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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Gestures have received attention as a useful means of assessment and rein-
forcement for prelinguistic children’s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late-talkers’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conic gestures. Methods: Fif-
teen Korean late-talkers (LT) from 24 to 35 months and fifteen typically developing peers 
(TD) participated in two experiments. In Experiment 1, a researcher visited the house of se-
lected subjects and gestures were measured during 10 minutes of interactive play with the 
researcher. The tools used in the play were the symbolic play probes in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CSBS; Wetherby & Prizant, 2003). In Experiment 2, all children 
were tested for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conic gestures. Results: In Experiment 
1, LT had lower production of iconic gestures than TD did. But the production of iconic ges-
tur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Experiment 2,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conic gestur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LT and TD. LT had a lower perfor-
mance o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gestures, and the production of iconic ges-
tur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ype (shape, action, agent’s action). Conclu-
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LT of 2 years old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referents’ meaning and in the retrieval of iconic gestures compared to TD. This means that 
intervention studies for LT’s iconic gesture acquisi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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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마다 어휘 습득에서 개인차가 존재하지만(Bates, Breth-

erton, & Snyder, 1988), 대부분의 아동들은 1세 6개월경에 보통 50-

100개 정도의 낱말을 산출하며(Bates et al., 1994) 2세 후반에 300

개의 어휘를 산출한다(Hoff, 2008). 그러나 2세 아동 중 약 15% 정

도는 표현 어휘 수가 50개보다 적거나 두 낱말 조합이 나타나지 않

는데, 이러한 아동을 ‘말 늦은 아동(late-talkers)’이라고 한다(Re-

scorla, 1989).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Hong, 2007; Hong & Kim, 

2005; Rescorla, 1989, 2002; Thal & Bates, 1988; Thal & Tobias, 1992, 

1994; Thal, Tobias, & Morrison, 1991), 말 늦은 아동은 일반적으로 

청력, 인지, 신경 또는 정서 장애를 보이지 않는 18개월-3세의 아동

으로 표준화된 표현어휘발달검사에서 10%ile 또는 -1 SD 미만을 

나타내거나 이 시기에 표현 어휘 수가 50개 미만 또는 두 낱말 조합

이 나타나지 않은 아동들을 포함한다.

말 늦은 아동 중 다수의 아동들은 ‘늦되는 아동(late bloomers)’
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일반 아동의 언어 능력을 따라잡지만, 여

전히 이들 중 많은 아동이 3세 이후에도 언어 발달에 문제를 보인

다(Feldman et al., 2005; Fernald & Marchman, 2012; Girolametto, 

Wiigs, Smyth, Weitzman, & Pearce, 2001; Lyytinen, Poikkeus, Laa-

kso, Eklund, & Lyytinen, 2001; Moyle, Weismer, Evans, & Lind-

strom, 2007; Paul, Murray, Clancy, & Andrews, 1997; Rescorla, 

1989, 2002, 2009, 2011; Thal & Tobias, 1992; Thal et al., 1991). 따라

서 언어치료사는 말 늦은 아동 중에서 언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

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at-risk) 아동들의 의사소통 및 언어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이들의 중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을 내리거나 조기에 적합한 중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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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늦은 아동의 도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현 특성  •  오선주 외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현어휘발달 예측요인에 관한 연

구들(Hong & Kim, 2005; Whitehurst, Fischel, Arnold, & Lonigan, 

1992)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유형률, 자음 비율, 초기 진단 시 이해 

및 표현 언어의 수준, 어휘량 및 다른 낱말의 수(NDW), 제스처 그

리고 의도율 등이 표현 어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된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말 늦은 아동의 의사소통 및 언어 발달 형태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요인 중 하나로 제스처가 중요시되

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제스처 회복을 살

펴본 연구(Hong & Kim, 2005; Ji, 2012; Ji, 2013)는 부족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제스처를 이해하고 표현하

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제스처가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제스처는 ‘일반적으로 몸의 상체 앞쪽에서, 상징적인 표현을 위

해 손과 팔을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된다(McNeill, 1998). 제스처는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Acredolo & 

Goodwyn, 1988; An, 2010; An, Bang, & Lee, 2010; Capirci, Iver-

son, Pizzuto, & Volterra, 1996; Chang, Choi, & Kim, 2005; Good-

wyn & Acredolo, 1998; Iverson & Thal, 1998; McNeill, 2005; Park, 

2009; Park, 2013; Poggi, 2008; Rodrigo et al., 2006)에 따라 달리 사

용되고 있다. 제스처 유형에 대한 용어와 정의의 혼용은 연구 결과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스처 발달과정에 따

른 변화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 선행연구(An et al., 2010; Capirci 

et al., 1996; Park, 2013)를 따랐다. 이들은 제스처를 크게 지시적 제

스처(deictic gesture)와 표상적 제스처(representational gesture)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지시적 제스처를 ‘도구적 제스처(instrumen-

tal gesture)’와 ‘가리키기(pointing)’로, 표상적 제스처를 ‘관습적 제

스처(conventional gesture)’와 ‘도상적 제스처(iconic gesture)’로 구

분하였다. 지시적 제스처는 요구 또는 서술(declare)하기 위해 아동

의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발화의 맥락 내에서 어떤 사

물이나 장소 또는 사건을 가리키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다

(Capirci et al., 1996). 반면, 표상적 제스처는 지시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 고정된 의미적 내용과 관련된다(Capirci et al., 1996). 여기에

는 ‘예’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요’의 의미로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습

적 제스처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형태를 지

니는 도상적 제스처가 포함된다(Park, 2013).

특히 도상적 제스처는 다른 제스처와는 달리 지시대상을 표상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다. 도상적 제스처는 그 지시대상의 움직

임이나 형태, 또는 특성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 지시대상을 쉽게 떠

올릴 수 있게 한다(Park, 2013). 그뿐만 아니라 도상적 제스처를 처

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다른 상징이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제스처보다 더 이해하고 배우기 쉽다

(Namy, Campbell, & Tomasello, 2004; Park, 2013; Stephenson, 

2009; Tolar, Lederberg, Gokhale, & Tomasello, 2008; Tomasello, 

Striano, & Rochat, 1999). 예를 들어, 도상적 제스처는 ‘전화’를 나

타내기 위해 주먹을 귀에 대는 것처럼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는 제

스처를 말한다. Park (2013)과 Poggi (2008)는 이러한 도상적 제스

처를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어떤 속성에 따라 4가지 속성 유형, 즉 

‘지시대상의 지각적 속성을 나타내는 형태(예: ‘TV’를 나타내기 위

해 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리는 행위)’, ‘지시대상의 전형적인 행위

(예: ‘새’를 나타내기 위해 팔을 벌려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 ‘지시

대상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예: ‘꽃’을 나타내기 위해 주먹을 코에 

대고 킁킁거리는 행위)’, ‘장소 및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제스처(기

타 제스처) (예: ‘모자’를 나타내기 위해 손가락으로 머리 위를 가리

키는 행위)’로 분류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들 연구에 따라 도상적 

제스처를 네 가지 하위 속성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상적 제스처는 구체적인 지시대상이나 사건을 표상하므로 지

시적 제스처나 관습적 제스처와는 달리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

라지지 않는 하나의 상징이며(Park, 2013), 지시대상과 유사하기 때

문에 지시적 제스처나 관습적 제스처보다 지시대상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언어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구어를 통해 의

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도상적 제스처는 구어를 대체

하는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동들은 말을 하기 전부터 제스처를 사용하여 의사 표현하며, 

타인은 그것을 통해 아동이 지닌 의사소통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보통 9-12개월 된 아동은 요구하기(request)나 서술하기(declare) 등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가리키기(pointing), 보여주

기(showing), 주기(giving)와 같은 제스처를 음성과 함께 산출하기 

시작하며, 13개월경의 아동들은 사물과 관련된 상징적 제스처를 

사용하기 시작한다(Thal & Bates, 1988). 이러한 표상적 제스처는 

참조 단계의 가장 높은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An et al., 2010). 제스처는 언어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도상적 제스처의 산출은 연령이나 언

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Acredolo & Goodwyn, 1988; An et al., 

2010; Chang et al, 2005; Kim & Kim, 2006; Park, 2013; Thal & To-

bias, 1992; Thal et al., 1991). 이들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

록 또는 언어가 숙달될수록 도상적 제스처의 산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언어 능력과의 연관성에서 도상적 제스처는 이해 어휘 수, 표

현 어휘 수, 전체 어휘 수(Kim & Kim, 2006)와 발화 능력(An et al., 

2010)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들 연구에서 아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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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어휘 수, 표현 어휘 수, 전체 어휘 수가 증가할수록 또는 평균형

태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도상적 제스처의 산출이 증가하였다. 도

상적 제스처는 참조 발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고차원적인 

제스처로 이러한 제스처는 단어를 탈맥락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맥락에 의존하여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 발달 수준이 낮은 아동은 

도상적 제스처의 출현이 없거나 적을 것이다(An et al., 2010). 그러

므로 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이는 말 늦은 아동은 언어발달과 밀

접한 연관이 있는 도상적 제스처의 이해와 표현에서 또래 아동에 

비해 더 낮은 수행 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제스처 산출에 대해 조사한 연

구들은 연구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선행연구(Thal & Bates, 

1988; Thal & Tobias, 1992; Thal et al., 1991)는 또래 아동에 비해 말 

늦은 아동에게서 더 적은 수의 제스처 산출을 보고하였다. 반면 연

구 방법이나 연령 범위를 달리 한 연구(Hong & Kim, 2005; Thal & 

Tobias, 1994)는 오히려 또래 아동에 비해 말 늦은 아동의 제스처 

산출이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말 늦은 아동에게서 더 적은 수의 

제스처 산출을 보고한 연구(Thal & Bates, 1988; Thal & Tobias, 

1992; Thal et al., 1991)에 비해 Thal과 Tobias (1994)의 연구는 아동 

집단의 연령 범위가 넓었고, 언어 이해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말 늦

은 아동들의 표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일반 아동에 비해 표상적 제스처를 더 많이 산출하였을 수도 

있다. Thal과 Tobias (1994)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차이를 ‘도상

적 제스처는 표상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말 늦은 아동은 상

징적으로 사물과 행위를 표상하는 능력에서는 부족하지 않지만 

자발적이고 유연하게 상징적 표상을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Hong과 Kim (2005)의 연구는 제스처 유

형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상적 제스처의 특성만을 확

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현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

이는 말 늦은 아동을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도상적 제스처의 이해 

및 표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스처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 보고나 부모와 아동

의 상호작용 놀이를 통한 관찰 방식을 통해 제스처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아동들이 산출하는 제스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거나, 아

동의 제스처 산출을 이끌기 위한 양육자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관된 놀이 상황에서 아동의 자발적인 제

스처 산출을 유도하고, 구조화된 과제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도

상적 제스처를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만 2

세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놀이에서 이들

이 자발적으로 산출하는 도상적 제스처의 사용 빈도와 사용 비율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조화된 도상적 제스처의 이해와 표현 검

사에서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에 따른 도

상적 제스처의 이해 및 표현 점수에서 일반 아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24-35개월

의 말 늦은 아동 15명(남아 12명, 여아 3명)과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 아동 15명(남아 8명, 여아 7명), 총 30명이었다. 

말 늦은 아동의 선정 기준은 (1) 부모로부터 청력 손상이나 인지, 

신경 및 정서 장애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 한국형 

덴버 발달선별검사-II (K-DDST-II: Shin, Han, Oh, Oh, & Ha, 2002)

에서 언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상 발달을 하고 있고, (3)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Kim, Kim, Yoon, & Kim, 2003) 결과

에서 표현언어점수가 -1 SD 이하, (4) 한국형 맥아더-베이츠 의사소

통 발달 지표(K M-B CDI: Pae & Kwak, 2011)에서 표현 어휘수가 -1 

SD 미만에 속하는 아동들이다.

일반 아동의 선정 기준은 (1) 부모로부터 청력 손상이나 인지, 신

경 및 정서 장애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 K-DDST-

II (Shin et al., 2002)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 발달을 하고 있고, (3) 

SELSI (Kim et al., 2003) 결과, 표현언어점수가 -1 SD 이상, (4) K M-B 

CDI (Pae & Kwak, 2011)의 표현어휘 수준이 -1 SD 이상에 속하는 

아동들이었다. 

두 집단에 포함된 아동들의 월령 및 표현 언어 능력에 대한 정보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에게 K-DDST-II 

(Shin et al., 2002)를 실시한 결과, 언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서 정상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도구 

실험 1은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놀이에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도

상적 제스처를 산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놀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LT (N= 15) TD (N= 15)

Age (mo) 30.00 (3.21) 29.80 (3.27)
SELSI (raw score) - expressive language 34.73 (7.10) 53.53 (4.41)
K M-B CDI (raw score) - expressive vocabulary 95.80 (101.09) 488.47 (163.3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T = late-talker;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SELSI = 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Kim, Kim, Yoon, & Kim, 2003); K M-B CDI= Korean version of the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Pae & Kwa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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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였다. 상대방이나 장난감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나 아동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모든 

아동을 관찰하기 위해 양육자 대신 연구자가 놀이에 참여하였고, 

모든 아동은 동일한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였다. 상호작용 놀이에

서 사용된 도구는 놀이를 통해 제스처 특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

(An, 2010; An et al., 2010; Capirci et al., 1996; Ji, 2012; Thal & To-

bias, 1994)과 같이 ‘의사소통과 상징행동 척도(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의 상징 놀이’(Wetherby & Prizant, 

2003)에서 사용된 절차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실험 1의 상

호작용 놀이에서 사용하였다. 아동들에게 제공된 도구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실험 2는 구조화된 도상적 제스처 검사를 통해 아동의 도상적 제

스처 이해 및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ark (2013)

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를 연구자가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2에서 사용된 어휘 목록은 2-3세 사이의 한국 아동이 습득하

는 어휘에 대해 살펴본 Lee, Chang, Choi와 Lee (2009)의 연구와 K 

M-B CDI (Pae & Kwak, 2011)에 제시된 어휘 항목을 참고하여 24-30

개월의 아동이 50% 이상 표현하는 명사로 구성하였고, ‘일반 사물, 

음식, 동물 및 탈것’에 해당하는 어휘를 각각 두 개씩 포함시켰다. 

각 범주별 속성 유형에 따라 제스처로 표현될 수 있는 어휘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24개월 아동이 30% 이상 표현하는 어휘 ‘시소, 소방

차’와 연구자가 선정한 어휘 ‘팝콘’을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명사만

을 선택한 이유는 만 2세 아동의 어휘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Chang, 2004; Lee et al., 2009), 명사가 다양한 지시대상의 

속성을 본떠 제스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Park, 2013). 도상

적 제스처 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어휘 항목은 Appendix 1에 제시

하였다. 실험 2의 이해 검사에 사용된 도상적 제스처 목록은 연습 

항목 3문항, 검사 항목 24문항을 포함하여 총 27개의 제스처 목록

을 구성하였고, 이 문항들은 지시대상을 표현하는 속성에 따라 각 

8문항의 세 하위 유형(‘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으로 구성하였

다. 이해 검사에서 연구자가 포함시킨 일부 어휘 항목에 대한 제스

처(예: 소, 포도, 배, 국)는 선행연구에서 기술한 방식에 따랐다. 이해 

검사에서 사용된 그림 자료는 ‘동일 기능’, ‘연상 기능’, ‘무관’, ‘목표’

에 해당하는 사물을 210×297 mm의 용지에 4개의 선화로 구성하

여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실험 2의 표현 검사에서 사용된 항목은 

연습 항목 6문항, 검사 항목 8문항으로 총 14문항이 제시되었고, 이

들 문항은 지시대상의 ‘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 등을 본떠 제스

처로 표현될 수 있는 동일한 기회와 가능성을 갖는다(Park, 2013). 

각 문항은 아동에게 210×297 mm의 용지에 가로 10 cm, 세로 15 

cm의 선화로 제시되었다. 실험 2에서 사용된 그림 자극의 예는 Ap-

pendixes 2와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상적 제스처 검사 문항들은 어휘 및 제스

처의 적절성,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 반영성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언어치료 경력을 갖고 있으며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

거나 수료한 언어치료사 5명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3

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일부 항목(예: 오토바이, 얼음)은 언어치료

사들과 논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도구의 적절성, 관찰시간과 분석기준의 적합성 등을 알아보기 위

해 만 2세의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각 2명씩을 선별하여 예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이 혼동을 보이는 일부 그림자극(예: 비눗

방울, 텔레비전)과 적절하게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보였던 표현 검사

의 어휘 항목(예: 시계, 뱀)을 수정하였다. 

본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양육자 보고를 통해 검사에 사용될 

어휘들을 아동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 표현 검사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 검사 어휘의 경우 말 늦은 아동은 일반 아동과 달리 아

동마다 차이가 있었다. 

연구 절차

본 검사는 아동의 집이나 언어치료실의 독립되고 조용한 장소에

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동들은 연구자와 라포(rapport) 형성 

후 검사에 참여하였으며, 아동의 학습 효과를 줄이기 위해 상호작

용 놀이, 도상적 제스처 표현 검사, 도상적 제스처 이해 검사 순으로 

실시하였다. 본 검사 실시 전 연구자는 양육자의 보고 및 아동의 행

동 관찰을 통해 SELSI (Kim et al., 2003)를 실시하였고, 아동이 도

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현 과제에서 사용된 어휘 목록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육자에게 K M-B CDI (Pae & Kwak, 2011) 

및 실험 2의 어휘 목록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양육

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준 후, 아동이 연구자와 함

께 상호작용 놀이, 도상적 제스처 검사와 K–DDST-II (Shin et al., 

2002)를 실시하는 동안 양육자는 배경정보 설문지, K M-B CDI (Pae 

& Kwak, 2011), 도상적 제스처 검사의 어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

다. 필요한 경우, 양육자는 아동의 근처에 있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Table 2. Interactive play probes

Play Toy Materials used 

Feeding set Baby doll, bear doll - 2 cups, 2 bowls, 2 spoons, 2 bottles
- 1 frying pan, 1 spatula, 1 big bowl, 1 big  
  spoon, 1 microwave

Grooming set Baby doll, bear doll - 2 combs, 2 toothbrushes, 2 hand mirror 
- 1 diaper, 1 washcloth, 1 bedclothes, 1 p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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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동에게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지시하였다. 모든 실험 과제에서 아동의 반응을 Canon Dig-

ital IXUS 980 IS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양육자 보고와 본 실

험을 포함한 전체 검사에 대략 2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 1을 실시

한 후 아동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 간식을 먹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

고 실험 2를 실시하였다. 

실험 1의 상호작용 놀이에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2개의 놀이 세

트(요리하기 세트, 몸 꾸미기 세트)를 제시한 후 아동이 선택한 세

트에 따라 놀이를 시작하였고, 놀이는 25분간 진행되었다. 아동이 

놀이에 흥미를 잃으면 놀이를 중단하고 다른 놀이 세트를 제공하

였으며, 각 세트당 10분 동안 놀이가 진행되었다. 상호작용 놀이에

서 연구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동의 놀이나 의사소통 행동에 

반응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언어를 사

용하였다. 단, 아동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놀이 참여를 유

도하는 말이나 질문은 허용하였다(예: “여기 아기가 있어, 아기 배

고프대.”). 놀이 중 아동이 자발적으로 도상적 제스처를 산출하지 

않을 때, 연구자는 구어 단서(예: “아기가 치카치카 하고 싶대.”)를 

제공하여 도상적 제스처를 유도하거나 시범을 통해 아동이 이를 모

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시범이 필요한 경우, 도상적 제스처 이

해 및 표현 검사 항목과 겹치지 않은 사물에 한해 제시하였고, 모든 

사물에 대해 한 상징으로만 시범을 하였다.

실험 2는 Park (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절차를 토대로 하였다. 

실험 2의 도상적 제스처 검사에서 연구자는 아동이 검사 절차를 이

해할 수 있도록 연습 문항을 사용하여 연습하였다. 표현 검사에서

는 연구자는 헤드폰을 낀 채, 아동에게 그림자극과 함께 연습 문항

에 대한 도상적 제스처를 보여준 후 이를 모방하도록 하였다. 아동

이 검사 절차를 이해하면 아동에게 그림을 제시하며 그것이 무엇인

지 제스처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아동은 제스처로만 표현하거나 자

연스럽게 제스처와 함께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동이 말로만 설

명할 경우 연구자는 “선생님은 ○○ (아동 이름) 말을 들을 수가 없

어. 손으로 보여줘.”라고 말하며 제스처로 표현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연습 문항을 시범 보이며 도상적 제스처를 모

방하도록 하였고, 자발적인 도상적 제스처의 산출 반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연습을 반복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모자’ 그림을 

제시한 후 연구자의 머리에 양 손을 올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행

동을 하며 모자를 쓰는 제스처를 시범 보이며 아동에게 모방하도

록 하였다. 아동이 연습을 통해 검사 절차를 이해하면 연습 문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도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

현 검사의 추가 지시는 최대 3회 제공하며, 반응 시간은 약 10초까

지 허용하였다. 아동이 연구자의 제스처를 보지 않고 특정 그림자

극에 관심을 보이거나 집중을 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그림 자료를 

보도록 유도한 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해 검사에서 연구자는 아

동에게 문항에 해당하는 도상적 제스처를 보여주며 무엇을 나타내

는지 추측해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연습 문항 ‘소’의 경우 연구

자는 양손의 검지를 펴서 머리 위에 올리며 뿔의 형상을 나타내는 

제스처를 아동에게 보여주었다. 그 후 아동에게 4개의 그림자극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표현한 지시대상을 가리키도록 하였다. 아동이 

정확한 반응을 보이면 칭찬(예: “잘했어.”)과 함께 연습을 진행하였

고, 아동이 부정확한 반응을 보이면 정답을 가르쳐준 후 다시 연습 

문항을 통해 연습을 진행하였다. 

자료 처리 및 분석

실험 1에서 아동이 연구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놀이에서 나타

난 도상적 제스처를 분석하기 위해 초반 10분을 제외한 이후 10분 

동안 나타난 제스처를 분석하였다. 녹화된 동영상에서 아동이 자

발적으로 산출한 전체 제스처 빈도 수와 도상적 제스처 빈도 수를 

센 후, 도상적 제스처의 빈도 수/전체 제스처의 빈도 수×100을 하

여 도상적 제스처 사용 비율을 구하였다. 실험 2에서는 도상적 제

스처 이해 및 표현 검사 기록지에 표시된 아동의 정반응수의 합을 

계산하였다. 표현 검사에서 아동들은 ‘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 

‘기타’의 제스처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나 지시대상의 유사성이 

높은 제스처만을 분석하기 위해 지시적 제스처의 의미가 있는 ‘기

타’ 제스처를 제외하고 세 속성 유형(‘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의 

도상적 제스처만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실험 1과 2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1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도상

적 제스처 사용 빈도 및 사용 비율에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고, 

실험 2는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에 따라 집

단 간, 그리고 집단 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본 연구의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전체 분석 

자료 중 각 20%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채점 기준에 따라 연구자와 

제2평가자(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수료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한 

후, 일치도(agreement)를 구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놀이에서 도

상적 제스처의 빈도 수와 구조화된 검사에서 도상적 제스처 표현 

점수의 일치도는 각각 94.7%, 9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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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의 상호작용 놀이에서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산출한 도상

적 제스처의 사용 빈도 및 사용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3

에 제시하였다.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 간 도상적 제스처의 사용 

빈도(t= -1.607, p= .119) 및 사용 비율(t= -1.963, p= .060)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 2의 구조화된 도상적 제스처 검사에서는 아동들의 도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도상적 제스처 이

해 검사에서 집단별로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에 따라 ‘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 ‘전체’ 이해 점수를 산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집단 

내 도상적 제스처 이해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말 늦은 아동

과 일반 아동 간 도상적 제스처 이해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F(1,28) =5.875, p< .05). 그러나 집단 내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

에 따른 주 효과(F(2,56) = .738, p= .483) 및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2,56) = .239, p= .788)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2의 도상적 제스처 표현 검사에서 집단별로 지시대상의 속

성 유형에 따라 ‘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 ‘기타’, ‘전체’ 표현 점수

를 산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지시대

상의 속성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집단 내 도상적 제스처 표현 점수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28) =23.083, p< .001). 집단 내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에 따른 주

효과(F(2,56) =7.422, p< .01)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과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2,56) = .457, p= .635)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에 따른 

표현 점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비검정을 실시한 

결과, 형태 제스처는 행위자 행위 제스처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 .01). 두 집단에서 ‘행위자 행위 제스처’, ‘행위 제

스처’, ‘형태 제스처’ 순으로 도상적 제스처를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상

호작용 놀이에서 자발적으로 산출한 도상적 제스처의 사용 빈도 

및 사용 비율을, 구조화된 도상적 제스처 검사에서는 도상적 제스

처의 이해 및 표현 특성을 조사하였다. 

실험 1에서 만 2세 말 늦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상호작용 

놀이에서 도상적 제스처 사용의 빈도 및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으

나, 집단 간 도상적 제스처 사용의 빈도 및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olar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도상적 제스처의 이해 및 

표현은 2세 이후 연령에 따라 증가하지만 도상적 제스처의 의미 인

식은 2.5세부터 미약하게 발달한다. 만 2세 어린 아동들은 도상적 

제스처 발달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놀이에서 도상적 제스

처가 자발적으로 빈번하게 산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즉 

만 2세 아동들은 상호작용 놀이에서 손이나 몸을 사용하여 지시대

상을 나타내려는 시도보다는 주로 직접적으로 사물을 가지고 놀

이를 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두 집단에서 비교할 만한 도상적 

제스처의 수가 적었다. 일반 아동들은 모든 아동에게서 1회 이상의 

도상적 제스처가 산출된 반면, 말 늦은 아동들은 연구에 참여한 15

명의 말 늦은 아동 중 2명의 아동에게서만 도상적 제스처가 6회 출

현하였으며 이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반복적으로 동일한 도상적 

제스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놀이 상황에서 더 많은 도상적 제스

처의 산출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다른 도상적 제스처의 사용 빈도 

Table 4. Average comprehension score of iconic gesture in Experiment 2 

Referent’s feature type LT (N= 15) TD (N= 15)

Shape (score 8) 3.27 (1.75) 4.40 (1.30)
Action (score 8) 2.93 (1.79) 4.13 (1.19)
Agent’s action (score 8) 3.60 (1.68) 4.33 (1.95)
Total (score 24) 9.80 (3.95) 12.87 (2.9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T= late-talker;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5. Average production score of iconic gesture in Experiment 2 

Referent’s feature type LT (N= 15) TD (N= 15)

Shape (score 8)  .47 (.64) 1.20 (1.42)
Action (score 8) 1.07 (1.39) 2.40 (1.64)
Agent’s action (score 8) 1.60 (1.12) 3.00 (1.77)
Other (score 8) 1.40 (2.13) .33 (.49)
Total (score 8) 3.13 (2.23) 6.60 (1.6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T= late-talker;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3. Average frequency and rate of using iconic gesture in Experiment 1 

Characteristic LT (N= 15) TD (N= 15)

Use of frequency 1.67 (2.23) 2.87 (1.85)
Use of rate 9.80 (12.92) 18.24 (10.5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T= late-talker;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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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험 2의 도상적 제스처 표현 검사에서 만 2세 말 늦은 아동은 일

반 아동에 비해 도상적 제스처를 유의하게 더 적게 표현하였다. 말 

늦은 아동들은 지시대상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에 비해 지시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상을 인출하는 데 어려

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 늦은 아동들은 장소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기타 제스처’, 즉 ‘자동차’ 그림을 보고 자동차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장소나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일반 아동들은 ‘주먹을 쥔 채 앞으로 뻗으며 자

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흉내’내거나 ‘허공에서 양 팔을 벌리며 주

먹을 쥔 채 교대로 주먹을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며 자동차를 운

전하는 흉내’를 내는 것처럼 지시대상의 의미를 내포한 도상적 제

스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어휘 인출에 어

려움을 보이는 말 늦은 아동들은 구조화 상황에서 도상적 제스처

를 다양하고 적절하게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에서 두 집단 모두 ‘행위자 행위 제

스처’를 ‘형태 제스처’에 비해 유의하게 더 잘 산출하였다. 이는 아

동이 어릴수록 지시대상이 가진 다양한 속성에 대한 의미 인식 및 

경험이 적기 때문에, 지시 대상에 대한 지각적 속성을 나타내는 ‘형

태’ 제스처보다는 지시대상을 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행위자 행위’ 

제스처를 더 많이 산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험 2의 도상적 제스처 이해 검사에서 만 2세 일반 아동은 말 

늦은 아동에 비해 도상적 제스처를 유의하게 더 잘 이해하였다. 양

육자를 통해 보고된 바에 따르면 말 늦은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

해 해당 어휘에 대한 지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대상에 대한 개념표상의 부족으로 인해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도상적 제스처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Namy et al., 2004; Tomasello et al., 1999)에 의하면 18

개월의 어린 아동들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도상적 제스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맞출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어휘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도상적 

제스처를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지시대상과 연결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만 2세 아동들은 구조화된 과제에서 맥락

의 단서 없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는 만 2세 

어린 아동들의 도상성에 대한 의미 인식이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에 맥락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구조화된 평가에서 도

상적 제스처의 의미를 추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아동이 이해하는 어휘만을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또한 말 늦은 아동은 ‘행위자 행위’, ‘형태’, ‘행위’ 순으로 도상적 

제스처를 잘 이해한 반면, 일반 아동은 ‘형태’, ‘행위자 행위’, ‘행위’ 

순으로 잘 이해하였으나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만 2세 어린 아동들은 새

로운 지시대상에 대한 의미를 인식할 때 지시대상의 속성 유형에 

따른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말 늦은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도상적 제스처가 만 2세부터 출현하

고 발달하지만 자발적으로 다양한 도상적 제스처를 이해하고 산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언어 및 사회적으로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말 늦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제스

처의 도상성 이해 및 표현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상적 제스처의 산출이 표현 어휘 수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

고한 연구 결과(An, 2010; An et al., 2010; Kim & Kim, 2006; Park, 

2009; Park, 2013)와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집단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도상적 제스처가 지

시대상과 어휘를 연결하여 말 늦은 아동의 어휘 산출에 도움을 주

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어휘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도상적 제스처가 활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 아동이나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습득 및 중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자와의 상

호작용 놀이와 구조화된 도상적 제스처 과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도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현 특성을 함께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관

찰한다면, 예측 요인으로써 도상적 제스처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 말 늦은 아동의 언어 능력과 도상

적 제스처의 관련성을 분석한다면 언어 능력이 도상적 제스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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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실험 2의 어휘(Park, 2013)

실험 2의 어휘

연습 문항 본 문항 

수용 어휘 형태
행위
행위자 행위

소*
코끼리
전화

컵, 돼지, 버스, 안경, 나비, 포도*, 배*, 사과
시소, 비행기, 새, 물고기, 팝콘, 소방차, 우산, 국*
유모차, 물, 개, 칫솔, 자전거, 바나나, 책, 호랑이

표현 어휘 모자, 뱀, 숟가락, 시계, 거북이, 사진기 자동차, 공, 비눗방울, 텔레비전, 풍선, 꽃, 가위, 토끼

*Include vocabulary by researcher. 

Appendix 2. 실험 2의 도상적 제스처 표현 검사에서 사용한 그림 자료(Park, 2013)

Appendix 3. 실험 2의 도상적 제스처 이해 검사에서 사용한 그림 자료(Pa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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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말 늦은 아동의 도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현 특성

오선주 1·박현주 2·이은주 3

1단국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3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배경 및 목적: 제스처는 언어발달 이전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구체

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말 늦은 아동을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도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2세(24-35개월) 말 늦은 아동 15명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5명으로, 두 가지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1은 CSBS (Wetherby & Prizant, 2003)를 이용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동이 자발적으

로 도상적 제스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고, 실험 2는 도상적 제스처 이해와 표현 검사를 실시하여 반응을 유도하였다. 결과: 실험 1에서 

말 늦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도상적 제스처를 더 적게 산출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실험 2에서는 부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말 늦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도상적 제스처에 대한 이해 및 표현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도상적 

제스처의 산출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2세 말 늦은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도상적 제스처의 

의미 인식과 인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말 늦은 아동의 의미 인식과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도상적 제스처 중재 연

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말 늦은 아동, 도상적 제스처(iconic gesture), 제스처, 상징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참고문헌

김영태, 김경희, 윤혜련, 김화수(2003).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배소영, 곽금주(2011).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평가(K M-B CDI). 서울: 마인드프레스.

신의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2002). 한국형 덴버 발달선별검사 II (K-DDST-II). 서울: 현문사. 

안소정(2010). 문법형성단계 아동의 세부 몸짓 사용 비율의 변화: 참조적 몸짓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rika Hoff (2008). 언어발달(제4판, 이현진 역).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이희란, 장유경, 최유리, 이승복(2009). 한국 아동의 어휘습득: 초기 표현 어휘의 특징. 언어치료연구, 18, 65-80.

장유경(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91-105.

장유경, 최윤영, 김소연(2005). 한국 영아의 초기 의사소통: 몸짓의 발달. 아동학회지, 26, 155-167.

지수진(2012). 말 늦은 영유아(late-talker)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사용간의 관계.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정희(2013). 몸짓(gesture)이 말 늦은 유아(late talker)의 빠른의미연결(fast-mapping)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경훈(2007). ‘말늦은아동’의 표현어휘발달 예측을 위한 의사소통의도 산출특성 종단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7, 97-115.

홍경훈, 김영태(2005). 종단연구를 통한 ‘말늦은아동(late-talker)’의 표현어휘발달 예측요인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0, 1-24.

안소정, 방희정, 이순행(2010). 문법형성단계 2-3세 아동의 세부 몸짓 사용 비율의 변화-사상적 몸짓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 33-50.

박현주(2013). 3-5세 일반아동과 경도지적장애아동의 도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현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의향, 김명순(2006). 7-24 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 습득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7, 217-234.

박세진(2009). 영아의 몸짓 사용 종류와 어휘 습득간의 관계: 8-24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