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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use of communicative gestures in the prelinguistic period is closely related 
to later language developmen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communicative ges-
tures used in the prelinguistic period predict later language development at 24 months of 
age in Korean toddl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2 toddlers age 12-18 month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edition of the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Developmental Profile (CSBS DP) standardization study and also participated in a follow-
up study for tracking language development at 24 months of age. The behavior samples 
for measuring communicative gestures during the prelinguistic periods were the behavior 
samples that were collected through the CSBS DP. The total frequency of gestures, the num-
ber of gesture types, the frequency of gestures by category, and the frequency of each 
gesture type were measured. Language ability at 24 months was measured according to 
receptive language age and expressive language age using SELSI and number of expres-
sive vocabulary words using K M-B CDI. Results: The total frequency of gestures, the fre-
quency of deictic gestures among three gesture categories, and the frequency of pointing 
gestures among the gesture types in the prelinguistic period predicted the receptive lan-
guage age, the expressive language age, and the number of expressive vocabulary words 
at 24 months of age. The frequency of conventional gestures predicted receptive language 
age as well.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mmunicative gestures, especially 
the total frequency of communicative gestures, frequency of deictic category gestures, 
and pointing gestures predicted later language development. We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early identification of toddlers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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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전기는 아직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로 몸짓이

나 발성, 시선과 같은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시

기(Brady, Marquis, Fleming, & McLean, 2004)로, 이 시기의 비언

어적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발달은 추후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발

달의 기초를 이룬다(Lee & Lee, 2016).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이전

기의 몸짓 사용은 의사소통 행동 발달의 초기적인 형태로(Bates & 

Dick, 2002) 이후의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보고되어 왔다(Lee 

& Lee, 2015; Namy, Acredolo, & Goodwyn, 2000; Rowe & Goldin-

Meadow, 2009; Thal, Tobias, & Morrison, 1991). 

몸짓 중에서도 의사소통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몸짓을 의사소

통적 몸짓이라 한다(Lee & Lee, 2015). 의사소통 몸짓은 언어이전 

시기의 영유아들에게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될뿐만 아니라(Lee & 

Lee, 2015),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거나 유지하는 의사소통적인 목

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언어를 배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Bates와 Dick (2002)이 영아의 몸짓과 초기 언어발달이 발달적 

및 신경학적으로 “가까운 가족(close family)”이라고 표현한 것처

럼, 몸짓은 언어발달의 가장 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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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와 Goldin-Meadow (1992)는 영유아 시기의 몸짓이 구어와 중

복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구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

며, 아주 어린 영유아 시기부터 몸짓은 구어의 산출과 이해를 통합

하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몸짓 사용은 

언어 상징을 발달시키며, 이는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영역 모두에서 

언어능력을 보충하고 명확하게 하여 언어발달에 대한 발판을 제공

해준다(Capirci, Iverson, Pizzuto, & Volterra, 1996).

많은 선행연구들은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 빈도가 이후의 

언어발달을 예측해준다고 보고하였다(Capirci et al., 1996; Iverson 

& Goldin-Meadow, 2005; Rowe & Goldin-Meadow, 2009). 이탈리

아 영아들을 대상으로 몸짓과 표현언어 발달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Capirci 등(1996)은 16개월의 전체 몸짓 빈도와 몸짓과 단어조합이 

20개월의 표현언어 산출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Rowe, Özçalışkan과 Goldin-Meadow (2008)는 14개월에 몸짓 사

용 빈도가 이후 42개월의 언어발달을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몸짓 빈도만이 아니라 영아들이 사용한 몸짓 유형도 언어발달과 

관련이 된다. Bates, Thal, Whitesell, Fenson과 Oakes (1989)는 12-16

개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64개의 몸짓 목록(inventory)과 이해 

및 표현어휘를 양육자에게 평가하게 한 결과, 몸짓 유형 빈도가 이

해와 표현어휘 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18개월

의 몸짓 사용과 42개월의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Rowe와 Goldin-Meadow (2009)도 18개월에 나타낸 몸짓 유형 수

가 42개월의 이해 어휘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Rowe 등(2008)도 14개월에 몸짓 사용 빈도와 더불어 다양한 몸

짓을 사용한 영아가 그렇지 않았던 영유아에 비해 42개월의 이해 

어휘 크기가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몸짓 유형 중에서는 특히 가리키기 몸짓이 언어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왔다(Crais, Douglas, & Campbell, 

2004; Harris, Barlow-Brown, & Chasin, 1995). Camaioni, Castelli, 

Longobardi와 Volterra (1991)는 언어 표현이 시작되기 전 시기인 

12개월의 가리키기 빈도가 20개월의 어휘 크기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Harris 등(1995)도 평균 연령이 10개월인 6명의 영아

를 대상으로 가리키기의 산출 시기와 문맥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

였다. Butterworth와 Morissette (1996)도 영아들이 대체로 11개월

에 가리키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이후 14개월의 몸짓 수와 소리 

이해 수를 예측하여 가리키기의 시작 시기가 언어 습득의 다리

(bridge)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몸짓은 영아가 속한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언어발달 

역시 사용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외국 영유아들에게

서 밝혀진 연구결과들을 우리나라 영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국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연구되었다

(Chang, Choi, & Kim, 2005; Kim & Kim, 2006; Lee & Lee, 2015; 

Lee, Jeon, & Lee, 2014; Shin & Kim, 2016). 7-24개월 영아들을 대상

으로 한 몸짓 사용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Kim과 Kim 

(2006)은 몸짓의 전체 빈도가 많을수록 이해와 표현어휘가 많았다

고 보고하였으며, 몸짓 유형 중에서는 지시적 몸짓 빈도가 이해어

휘와, 표상적 몸짓 빈도는 표현 및 이해어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 10-18개월의 영아의 몸짓 사용과 이후 22-30개월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Shin과 Kim (2016) 역시 

전체 몸짓 빈도와 유형 수가 표현 및 이해어휘 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몸짓 유형에 따라서는 관습적 몸짓 빈도가 

이해 어휘를, 표상적 몸짓 빈도가 표현어휘를 설명하였다고 하여 

약간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형적 발달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앞

선 연구들과 다르게 18-24개월의 언어발달지체 영아와 일반 영아

의 의사소통 몸짓을 비교한 Lee와 Lee (2015)도 언어발달지체 영유

아들은 또래 일반 영유아들에 비해 유의하게 전체 몸짓 빈도가 적

었다고 보고하여 언어발달과 몸짓 발달이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앞서 보고한 연구들은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의사

소통 몸짓이 언어발달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고하여 몸

짓 사용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반면, 몸짓

의 유형 측면에서는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연구들이 

갖는 여러 방법론적 차이, 그 중에서도 연구 대상 영유아들의 연령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즉 Kim과 Kim (2006)은 7-24개월의 영아

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시기는 아직 언어발달이 시작되기 전에

서부터 언어를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발

달 수준의 영아들이 포함되며(Lee & Lee, 2015, 2016), 몸짓 발달 수

준 또한 다양한 시기라 할 수 있다(Crais et al., 2004; Lee & Lee, 

2015). 몸짓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Shin과 

Kim (2016)도 Kim과 Kim (2006)보다는 연령폭이 작지만 마찬가

지로 10-18개월에 의사소통 몸짓을 측정하고 이후 22-30개월 사이

에 언어능력을 측정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몸짓이나 언어발달 수

준의 영아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초기 의사소통 

몸짓 사용과 이후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영아들의 몸짓 발달 

수준이나 이후 언어발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의사

소통 몸짓이나 언어발달 수준이 다양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를 토대로 의사소통 몸짓  발달이 이후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

을 갖는지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가질 수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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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발달 수준이 유사한 시기에 몸짓발달을 측정하고, 동일한 시

기에 언어발달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이전에 보고된 결과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언어이전기의 의사소통 몸짓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

는 것은 이후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언어발

달에 어려움을 가진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연을 예측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생활연령이 24개월인 전형적 발달을 보이는 

영아 42명이었다. 연구 참여 영아는 12-18개월 사이에 한국판 의사

소통 및 상징행동 평가척도(K-CSBS DP) 표준화 연구에 참여한 영

아로, 아직 표현어휘가 10개 미만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며 보호자가 이후 24개월의 언어발달

을 추적하는 연구에 동의한 영아들이었다. 추적 시기를 24개월로 

한 이유는 이 시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영아들이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Lee & Lee, 2016; Wetherby, 

Cain, Yonclas, & Warker, 1988)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이 초기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시기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영아들의 언어이전기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을 측정한 시기의  

평균 월령은 15.17개월이었다. 언어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추적연구

는 모두 정확히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실시하여 언어발달 평가 시

기의 평균월령은 24개월이었다. 두 시기 모두 영아선별·교육진단검

사(DEP; Jang, Seo, & Ha, 2011)를 사용하여 발달이 전형적인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자료수집 도구

의사소통 몸짓은 CSBS DP의 한국판 표준화 과정에서 얻어진 행

동평가 표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언어능력은 영유아언어발

달검사(SELSI; Kim, Kim, Yoon, & Kim, 2003)와 한국판 맥아더-베

이츠 의사소통발달검사(K M-B CDI; Pae & Kwak, 2011)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CSBS DP는 6개월에서 2세 정도 영아의 의사소통 및 초기 상징

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검사도구로 언어이전이나 초기 언

어습득 단계에 있는 영아의 의사소통 행동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

이어서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는 물론 영아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

고 있다(Lee & Lee, 2014; Lee & Lee, 2017; Jeon, Lee, & Lee, 2013). 

본 연구에서는 CSBS DP 행동평가의 4가지의 구조화된 의사소통 

행동 유도 절차(태엽장난감, 비누방울, 풍선불기, 병속 과자)와 소

꿉놀이 및 책 읽기 절차를 통해 얻어진 표본을 활용하였다. 소꿉놀

이 및 책 읽기 표본의 길이는 모든 영아들에게 5분으로 동일하게 

하였다. 

SELSI는 5-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전반적

인 언어발달을 평가하고 언어발달에서 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

에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검사도구이다. 검사 영역은 수

용언어와 표현언어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은 의미, 음운, 구문, 화

용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가 각 문항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K M-B CDI는 Pae와 Kwak (2011)

이 Fenson 등(1996)의 연구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8-36개

월 사이의 영유아의 어휘 사용력, 제스처와 놀이, 문법 수준을 평가

한다. 주 양육자가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보고 체크하는 형식으로 

실시되며 영아용(8-17개월)은 이해와 표현어휘 및 놀이 제스처 등

을, 유아용(18-36개월)은 표현어휘와 문법 사용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을 사용하여 표현어휘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절차

먼저 언어발달 추적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던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1-2개월 전에 연락하여 검사 일시와 장소를 

조정하였으며, 정해진 날짜에 연구자가 대상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

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양육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내용을 설

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부모

보고 형식의 검사인 SELSI와 K M-B CDI의 작성방법을 안내한 후 

양육자가 직접 답하게 하였다. 검사를 응답하는 중에 양육자가 문

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가 옆에서 설명을 해 

주었다. 검사 응답을 완료한 후에는 빠진 문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경우는 양육자에게 확인 질문하여 모든 

문항을 빠트리지 않고 답하도록 하였다. 검사 일정의 조율이 어렵거

나 개별적인 이유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였던 소수의 참

가자에게는 우편으로 검사지를 발송하였다. 양육자가 검사에 답변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화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1st test 2nd test

Chronological age (mo) 15.17 (2.16) 24 (.00)
DEP total score (%ile) 75.72 (16.72) 78.27 (14.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DEP= developmental assessment for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planning (Jang, 
Seo, & H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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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및 측정

의사소통 몸짓은 CSBS DP 행동표본에서 전체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 빈도, 몸짓의 유형 수, 몸짓 범주별(지시적, 관습적, 표상적) 사

용 빈도, 몸짓 유형별 빈도를 측정하였다. 몸짓 분석을 위한 기준은 

Iverson과 Goldin-Meadow (2005)의 분류 체계를 토대로 한 Lee와 

Lee (2015)의 조작적 정의를 따랐으며, 이는 Appendix 1에 제시하

였다. 

언어능력은 SELSI의 수용언어연령과 표현언어연령, 그리고 K 

M-B CDI의 표현어휘 수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의사소통적 몸짓 분석 및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

뢰도 평가자로 영유아 의도적 의사소통행동 분석 경험이 많은 언

어병리학전공 석사과정생이 참여하였다. 평가자에게는 종속측정

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두 영아 행동 표본

으로 분석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과정에서 불일치한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최대한 일치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훈련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분석 일치도가 90% 이상이 되

었을 때 전체 연구참가자 자료의 20%인 8명의 자료를 임의로 추출

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일치도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측정 결과, 전체 의사소통적 몸짓 사

용 빈도는 97%, 유형 수에 대한 신뢰도는 96.5%, 몸짓 범주별 사

용 빈도는 93.8%, 몸짓 유형별 사용 빈도는 94.1%로 일치도가 측

정되었다. 

자료의 통계처리

측정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단계별 회귀분석을 통해 의사소통 몸짓이 언어발달

을 예측해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몸짓 사용 빈도와 언어발달

전체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 빈도, 유형수와 24개월 언어발달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 빈도는 SELSI

의 수용언어연령(r= .560, p< .01), 표현언어연령(r= .526, p< .01), K 

M-B CDI 표현어휘 수(r= .364, p< .01)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유형 수는 수용언어연령(r = .349, p< .05), 표현언어연령(r = .365, 

p< .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표현어휘 수와는 유의한 상관은 

없었다. 유의한 상관을 보인 전체 몸짓 빈도와 유형수에 대하여 단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 빈도가 

수용언어연령을 29.6% (F=18.269, p< .001), 표현언어연령을 25.9% 

(F=15.302, p< .001)로 표현어휘 수를 11.1% (F= 6.096, p< .05) 설

명하였다(Table 2).

범주별 몸짓 빈도와 언어발달

범주별 몸짓 빈도와 24개월 언어발달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시적 몸짓은 SELSI의 수용언어연령(r= .438, p< .01) 및 표

현언어연령(r = .417, p< .01), K M-B CDI의 표현어휘 수(r = .423, 

p< .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표상적 몸짓은 수용언어연령, 표

현언어연령, 표현어휘 수와 유의한 상관은 없었다. 관습적 몸짓은 

SELSI의 수용언어연령(r = .361, p< .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표현언어연령과 표현어휘 수와는 상관이 없었다. 유의한 상관을 보

인 지시적 몸짓과 관습적 몸짓에 대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시적 몸짓 빈도가 수용언어연령을 17.2% (F=9.496, p< .01), 

표현언어연령을 15.3% (F =8.430, p< .01), 표현어휘수를 15.9% 

(F=8.729, p< .01) 설명하였다. 관습적 몸짓 빈도는 지시적 몸짓과 

더불어 수용언어연령을 30.8% (F=10.137, p< .001) 설명력을 가져 

추가적으로 13.6%를 설명하였다(Table 3). 

Table 2. Regression analysis: total frequency of gesture and number of ges-
ture type as a predictor of later language developmen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Adj R2 F

Total frequency of gestures RLAa .560 .296 18.269***
ELAa .526 .259 15.302***

EVb .364 .111 6.096**

RLA= receptive language age; ELA= expressive language age.
a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Kim, Kim, Yoon, & Kim, 2003).
bKorea MacArthur-Bates Communication Development Inventory (Pae & Kwak, 2011). 
**p < .01, ***p < .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frequency of gesture by category as a predictor 
of later language developmen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Adj R2 F

Frequency of deictic gestures RLAa .438 .172 9.496**
Frequency of deictic gestures + .461 .308 10.137***
   frequency of conventional gestures .388
Frequency of deictic gestures ELAa .417 .153 8.430**

EVb .422 .159 8.729**

RLA= receptive language age; ELA= expressive language age.
a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Kim, Kim, Yoon, & Kim, 2003).
bKorea MacArthur-Bates Communication Development Inventory (Pae & Kwak, 2011).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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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 유형별 빈도와 언어발달

세부 몸짓별 사용 빈도와 24개월의 언어점수 간의 상관관계 결

과, 지시적 몸짓의 가리키기만이 SELSI의 수용언어연령(r = .515, 

p< .01), 표현언어연령(r = .460, p< .01)과 K M-B CDI의 표현어휘 

수(r= .550, p< .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독

립변인으로 투입한 가리키기 빈도가 SELSI의 수용언어연령을 24.7% 

(F=14.437 p< .001), 표현언어연령을 19.2% (F=10.726, p< .01), K 

M-B CDI의 표현어휘 수를 28.5% (F=17.356, p< .001) 설명하였다

(Tabl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이전기의 의사소통 몸짓 사용이 이후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으며, 이를 위하여 아직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 주된 의사소통 

수단인 12-18개월에 행동 표본을 수집하여 의사소통 몸짓을 측정

하고, 언어가 본격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는 24개월에 언

어능력을 측정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 몸짓은 선

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측정되어 온 전체 의사소통 몸짓 빈도와 

유형수, 그리고 몸짓 범주별 빈도와 개별 몸짓 빈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 빈도 및 유형 수 중에서는 전체 

의사소통적 몸짓 빈도만 24개월의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표

현어휘 수를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몸짓 빈도가 이후의 언어발달

을 설명한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Ca-

pirci et al., 1996; Iverson & Goldin-Meadow, 2005; Rowe & Gold-

in-Meadow, 2009) 국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Kim & Kim, 2006; Shin & Kim, 2016). 본 연구는 언어이전기

의 의사소통적 몸짓을 예측해 주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발

달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몸짓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Calandrella와 Wilcox (2000)나 말 늦은 영아들을 추적연구한 

Thal 등(1991)도 언어이전기의 몸짓 발달이 이후 언어발달을 예측

해주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이전기에 

있는 전형적 발달 영아는 물론 언어발달장애 영아들의 이후 언어

발달을 예측할 때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 빈도가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몸짓 유형 수는 이후의 언어발달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둘 간의 관계를 보고한 Bates 등

(1989)이나 Rowe 등(2008)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간의 방법론적 차이로 고려해 볼 수 있다. Bates 등

(1989)은 부모에서 총 64개의 목록을 제시하여 유형 수를 측정한 

반면, 본 연구는 행동 표본을 분석해서 측정한 총 14가지 유형 수만

을 측정하였다. Rowe 등(2008)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행동 표본

을 분석하였으나 언어를 종단적으로 측정한 시점이 42개월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몸짓 유형 수와 언어

발달 간의 관계는 몸짓 유형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몸짓 사용과 언

어발달 관계가 측정하는 방법이나 언어발달을 측정하는 시기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몸짓 유형을 범주로 나누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시적 범주의 빈도가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표

현어휘 수를 설명하였으며, 관습적 몸짓도 수용언어연령을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 (2006)은 지시적 몸짓 빈도가 이

해어휘와, 표상적 몸짓 빈도는 표현 및 이해어휘와 정적 상관을 보

였다고 보고한 반면, 10-18개월의 영아의 몸짓 사용과 이후 22-30개

월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Shin과 Kim (2016)

은 관습적 몸짓 빈도가 이해어휘를, 표상적 몸짓 빈도가 표현어휘

를 설명하였다고 하여 약간 다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지시적 몸짓이 수용언어는 물론 표현언어, 표현어휘 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앞서 서론 부분

에서 선행연구가 비교적 몸짓이나 언어발달 시기가 다양한 영아들

을 대상으로 하여 발달 시기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였음을 

서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언어이전기에 몸짓을 측정하고, 언어가 

본격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는 24개월에 언어발달을 측정

하여 영아들이 각기 다른 발달 시기에 해당하여 가질 수 있는 문제

를 최대한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언어이전기 몸짓과 24개월 

시기에 국한하여 몸짓과 24개월 시점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설명

할 때에는 보다 의미 있게 해석해도 좋을 듯 하다. 그러나 세 연구가 

갖는 방법론적 차이도 존재하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frequency of each gesture as a predictor of later 
language developmen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Adj R2 F

Frequency of pointing RLAa .515 .247 14.437***
ELAa .460 .192 10.726**
EVb .550 .285 17.356***

RLA= receptive language age; ELA= expressive language age.
a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Kim, Kim, Yoon, & Kim, 2003).
bKorea MacArthur-Bates Communication Development Inventory (Pae & Kwak, 2011).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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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별 몸짓별 빈도에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이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표현어휘 수를 예측하였다. 언어이전

기의 가리키기가 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여

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Butterworth & Morissette, 1996; 

Camaioni et al., 1991; Iverson & Goldin-Meadow, 2005; Özçalıskan 

& Goldin-Meadow, 2006). 가리키기는 주요한 상호작용 방식인 동

시주의(joint attention)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영아가 사물을 

가리키면 양육자가 언어표현으로 바꾸어 말해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당 표현을 학습하게 된다(Goldin-Meadow, Goodrich, 

Sauer, & Iverson, 2007). 따라서 가리키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영

유아는 타인으로부터 구어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본 연구

에서 개별 몸짓 사용 빈도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주기’ 

몸짓이었으며, 가리키기 몸짓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언어발달과 관계가 깊게 나타난 것은 가리키기 몸짓이

었다. 이는 단순히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지시하거나 주의를 끌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이 이후 영유

아의 언어발달을 더 유의미하게 설명하므로 가리키기 사용이 언어

능력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임을 시사한다. 가리

키기 사용은 특히 발달장애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

려될 수도 있다. 자폐범주성장애 위험 영유아와 언어발달지체 영유

아의 몸짓 사용을 비교한 Lee 등(2014)도 16-40개월의 자폐범주성

장애 위험 영유아들이 일반 영유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가리키

기 행동을 적게 사용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가리키기가 자폐

범주성장애나 언어발달 지체를 구분해주는 의사소통 몸짓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역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가리키

기 몸짓이 갖는 중요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언어이전기의 의사소통 몸짓 

빈도가 24개월의 언어발달을 의미 있게 예측하여주며, 몸짓 범주 

중에서는 지시적 몸짓이, 개별 몸짓 중에서는 지시하기가 이후 수

용언어와 표현언어, 표현어휘수를 모두 예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온 의사소통적 몸

짓 빈도의 예측력을 확인해주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몸짓이 

언어발달에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언어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언어장애아 평가 시에 몸짓 사용을 

다각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후의 언어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절

차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데만 중점을 두기보다 몸짓을 촉진시켜주

고 확장시켜주는 것도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몸짓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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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Definition of gesture category

범주 조작적 정의 세부 몸짓

지시적 몸짓 사물 또는 사건을 지시하거나 또는 주의를 끌기 위한 몸짓으로  

주로 원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주의를 끄는 행동

보여주기: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사물 제시하기

가리키기: 관심 있는 사물을 향해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주기: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뻗기: 팔을 원하는 사물을 향해 뻗기, 손가락은 펴거나 오므린 상태

손바닥 내밀기: 원하는 사물을 달라는 표현으로 손바닥을 내보임

기타: 위에 제시한 행동 외의 지시하거나 주의를 끌기 위한 몸짓

표상적 몸짓 몸짓을 통해 대상이나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몸짓 사물 사용: 예를 들어 컵을 이용하여 마시는 것과 같은 행동하기

사물 미사용: 예를 들어 새를 표현하기 위해 손을 옆으로 뻗어 퍼덕거리기

관습적 몸짓 몸짓의 형태와 의미가 문화적으로 정의된 몸짓 고개 끄덕이기: 인사하기

빠이빠이 하기: 헤어질 때 손을 옆으로 흔들어 인사하기

고개 끄덕이기 반복: 동의를 표현

고개 가로젓기: 거부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

손 가로젓기: 거부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

기타: 위에 제시한 행동 외의 관습적 형태의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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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이전 시기의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이 24개월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최진주1·이윤경2

1한림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언어이전 시기의 의사소통적 몸짓 사용은 이후 언어발달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언어이전 시기의 몸

짓 사용이 이후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연구 참가자는 K-CSBS DP 표준화 연구에 

참여한 12-18개월의 영유아 중에서 24개월의 언어발달 추적연구 참가에 동의한 42명이었다. 언어이전기의 의사소통 몸짓은 12-18개월 

사이에 수집된 CSBS DP 행동표본 중 4가지 의사소통 유도 절차와 5분의 소꿉놀이 및 책 보기 활동을 통해 얻어진 표본에서 전체 의사

소통적 몸짓 빈도, 몸짓 유형 수, 몸짓 범주별 사용 빈도, 개별 몸짓별 빈도를 측정하였다. 24개월의 언어능력은 SELSI와 K M-B CDI로 

언어발달연령(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과 표현어휘 수로 측정하였다. 결과: 전체 몸짓 빈도, 몸짓 범주 중에서는 지시적 범주의 몸

짓 빈도가, 개별 몸짓 중에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몸짓 빈도가 각각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표현어휘 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습적 몸짓 빈도도 수용언어연령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이

전기의 의사소통 몸짓 사용, 특히 몸짓 사용 빈도는 물론 지시적 범주의 몸짓과 가리키기 몸짓을 통하여 이후 24개월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이전 시기의 몸짓을 다각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후의 언어발달을 확인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핵심어: 영아, 의사소통적 몸짓, 몸짓 유형, 지시적 몸짓, 가리키기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이승환장학금 지원에 의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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