로 인하여 정확한 말소리의 지각이 어려워 말 산출

능력이 하되고 기 언어산출 과정에서부터 향을 받아 구어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

다. 이러한 이유로 다운증후군아동의 첫 낱말 산출은 일반아동에 비해 늦으며 첫 낱말 산출 

이후에도 표 언어의 발달 속도가 늦어 언어지체가 지속된다(Rondal, 1995). 첫 낱말의 산출

시기가 지체되는 반면, 기 50낱말의 내용, 형태는 일반아동과 비슷하다(Chapman, 1995)고 

한다.

일반아동은 언어이 단계에서 언어단계로의 이과정을 통해 제스 어가 감소되고 구

어  의사소통이 증가되며, 이해언어와 표 언어의 동시  발달속도를 나타낸다. 이와 다르게 

다운증후군아동은 특징  언어발달 양상을 나타내는데, 구어  의사소통이 시작되어도 제스

어가 지속 으로 증가하며 발달되고 정교한 제스 어를 사용한다(Caselli et al., 1998; 

Franco & Wishart, 1995). Mundy et al. (1995)에 의한 다운증후군아동의 비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한 종단연구는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와 언어출 과의 계에서 비구어  요구

하기와 기낱말, 발성의 지체를 보고하 다. 한 비구어  요구하기의 지체는 표 언어와 

계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정신지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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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회  상호작용이론에 기 해 화용 , 기능  근에 의한 언어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평가는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요구와 아동의 의사소통행동을 악

하고 기술하도록 한다. Wetherby & Prizant (1993)의 의사소통  상징  행동척도(Commu-

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CSBS)는 기능  근에 공식  평가의 장 을 결합

시켰으며, 구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유용한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Wetherby & Prizant (1993)의 의사소통  상징  행동척도(Communi-

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CSBS)를 사용해 한낱말 단계의 다운증후군아동의 제

스 어 사용빈도, 유형별 사용비율을 살펴보고, 언어연령이 일치된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통

하여 구어  산출의 제한을 지닌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 사용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상

이 실험의 상은 한낱말 단계의 다운증후군아동 10명(남: 7명, 여: 3명)과 일반아동 10

명(남: 3명, 여: 7명)이다. 다운증후군아동의 평균연령은 68.5개월(표 편차: 34.4)이고 평균표

낱말 수는 19.0개이다. 일반아동의 평균연령은 14.5개월(표 편차: 2.1)이고, 평균표 낱말 

수는 20.1개이다. 상자의 표 낱말 개수는 MCDI-K (배소 ․최은희, 2000)로 조사하 다.

다운증후군아동은 부모의 보고에 의해 청각과 시각의 이상이 없으며 양손의 기능이 정

상이다. 일반아동은 부모보고에 의해 정상발달을 나타내며, 한국덴버발달선별검사(오가실, 

1996)에서 정상으로 명되었다.

두 집단은 표 언어 한낱말 단계의 아동으로 MCDI-K (배소 , 1995)를 통한 부모보고

에 의해 표 언어연령을 일치시켰다.

2. 실험방법

가. 실험도구

Wetherby & Prizant (1993)의 의사소통  상징  행동척도(Communication and Sym-

bolic Behavior Scales: CSBS) 가운데 비과정, 의사소통으로의 유도, 책보기 과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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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의사소통으로의 유도과제의 하 항목은 CSBS에서 깍꿍놀이(peek-a-boo)를 제외한 

태엽인형, 풍선, 비 방울, 간지럼 태우기, 4개의 블록과 2개의 인형이 든 상자, 주머니 속에 

든 인형, 쵸코렛이 든 투명한 병이 제시되었고, 책보기는 3권의 책이 제시되었다. 과제물 내

용은 CSBS의 지침서를 근거로 실험자가 직  구입하 으며, 실시방법은 CSBS의 지침서에 

따랐다.

나. 실험 차

실험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실시되었다. 

우선 부모와 함께 실험자가 작성한 면담지와 MCDI-K (배소 , 1995)를 사용해 표 어휘목

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에 한 정보를 수집하 다. 일반아동의 경우 한국덴버발달선별검사

(오가실, 1996)를 실시해 반 인 발달을 평가하 다. 비과정으로 15분 정도, 의사소통으

로의 유도과정과 책보기과정이 20분 정도로  과정이 60분 정도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험과

정은 비디오로 녹화하 다.

다. 자료분석

실험과정을 녹화한 내용을 부호화하여 분석하 다. 제스 어 유형분류는 Wetherby & 

Prizant (1993)의 정의에 근거해 습  제스 어, 원거리 제스 어(distal gesture)와, 참조물

의 어떤 양상을 표 하며 사물 련 제스 어(object-releated gestures)라고도 하는 상징  

제스 어(Acredolo & Goodwey, 1985, 1988, 1990; Nokony, 1977, Chan & Iacono, 2001에서 

재인용), 제스 어 조합, 장난하기, 말하기, 기타로 분류되었다. 습  제스 어는 Wetherby 

& Prizant (1993)의 정의에 근거해, 머리나 손의 움직임에 의한 제스 어로서, 주기(giving), 

보여주기(showing), 멀리 기(pushing away), 닿기(reaching), 가리키기(pointing), 손 흔들

기(waving), 고개 끄덕이기(nodding head), 고개 흔들기(shaking head)가 포함되었다. 원거

리 제스 어에는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 가리키기와 손 흔들기가 포함되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장난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된 제스 어는 의사소통기능과 유형의 분리가 어

려워 장난하기로 명명하 다. 상징  제스 어는 표 하고자 하는 참조물의 형상이나 상태, 

용도를 나타내는 제스 어가 포함되었다. 를 들면, 태극기를 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

를 하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다. 제스 어 조합은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스 어가 일련

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고 상황이나 제시된 사물에 한 내용이 의미있게 나타나는 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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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포함되었다. 를 들어 비 방울불기를 아동이 하고 싶다는 의도를 나타내기 해 상

방을 가리킨 후에 손을 흔들어 거부의 표시를 한 후에 아동 자신을 가리키는 제스 어가 동

작이 멈추지 않고 연속 으로 나타나는 제스 어이다. 구어  의사소통이 동반된 제스 어

는 말하기로 분류되었다. 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나머지 제스 어는 기타에 포함되었다.

라. 신뢰도검증

수집된 자료의 20%를 부실험자와 함께 신뢰도를 측정하 다. 실험자간 신뢰도는 98%

로 나타났다. 부실험자는 CSBS의 분석경험이 있으며 학원에서 언어병리학을 공하고 있

는 학생이 하 다. 

마. 통계분석

제스 어의 빈도와 유형에서 두 집단간 차이의 유의성을 SPSS(Version 10.0)를 사용

하여 기술  통계와 t-검정 결과를 분석하 다.

Ⅲ. 결  과

1. 총 제스 어 사용빈도 비교

결과는 일반아동보다 다운증후군아동이 제스 어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증후군아동의 평균 제스 어 빈도는 69.9회(SD: 35.2)로 분당 평균 3.5회의 제스 어를 

사용하 다. 이에 비해 일반아동의 평균 제스 어 빈도는 37.7회(SD: 13.2)로, 분당 평균 2.0

회의 제스 어가 사용되었다. <표 - 1>에서와 같이, 두 집단 간의 제스 어 빈도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 1> 두 집단 간 평균 제스 어 빈도비교

mean SD t-value

정상 아동

다운증후군 아동

37.7

69.2

13.2

35.2
2.1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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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제스 어 사용빈도 비교

두 집단 간의 제스 어 유형별 빈도를 비교하 다.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 사용은 

습  제스 어 44.7회, 원거리 제스 어 2회, 상징  제스 어 8.4회, 제스 어 조합 0.9회, 

장난하기 0.8회, 기타 6회, 그리고 말하기 7.1회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아동의 습  제

스 어는 34.2회, 원거리 제스 어 1.1회, 상징  제스 어 0.0회, 제스 어 조합 0.0회, 장난하

기 0.0회, 기타는 1.3회이며, 말하기는 1.1회로 나타났다. 다운증후군아동에게 찰된 상징  

제스 어, 제스 어 조합, 장난하기는 일반아동에게서는 찰할 수 없었다. 두 집단의 유형별 

제스 어 분당 평균 빈도는 <표 - 2>와 <그림 - 1>과 같다.

<표 - 2> 일반아동과 다운증후군아동의 유형별 제스 어 분당 평균 빈도비교

습

제스 어

원거리

제스 어

상징

제스 어

제스 어

조합
장난하기 말하기 기타 계

정   상

다운증후군

1.7 

2.2 

0.1 

0.1 

0.0 

0.4 

0.0 

0.0 

0.0 

0.0 

0.1 

0.4

0.1 

0.3 

2.0 

3.5

0.0

0.5

1.0

1.5

2.0

2.5

3.0

3.5

4.0

관습적 원거리 상징적 제스츄어 장난

제스츄어 제스츄어 제스츄어 조합 하기 말하기 기타 TOTAL

정상아동

다운아동

<그림 - 1> 일반아동과 다운증후군아동의 분당 평균 제스 어 빈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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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별 제스 어 사용빈도를 체 제스 어에 한 비율로 비교해 보았다. 다

운증후군아동은 습  제스 어 64.2 %, 상징  제스 어 12.0%, 말하기 10.2 %, 기타 8.6

%, 원거리 제스 어 2.9%, 제스 어 조합 1.3%, 장난하기 1.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아동의 제스 어의 사용비율은 습  제스 어 90.7 %, 기타 3.5 %, 말하기 2.9 %, 

원거리 제스 어 2.9%, 상징  제스 어 0%, 제스 어 조합 0 %, 장난하기 0 %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일반아동과 다운증후군아동 모두가 습  제스 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다운증후군아동의 습  제스 어 사용비율은 일반아동에 비해 상 으

로 낮았다. 하지만 상징  제스 어, 제스 어 조합, 장난하기는 다운증후군아동에게서만 나

타나 다운증후군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제스 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제스

어 사용빈도와 비율은 <그림 -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상아동

관습적제스츄어 원거리제스츄어

말하기 기타
 

다운증후군아동

관습적제스츄어 원거리제스츄어
상징적제스츄어 제스츄어조합
장난하기 말하기
기타

<그림 - 2> 일반아동과 다운증후군아동의 유형별 제스 어 사용빈도와 비율 비교

두 집단 간의 유형별 제스 어 빈도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상징  체스

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05).

3. 항목별 제스 어 사용비율 비교

검사항목에 따른 제스 어 비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일반아동에 비해 다운증후군아

동은 사회  놀이, 장난감상자, 책보기에서 높은 제스 어 사용비율을 나타내었다. 검사항목

에 따른 제스 어의 사용비율은 <표 - 3>  <그림 -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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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두 집단간 항목별 제스 어 사용비율 비교  

집단 분류
검사 항목 일반아동 다운증후군아동

태엽인형

풍선

비 방울

사회  놀이

장난감상자

사탕 있는 병

인형 든 가방

책보기

13.3%

14.1%

13.5%

2.4%

8.8%

15.9%

12.2%

19.9%

8.7%

6.4%

10.0%

6.0%

17.9%

9.2%

9.3%

32.5%

합    계 100.0% 100.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1 2 3 4 5 6 7 8

백
분
율

정상

다운

<그림 - 3> 두 집단간 항목별 제스 어 사용비율 비교

Ⅳ. 결론  논의

이 연구는 Wetherby & Prizant (1993)에 의한 의사소통의 상징  행동척도(CSBS)를 

이용하여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 사용을 연구하 다. 다운증후군아동은 언어연령 단계

가 동일한 일반아동보다 높은 빈도와 다양하고 높은 수 의 제스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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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제스 어 사용빈도는 일반아동이 평균 37.7회(SD: 13.2)로 분당 평균 2.0회를 나타냈

다. 다운증후군아동은 평균 69.9회(SD: 35.2)로 분당 평균 3.5회를 나타내, 일반아동보다 제스

어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제스 어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

두 습  제스 어를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하 다. 그러나, 다운증후군아동이 사용한 습

 제스 어는 64.2 %로, 일반아동 90.7%에 비해 상 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거의 

습  제스 어를 사용하는 일반아동에 비해 다운증후군아동은 다양한 제스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 연구결과, 상징  제스 어, 제스 어 조합, 장난하기는 다운증후

군아동에게만 나타났다. 검사 항목에 따른 아동의 제스 어 사용을 비교한 결과, 다운증후군

아동은 사회  놀이, 장난감상자, 책보기에서 더 높은 제스 어 사용비율을 나타낸다.

유형별 제스 어 사용 면에서 다운증후군아동은 습  제스 어를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han & Iacono (2001)는 다운증후군아동이 사용하는 제스 어 

유형  습  제스 어가 가장 많으며,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아동도 유사한 제스

어 사용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구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습  제스 어는 낱말

로 표 되는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결과는 다운증후군아동의 구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울 

짐작하게 한다.

다운증후군아동에게서만 나타난 상징  제스 어는 사물의 특성과 용도, 상태를 표

하 다. Caselli et al. (1998)에 의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제스

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특히, 상징  제스 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 다. 한 제스

어 조합과 장난하기도 다운증후군아동만이 사용하 다. 제스 어 조합은 한 상황에서 여

러 상징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한 하나의 제스 어보다는 발달된 높은 수 의 제

스 어로 의미 으로는 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Chan & Iacono (2001)는 다운증후군아동

이 그들이 보이는 언어지체에 비해 다양한 제스 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

고들은 정신연령을 일치시켰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지는 의문

스럽다. 그러나 표 이 가능해지면 제스 어가 감소되는 일반아동의 언어발달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사항목에 따른 제스 어 사용의 차이에서 다운증후군아동이 사회  놀이에서 나타낸 

높은 빈도의 제스 어 사용은 생활연령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Mundy et al. 

(1988)의 연구에서 다운증후군아동이 정신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보다 높은 빈도의 사회

 상호작용을 보인다고 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운증후군아동의 높은 사회성이 반 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이 주로 의사소통기능에 을 맞춰 정신연령이나 생활연령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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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집단과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나, 최근의 한 연구(Chapman & Miles, 2002)는 이야기하기를 

통해 다운증후군아동의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로 표 언어를 일치시킨 일

반아동과 비교하 다. 다운증후군아동이 비교군보다 반 인 이야기구조를 더 잘 표 한다

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운증후군아동의 언어발달에 있어 표 언어와 이해언어

의 차이에 한 일반 인 설명을 뒷받침하고, Chapman (1998)의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

를 표 어휘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두 집단 사이의 생활연령의 차이나, 교육  향을 통제하지 않은 제한 을 

지니고 있어 다운증후군아동의 제스 어 사용의 우월성이 생활 경험의 이 일 수도 있다

(Chapman, Schwartz & Kay-Raining Bird, 1991)는 주장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다운

증후군아동의 언어발달이 일반아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지라도 개인  차이가 크며, 교육  

향과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 장에서 다운증후군아동의 특징 인 의사소통신호(signs)의 사용을 인정하

고 있으며, 다운증후군아동의 조기 재의 일부분으로 제스 어 사용과 다운증후군아동의 언

어발달을 진시키기 하여, 말과 수화(manual sign)를 동시에 사용하는 통합 의사소통

(total communication)을 권장하고 있다. 결과에서 나타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다운증후군

아동의 제스 어를 언어의 한 역으로 인정하고, 구어  의사소통지체의 정도에 따라 제스

어 뿐만 아니라 다른 보완․ 체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Mundy et al. (1988)은 다운증후군아동이 발달된 제스 어 사용을 하며, 구어  의사소

통보다는 제스 어를 사용한다고 하 다. 한, Chan & Iacono (2001)는 다운증후군아동이 그

들이 보이는 언어지체에 비해 다양한 제스 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Chapman, 

Schwartz & Kay-Raining Bird (1991)는 다운증후군아동이 상징  제스 어, 제스 어 조합

과 같은 높은 수 의 제스 어를 사용하고, 제스 어 사용으로 나타나는 어휘이해능력은 생활 

경험의 이 이라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들은 정신연령을 일치시켰으므로 본 연구의 결

과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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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Gestures in One-Word Level Children 

with Down Syndrome

Sun-Hai Kim (Kim Sun-Hai Institute of
Language & Speech Clinic)

Do-Heung Ko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
Audiology,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 of gestures i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using CSBS 

by Wetherby & Prizant (1993). Te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ten children with normal development, as a control group. 

Frequency, rate, and type of gestures used were coded.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

criptive statistics and a t-test in SPSS (version 10).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Normal children used 2.0 gestures per minute and children 

with Down Syndrome used 3.5 gestures per minute. Thus, children with Down Syndrome 

used a high frequency in average number of gestures than children with normal 

develop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he total number 

of gestures (p< .05). (2) In the rate of gesturing, children with normal development made 

the most use of conventional gestures (90.7%). On the other hand, children with Down 

Syndrome used a much lower rate of conventional gestures (64.2 %). It revealed that 

children with Down Syndrome used various high-level and richer-repertoire gestures than 

the control group.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It was shown that 

symbolic gestures and combined gestures and joking were used only by children with Down 

Syndrome. In conclusion, predominant use of gestures by the children with Down Syndrome 

explains that these children have difficulty in language production. However, this study does 

not show a relation between gestures and language.

Key Words: Down Syndrome, nonverbal communication, gesture, CSBS, DD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