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발달에	대한	사실

•	미국 청각장애협회(2009)에 따르면 생후 초기 6개월이 언어발달에서 가장 결정적 시기이다. 

•	태아는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소리에 반응하며(Al－Qahtani, 2005), 주 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양육자

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Kisilevsky et al., 2003). 

•	생후 6개월에 아기가 내는 소리는 모국어에 있는 소리만이 아니지만 생후 6개월이 넘어 내는 옹알이

는 가정에서 듣는 말의 소리를 많이 닮아 있다(Trawick－Smith, 2009). 

•	수화를 배우는 아기는 일반 아기가 하는 옹알이와 비슷한 단계로 동작으로 옹알이를 한다(Barnes, 

2010). 

•	생후 10개월, 2세 때 보여 주는 표현언어와 수용언어의 발달 정도는 이후 아동기 인지와 언어발달을 

예견한다(Hohm, Jennen－Steinmetz, Schmidt, & Laucht, 2007; Marchman & Fernald, 2008). 

•	2세가 되면 한 시간에 평균 338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42~672개로 

다양하다. 2세 아기는 한 시간에 대략 134개의 말을 하며 이것도 18~286개로 그 수의 범위가 크다

(Hart & Risley, 1995, 2003). 

•	한 언어에 대한 지식은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된다. 즉 유아는 모국어(L1)에 대한 지식을 활

Courtesy of Huachuan Wen and Ying 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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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제2언어(L2)에 대하여 배운다(Parke & Drury, 2001). 2개의 언어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18개

월 이상이 되면 2개 언어를 다 사용하게 되며 가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배

경의 아기들은 2개 언어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플리즈’와 

독어의 ‘비테’를 동시에 ‘비테플리즈’라고 한다(Trawick－Smith, 2009). 

•	3세가 된 유아는 자신이 아는 단어를 연결하여 사물 혹은 사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예 : “엄마가 읽

어.”). 이는 ‘패스트 매핑’으로 설명된다(Boyd & Bee, 2010). 

•	3세 유아는 하루에 6~10개의 새 단어를 습득한다(Spodek & Saracho, 1993). 

•	성인은 약 수천 개의 단어를 듣거나 말한다(Hayes & Ahrens, 1998).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듣고 말하

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약 1만 개이고 읽고 쓰기에는 10만 개의 어휘를 사용한다(Byrnes & Wasik, 2009). 

•	말하기에는 혀, 입술, 호흡 조절이 관여하므로 소근육발달과 언어발달은 관련이 있다(Singh & Singh, 

2008). 

•	언어는 인지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Chiat & Roy, 2008; Longori, Page, Hubbs－

Tait, & Kennison, 2009; McCabe & Meller, 2004). 언어를 배우는 데 문제가 없고 친구들과 상호작

용하는 유아는 학습기술과 문해기술을 더 잘 배운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문해기술을 학습하지 못

하는 어린이는 이후 학교학습에서 실패하거나 사회적 능력 발달이 어려울 수 있다(Kostelnik, Gregory, 

Soderman, & Whiren, 2011). 

이상의	사실들에	놀랐나요?	무엇에	그리고	왜	놀랐나요?	유아를	교육하는	데	이러한	사실들을	어

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는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지칭할	수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게	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상상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	중	다른	생명체와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이다.	미국영어교사협

의회와	국제읽기협회(1996)에서는	언어를	여러	가지	구조와	체계	그리고	기능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구두언어,	문자언어뿐만	아니라	시각적	소통에	사용되는	

다양한	문해능력도	포함된다.	그림	3.1에	언어의	다양한	구

조와	형식이	제시되어	있다.	현대	어린이들은	‘말과	문자

로	의사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	이미지,	연극,	TV,	

라디오,	영화,	게임,	신문,	컴퓨터	미디어,	마트,	식당,	백화

점’	모두	의미를	내포한	상징	혹은	사인을	내포한	환경에	둘

교육표준과 교수

미국유아교육협회(NAEYC)에서 제시

한 윤리 강령을 www.naeyc.org에

서 보라. 이 강령이 유아교사로서 가르

치는 데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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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싸여	있어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Berghoff,	1997,	p.	316).	현대	어린이들은	어떠한	시대의	어

린이들보다	상징을	소비하고	창출하여	다양한	상징체계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Leland	&	Harste,	1994).	

어린이의	삶은	Genishi(1988)가	“언어는	개인의	정체감과	사회생활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청자는	나의	출생지,	직업	그리고	기분	상태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p.	78)라고	하였듯이	언어	사용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학업성취	이상을	의미한다.	언어는	사회적	도구이며	사

실	언어만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학습되는	종류도	없다(Fillmore,	1997).	이는	고립,	유

기	혹은	학대	등을	받은	어린이는	거의	말하기	능력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지니를	그	예로	들	수	있다(Fromkin,	

Rodman,	&	Hyams,	2006).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니가	구조된	이후	집중적으로	언어	지

도를	받았지만	독립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회복되지	못하였다.	인생	초기에	언어와	사

	그림 3.1   언어 사용의 다양성

기능 사용자

필요한 자원 찾기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도구 활용하기

멀티태스크하기

비평적 분석가

텍스트와 창작물을 맥락과 

관련하여 분석하기    

힘, 지위, 인간관계를 고려하기

의미 구성자

의미를 알아내기

목표를 찾기

사전 지식과 연결하기

변형자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 

기술을 사용하기 

독창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다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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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당한	지니는	결국	요양원에서	지내야	하였다.	영화	Nell에	나오는	

주인공과는	다르게	지니처럼	어린	시절에	언어경험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회복이	거의	어려워

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언어는	그	자체를	알아듣고	사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언어가	다른	학습의	도구가	된다는	점

이	언어를	숙달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한다(Egan－Robertson	&	Bloome,	1998).	유아기

에	가장	빠른	속도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필요한	지원과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언어학습에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아라	하더라

도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교육적	경험이	부재하면	그	결과는	비극적이다.	언어	사용에서의	어

려움과	지체는	학업성취에서의	어려움	이상으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

신의	불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유아는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하게	된다.	자신의	욕구를	충

분하게	소통할	수	없는	유아는	침묵으로	응하기도	한다.	읽기를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어린

이는	다른	교육적	시도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아교사는	발달	초기에	언

어능력	발달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정리하였다.	

•	언어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는	메시지를	주고받게	한다.	메시지란	생각,	감정,	아

이디어	그리고	가치가	말과	글에	의하여	담겨진	것이다.	

•	언어는 추상적이다.	언어는	무엇인가를	소리,	글,	동작,	혹은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수화,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모두	마찬가지이다.	언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

물,	사건	그리고	맥락을	가리키든	상관없이	현재,	과거	혹은	미래를	가리킬	수	있다.	

•	언어는 규칙이 있다.	말의	순서,	뜻	그리고	조성에	있어서	모든	언어는	나름의	규칙을	가지

고	있다.	

•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아기가	말로	상호작용하기	전이라도	울음,	동작	그

리고	다양한	소리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한다.	언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	언어는 가상적 상황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다.	언어는	유한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하

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무한하게	언급할	수	있다.	환상그림책	작가의	작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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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언급된	언어의	특징에	대하여	잘	생각하면서	아래에	소개된	야곱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4세	담임인	콘웨이	선생님	반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인해	말을	못하는	야곱이	있다.	선생

님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특수교사	총	3명의	전문가와	협

력하여	야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콘웨이	선생님은	가정방문을	하여	부모와	상담하고	가

정	환경에서	야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야곱에게	바로	보

조공학	기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Judge,	

2006;	Mistrett,	Lane,	&	Ruffino,	2005).	보조공학	기기란	장

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도구를	말한

다(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4).	보조공학	기기를	사용하면	혼자서는	어렵거나	불가

능한	기능을	할	수	있다(Parette,	Peterson－Karlan,	Wojcik,	

&	Bardi,	2007).	보조공학	기기는	연필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전

동휠체어	같은	고급	테크놀로지의	기기까지	있다(Parette,	Blum,	&	Boeckmann,	2009).	콘웨이	

선생님	팀은	에이블넷(www.ablenetinc.com)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아의	언어발달을	보

조하는	기기를	조사하였다(Center	for	Technology	in	Education	Technology	and	Media	Division,	

2005;	Watts,	O’Brian,	&	Wojcik,	2004).	

야곱은	특수	컴퓨터를	활용하여	소리를	증폭시키고	전환하는	보조공학	기기가	필요하였다.	

이는	키보드를	치며	합성기에	의하여	단어	혹은	문장이	소리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시

스템은	다양하므로	팀은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언어치료사가	몇	개의	보조기기를	

가져와서	시험	사용을	보여	주었다.	가족이	특정	공학기기를	선택하였으나	이번에는	가격의	문

제를	해결해야	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이	기기를	개발한	대학	연구소에	연락하여	

지원	방법을	문의하였다.	지역	청년상공회의소가	지원금	모금에	참여하여	야곱에게	기기가	전

달되었다.	야곱은	특수교사의	개별	지도를	통해	이	기기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뇌와 언어

PBS 방송국에서 상영한 The Brain

에 의하면 체내에서 수정된 지 4주

가 되면 뇌 세포는 매 분마다 약 25

만 개가 생성된다. 뇌신경과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자 하면 Research Network on 

Early Experience and Brain 

Development(www.macbrain.

org)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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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과	개별화	가족	프로그램(IFSP)에	의하여	야곱의	금년	교육	

목표는	이	기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의	아

이콘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다음	2개의	아이콘을	연결,	조합하여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결국에는	문장의	형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콘웨이	선생님은	“야곱에게	제공된	보조공학	기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이	기기는	야곱의	학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발달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전

문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저도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특수유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기여와 결과

•	교사의 기여：야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는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	가족의 기여：가족은	야곱을	어떻게	지원하였으며	야곱의	문해발달을	위하여	어떠한	참여

를	하였는가?

•	전문가의 기여：야곱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은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	협력의 결과：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유아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배우는가

유아는	의사소통하는	데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두	가지를	활용한다.	비언어적인	것을	

준언어(paralinguistics)라고도	칭하는데	얼굴	표정,	몸짓,	손동작,	목소리	억양(Menyuk,	1988)이	

그	예로	이것도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아직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

을	때	준언어는	유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TV	전원을	켜지	않도록	계

속	교육을	받은	아기는	전원을	만지면서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이때	어머

니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굳은	표정을	지으면	아기는	그	행위를	그만둔다.	어머니는	한	마디

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2세	케이티가	비언어와	언어	두	가지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보자.	케이

티는	세	마리의	펭귄이	건전지의	힘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미끄러져	내려온	뒤	빽빽	소리를	내

는	장난감을	보고	있다.	케이티는	펭귄	장난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새!	새!”라고	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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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볼래?”라고	한다.	자신의	손	앞에	장난감이	놓여지자	“만져?”라고	

한다.	케이티는	용하게	펭귄	한	마리를	들어	올려	자세히	관찰한	이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

려놓는다.	케이티는	자신이	펭귄의	움직임을	멈추었다가	다시	작동시킨	것에	무척	만족해하며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했어?”라고	한다.	

위의	케이티의	행동은	생후	2년	동안	아기들이	보여	주는	언어발달의	놀라운	과정을	잘	드러

낸다.	갓	출생한	아기는	울음으로만	의사소통하였던	수준을	생각하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만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또한	케이티가	5세가	되었을	때의	의사소통	능력과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의	능력을	상상하면	그	과정이	무척	신기하다.	

의사소통은	발신자,	메시지,	메시지	발신의	도구,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	맥락이	관여된다.	

어린	유아는	이러한	요소를	구사하며	의사소통의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3세	로렌이	부모님의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보자.	부모님의	친구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로렌은	먼저	커튼	

뒤로	숨어	있다가	친구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숨었다.	로렌의	어머니는	“로렌은	낯선	사람	앞

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	행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라고	하였다.	로렌은	의자	뒤에

서	나오더니	친구의	목걸이를	부러운	듯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아주	완벽한	발음과	단호한	목

소리로	“나	저것	하고	싶어.”라고	하였다.	

위의	예는	의사소통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로렌은	메시지	발신자이고	“나	저것	하고	싶어.”

가	메시지이며	말은	메시지의	도구이고	수신자는	어머니의	친구이며	거실은	물리적	맥락이고	

처음	만난	부모의	친구가	사회적	맥락이다.

두	사람이	소통하고	있을	때	발신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수신자의	반응을	기대한다.	아기

가	우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종이컵	전화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유아는	컵의	저편에서	듣는	이가	응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조부모님께	문자메

시지를	보낸	어린이는	조부모님으로부터	답이	오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인간	간의	의사소통은	

“메시지	발신자는	누군가로부터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다”(Johnson,	1972,	p.	11).

언어는	인류만의	독특한	특징인가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논쟁해	왔다.	동물

들도	시각,	소리,	냄새,	맛,	접촉과	같은	감각적	방법으로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새가	아침에	울음으로	짝을	부르고	고양이	새끼는	냄새,	맛과	감촉으로	어미	고양이를	

찾아낸다.	

그러나	꽤	정교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돌고래조차	인간과	같은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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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릴라	코코는	미국	수화를	배웠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의	

주인공	역할도	하였다.	코코는	매우	머리가	좋고	자신이	고양이를	만지고	싶다는	표시를	할	정

도로	소통능력이	있었지만	인간에	비하면	코코의	언어	수준에는	한계가	있어서	가지고	있던	소

통기술조차	사람이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상실하였다.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코코의	

의사소통	능력은	3세	유아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언어를 구성하는 요인

인간의	언어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이	

4개의	요인에	동시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3.2에	4개의	구성요인이	제시되어	있다.	

화용론

화용론은	언어의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발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에	대하여	무엇으로,	어떻게,	

	그림 3.2   인간 언어의 구성요인

출처：Levin,	1983.

요인/정의 행동

1. 화용론

● 언어의 상호작용 체계에 대한 이해   

● 사회적 맥락에 맞는 언어 사용

2. 의미론

● 언어의 의미체계에 대한 이해

● 의미가 있는 언어 산출

3. 구문론

● 언어의 문법체계에 대한 이해

● 형식에 맞는 언어 산출

4. 음운론

● 언어의 소리체계에 대한 이해

● 소리에 맞는 언어 산출

언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

●  “도와주세요.”는 위급상황에서 이목을 집중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앎

●  “제발”, “감사합니다.” 등을 사용함

의미에 대한 이해

●  “잘 가.”는 헤어질 때 사용함

●  ‘트럭’은 트럭이 지나갈 때 사용함

구조에 대한 이해

●  2개 이상을 나타낼 때 ‘－들’을 사용함

●  질문을 할 때 “먹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라 “먹습니까?”라고 함

소리에 대한 이해

● ‘가방’과 ‘가위’의 차이를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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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말하느냐와	관련이	있다(Hymes,	1971).	공손하게	말하는	것	혹은	무례하게	말하

는	것	그리고	대화	중의	순서,	침묵의	어색함	혹은	대화가	상호	간에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

될	수	있도록	반복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모두	화용론을	의미한다.	영어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

으나	한국어에서는	‘너’는	친숙한	사람에게	사용하고	‘당신’은	형식적인	관계에서	사용한다.	

대화자	상호	간의	물리적	거리에	대한	것도	화용론에	포함되는데	영어권에서는	사적	영역을	침

범하여	말을	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대화	중	눈	맞춤은	정직이나	자신감을	

나타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하는	데	적절한	맥락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맥락이	있음에	대한	이해도	화용론에	포함된다.	

화용론의	예는	무언가	의견이	다름을	표현할	때	상대자가	직장	상사,	부모,	친구	혹은	유아

인	경우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아는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는	편

안하게	말하지만	상대가	어른이	되면	좀	더	예를	갖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언어습득	과정의	어려운	점이다(Ehrlich,	2011).

언어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유아의	지식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놀이할	때	관찰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2명의	여자	유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이다.	침실,	욕실,	부엌	등이	

장치된	가정집	놀잇감과	책상과	의자	등	교실	놀잇감을	가지고	마리아는	선생님과	엄마의	역

할을,	루안은	어린이의	역할을	하며	놀고	있다.	

마리 아：(선생님	역할을	하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자,	얘들아	(다시	원래의	목소리로)	애들끼

리	말하고	있다고	하자.	교실에서	껌을	씹으면	안	돼요!

루안	：(바보	같은	목소리로)	쩝,	쩝,	쩝!	(인형	장난감을	들면서)	정말	재미있어요.	선생님,	지

금	집에	가고	싶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집으로	인형을	옮기며)	엄마,	엄마!	(다시	학교

로	옮기며)	다시	왔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에취!	(집으로	인형을	옮기며)	엄마,	다녀왔

습니다!

마리 아：(엄마	역할로	바꾸며)	목욕하자!

루안	：(인형을	욕조에	넣으며)	엄마	다했어요!	에취,	에취,	에취!	감기로	3명이	결석했대요!

마리아：(엄마	역할을	하며)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거라.

루안：그렇지만	엄마!	오,	엄마,	엄,	엄,	엄,…	엄마!	(교사가	정리	시간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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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

말과	글의	뜻에	관한	것이	의미론이다.	유아는	어른과	다르게	의미를	분류하고	구분한다(Carroll	

&	Myers,	2011).	이는	같은	단어라도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유아가	

그	단어를	경험하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세	리의	경험을	보자.	저녁	밥상

에	하얀	색의	삶은	감자가	있다.	맛은	담백하고	질감은	부드럽다.	아버지가	“감자의	맛은	어떠

니?”라고	묻는다.	다음	날	온	가족이	식당에서	감자그라탕을	먹었다.	감자그라탕은	부드럽고	

주황색	물질로	덮여	있다.	어머니가	리에게	“감자	맛있지?”라고	한다.	토요일에	마트에	가서	

리는	한	아주머니가	흙이	묻고	동그랗게	생긴	물건을	짚으며	“감자	좀	사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몇	주	후	리는	친척	집을	방문했는데	사촌들이	뜨거운	감자(Hot	Potato)라는	게임

을	하는	것을	본다.	고모가	오더니	“점심	먹자,	TV	그만	보고	얘들아(couch	potato)!”라고	하였

다.	이렇듯	‘감자’라는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경험되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를	습득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성인이	의미하는	것과	다르

게	유아에게	경험될	수	있다.	

유아가	보여	주는	언어의	의미습득의	오류는	크게	세	종류이다.	첫째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유아기에 성취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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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몰라서,	셋째	단어의	뜻을	다른	단어와	혼동하는	것이다.	먼저	단

어의	의미를	모르는	것의	예를	들어	보자.	집	마당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안나가	큰	언니를	

부른다.	“언니,	언니,	여기	큰	벌레가	있어.	도와줘!	벌레가	나를	물	것	같아.”	큰	언니는	“벌레

는	물지	않으니까	걱정마.”,	“아니야,	시꺼먼	게	커다래.	머리도	크고,	나를	보고	있어.”라고	안

나가	대답한다.	큰	언니가	위에서	내려와	보았더니	30cm	길이의	뱀이다.	큰	언니는	소리를	지

르고	동생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안나는	뱀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중의적	의미를	몰라서	하는	오류란	중의적	혹은	관용표현을	잘	모르는	경우이다.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데	이	뜻을	몰라	이것이	감자를	뜻한다고	이해하

는	것과	같다.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찬	음식인줄	알고	

먹었다가	뜨거운	맛을	보고서	“왜	거짓말	하느냐?”라고	반응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단어의	뜻을	깨우쳐	가는	중	유아가	보이는	오류로서	다른	것과	혼동하는	것은	유아가	새로

운	단어를	들을	때	나름	그	뜻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유아

는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코울슬로(cole	slaw)*를	다	먹고	더	

먹고	싶은	아니타는	“콜드	스롭(cold	slop)	더	주세요.”라고	한다.	아니타가	표현한	콜드	스롭

이	어쩌면	코울슬로를	더	잘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유아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새롭

게	만들어	낸	단어를	형태어(idiomorphs)라고	하는데(Neuman	&	Neuman,	2012)	이렇게	독창

적으로	창안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적극적인	‘의미	구성자’라는	것을	보여	준다(Wells,	2011).

구문론

구문론은	언어의	규칙	혹은	문법에	관한	것이다.	5세	미키는	언어의	규칙을	알고	있음을	다음의	

예에서	드러내고	있다.	미키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말을	친구에게	“빅키,	있잖아,	많은	것을	나

타낼	때,	1개	이상을	나타낼	때는	끝에	s를	붙이는	거야.”라고	설명한다.	

단어가	배치되는	순서도	구문론에	해당된다.	영어에서는	대개	명사가	동사	앞에	놓인다.	과

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할	때에는	–ed를	붙인다.	동사의	규칙	변화	이외에	불규칙	변화가	있

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즉	go는	goed가	아니라	went임을	알아	간다.	

구문론에	대한	지식을	얻는	중	유아들은	과잉 일반화를	한다.	즉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 역자 주 : 닭튀김을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것으로 잘게 썬 양배추를 새콤달콤하게 양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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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습득하기	전,	예를	들어	foot을 feet가	아닌	foots로,	“She	teached	us	animals.”로	표현

하는	것이다.	영어에는	불규칙이	많아서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큰	노력	없이	습득해	가는	것이	놀랍기도	하다.

음운론

음운론은	글자와	말소리를	구성하는	소리의	단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소리와	그것을	표기하

는	글자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성인보다	말소리의	차이에	대하여	민감하

다.	빨면	소리가	나는	인공젖꼭지를	아기에게	물릴	때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	아기들의	빠

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른	소리로	바뀌면	빠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실험관찰	보고가	있다.	아

기들의	이러한	행동은	아기가	익숙한	소리와	새로운	소리의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Trawick－Smith,	2009).	

유아가	제2언어를	배우면	모국어	악센트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성인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성인은	영어의	l과	r의	발음	차이를	구분할	수	없지만	아기는	그렇지	

않다.

유아는	언어를	배우면서	계속	모국어	발음을	탐색한다.	다음은	5세	마크가	블록놀이를	하면

서	말소리	탐색을	하고	있는	예이다.	

하나,	둘,	셋.	(블록을	집으면서	수를	센다.)	이	위에	블록	3개를	더	얹으면	무너질까?	(지붕	위에	

블록을	더	얹고	있다.	하나를	더	얹자	블록이	무너진다.)	우우우우!	왜	무너지는	거야?	(블록	얻

기를	계속하는데	이번에	더	빨리	무너진다.)	이제	그만하자.	(블록	얹기를	그만두고	장난감	자동

차를	쥔다.)	자	달려	볼까?	부르르릉!	(차를	달리면서	자동차	소리를	낸다.)	안녕,	샌디!	안녕,	빌!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그래.	부르르릉,	자	다	왔어.	끼익!	자,	내리자.	나는	제일	큰	아이스

크림을	먹을	거야!	그래.	아가씨,	다섯	숟가락만큼	주세요.	고마워요.	자,	샌디,	여기	있다.	나는	

여섯	숟가락	주세요.	고마워요.	자,	이제	갑시다.	부릉!	(주유소에	온	듯	주유를	한다.	좀	낮은	목

소리로)	기름	좀	넣어	주세요,	아가씨.	(여자	목소리로	바꾸면서)	알겠어요.	빌리,	기름	넣는	동

안	껌	좀	사	주세요.

마크는	놀이를	하면서	사물이	내는	소리를	흉내	내고	어른이	하는	말을	흉내	내고	여자,	남

자에	따라	목소리를	바꾼다.	또한	‘우우우우’	혹은	‘부르르릉’	같은	소리를	낼	때는	성대를	울

리면서	떠는	소리를	낸다.	상대방에게	지시를	할	때와	스스로에게	말할	때는	서로	다른	톤으로	

말한다.	또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악센트를	주고	단어,	구	혹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쉼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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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아,	빌리,	내게	껌을	사	줘.”라고	말할	때	빌리는	‘껌’을	강조하면서	“좋아.”라고	말한	

뒤	잠깐의	쉼을	준다.

컴퓨터가	내는	말소리와	사람이	내는	말소리의	차이가	이런	점에	있다.	컴퓨터가	내는	말소

리는	억양이	없어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고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마크는	성장하면서	자

신의	말소리와	글자의	단위를	연결시키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크가	어려워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르르릉’처럼	성대에서	나는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언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가	유아의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다.	

언어발달 과정의 개관

몇	세가	되어야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아기가	‘마마’	혹은	‘파파’라고	하기	시

작하면	말을	한다고	인정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아기가	돌	무렵이	되면	이런	발화를	하기	

시작한다.	아래에	단계별	언어발달의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전언어기(prelinguistic	speech)는	비언어적으로	소통을	하는	시기를	말한다.	5개월	아기는	모

국어와	비슷한	음절의	발화를	한다.	‘어’와	같은	모음	위주로	목젖소리를	내고	자음과	모음이	

연합된	‘마’,	‘타’,	‘다’로	옹알이를	한다.	11개월	아기는	‘마’,	‘바’,	‘타’와	같은	음절을	서로	연

결하여	마치	단어로	말하는	듯하다.	이	소리는	영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실제	단어를	말하는	것

은	아니다.	이처럼	말소리	비슷하게	아기가	내는	소리를	표현용어(expressive	jargon)라고	한다.	

그림	3.3에는	아기의	월령별	언어발달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다(McCormick,	Loeb,	&	

Schiefelbusch,	2002).	언어발달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비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기

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	특징이	‘평균	이상’,	‘평균’	혹은	‘평균	이하’

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의	역할은	특정한	월령에	준하여	아기의	능력을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가진	능력이	더	발현되도록	지지하는	데	있다.	

13개월	된	아기가	여전히	옹알이와	같은	표현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중에는	‘마

마’,	‘다다’	혹은	‘키콧(키티	캣)’,	‘부바(바틀)’와	같은	언어표현이	있을	수	있다.	한	단어로	아

이디어를	표현하는	시기를	한단어기(holophrase)라고	한다.	13~15개월에는	대략	10개의	단어를	

발화한다.	초기에	발화하는	단어는	주로	가족,	애완동물,	음식	그리고	장남감처럼	아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들이다(Nelson,	2007).	사물뿐만	아니라	‘위’,	‘안녕’처럼	동작에	관한	단어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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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놀이	때	‘까꿍’처럼	사회적	놀이에	관계된	것들도	포함된다.	또한	‘나쁜’,	‘예쁜’처럼	묘

사어도	사용할	수	있고	‘뭐야’처럼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하는	표현도	할	수	있다.	아기의	발음은	

특이하여서	‘민국’을	‘꿍이’라고	하여	이것이	아기의	별명이	되기도	한다.	

아기가	발화하는	단어의	수가	많아지면	아기들은	단어를	2개	이상씩	연결하여	말하기	시작

한다.	2세와	3세가	함께	노는	것을	잘	들어	보면	“빌리	울어.”라고	말하는데	이는	“선생님,	빌

리가	울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혹은	“책을	읽어	주세요.”라는	말을	

“책	봐.”,	“지금	점심	먹을래요.	내	샌드위치	주세요.”를	“포샤	새믹”,	“나도	밖에	나가서	형들

	그림 3.3   영유아 언어발달 시간표

출처：McCormick,	Loeb,	&	Schiefelbusch,	2002.

최초의 의사소통은 울음으로 한다. 

울음의 강도, 쉼, 호흡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신생아기를 벗어나면 소리를 내고 몸짓을 한다. 입에서 “우

우우우”, “아아아아”를 낼 수 있다. 4~5개월이 되면 뒷 목젖

을 사용하여 자음 소리를 낸다. 12개월에 자음과 모음을 연결

하여 “마마마마” 같은 아기들만이 내는 특이한 소리를 낸다. 

6~12개월 아기가 내는 소리는 절반이 울음소리이고 나머지

는 이러한 소리이다. 

12개월이 넘어선 걸음마기 아기는 자신이 낼 수 있는 말

소리보다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앞선다. 한 단어로 타인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화를 한다. 

돌부터 3세까지는 명사와 동사로만 연결하여 전신어를 

주로한다. 발화하는 능력보다 이해하는 능력이 약 4배 정

도 앞선다. 2세 아기는 물음에 답하는 것처럼 묻고 답하

는 순서대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나 2번 이상 순서를 바

꾸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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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놀래요.”는	“나도	갈래.”라고	표현한다.	이렇듯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단어로	말

하는	것을	전신어(telegraphic	speech)라고	한다.	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최소한의	단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보와	비슷하다.	혹은	휴대폰의	문자메시지도	최소한으로	표현하듯이	

아기들도	자신의	뜻과	욕구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로	명사와	동사를	사용하여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다.	

전신어는	보조	동사	혹은	동사	어미	변화	혹은	전치사,	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2세경이	

되면	전신어	때는	생략되었던	문장	구성에	필요한	것들이	표현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웃

의	어른이	함께	산책을	가겠냐고	두	살	아기에게	묻자	아기는	자기	엄마를	먼저	가리키고	그다

음	자신을	가리키면서	“엄마가	락하면(My	ask	my	mommy	my’llowed)”라고	말한다.	

아기는	나이를	먹어	가면서	어른이	말하는	것과	유사하게	말하게	된다.	문장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장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불규칙한	접두사와	접미사도	사용하게	된다.	이

런	중에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어제,	뒤,	그때),	이유를	나타내는	말(왜냐하면,	~하니까),	양

(조금,	덜,	많은)	같은	논리적	관계를	지칭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데	혼란과	오류를	보인다

(McCormick	et	al.,	2002).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가리키면서	“어제	생일파티가	있죠?”와	같은	

오류는	어린	유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림	3.4는	출생부터	8세까지	단계별	언어발달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	자료를	볼	때	주의

할	점은	이것을	연령별	언어발달의	표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아의	연령

은	특정	유아의	언어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정보이지	모든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기

억해야	한다.	그림	3.5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아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

하고	있다.	

연령별	언어행동은	특정	유아가	습득한	언어능력의	정도에	대하여는	알려	주지만	그러한	발

달과	학습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는	알려	주지	않는다.	이것이	많은	이론가들에게는	

흥미로운	질문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유전을	강조하는	이론가도	있고	환경을	강조

하는	이론가도	있으며	두	가지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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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언어발달의 단계별 특징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아동발달연구소의	언어발달	도표를	참고하라(http://childdevelopmentinfo.
com/child-development/language_development.shtml).

출처	:	Cruger,	2005;	Dale,	1976;	Loban,	1976;	Maxim,	1989;	McCormick,	Loeb,	&	Schiefelbusch,	2002;	
Otto,	2008;	Papalia,	Olds,	&	Feldman,	2007;	Tabors	&	Snow,	2001;	Thal	&	Flores,	2001.

●   출생：울음으로 의사표현을 함
●   2주：울음은 감소하고 의미 없는 몸짓과 목젖소리를 냄
●   6주：‘꾸욱’, ‘꺼억’, ‘이이’ 같은 목젖소리가 남
●   2개월：미소로 의사표시를 함
●   3~6개월：‘마’,‘ 다’, ‘파’처럼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여 옹알이함
●   6~9개월：말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우연하게 내는 소리이며 ‘아－

바－다’처럼 몇 개의 음절을 연결하여 반복하여 소리를 냄. 울음이 아닌 소리로 

감정을 나타냄
●   9~11개월：소리를 의지적으로 따라 하고 단순한 지시를 알아듣기도 하며, 말

소리를 따라 하는 옹알이 혹은 표현언어가 많이 나타남

1단계(출생~11개

월) ：전언어기―

말소리와 비슷하나 

단어는 아님

●   12개월：한 단어로 메시지를 나타내고 약 3~6개의 단어를 발화함
●   12~18개월：말소리와 거의 흡사한 억양을 표혀하며 명사를 많이 사용함

－어휘량：약 3~50개

－ 사회적 소통：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짜증을 내지만 이해시키려

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음

2단계(1~2세)： 

한단어기

●   2세：이해능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전신어로 표현함

－어휘량：50~200개 정도

－ 사회적 소통：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물음에 답하는 대화를 할 수는 있으

나 2번 이상으로 주고받지는 못함
●   3세：급격하게 발달이 이루어져서 매일 새 어휘를 습득

－어휘량：200~300개 정도

－ 사회적 소통：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짜증을 

냄. 익숙하지 않은 성인과 대화하는 능력이 향상됨

3단계(2~3세)：

둘 이상의 단어를 

조합

●   4세：발음이 정확해지고 문법적 표현도 향상됨

－어휘량：1,400~1,600개

－ 사회적 소통: 상대가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다

른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함. 또래와 갈등은 말로 해결할 수 있

고 놀이에 초대하는 것으로도 해결됨
●   5~6세：복잡한 문장이라도 문법적으로도 바르게 말할 수 있음. 대명사, 과거, 

현재, 미래 등의 표현이 가능하며 평균 문장에 약 6.8개의 단어를 사용함

－ 어휘량：2,500개의 어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어휘는 

6,000~25,000개임

－사회적 소통：타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음

4단계(4~6세)：

완성된 문장을  

사용

●   6~7세：형용사를 사용해서 상태나 특징을 묘사할 수 있고 가정, 조건 등의 복

잡한 문장표현이 가능하며 문장당 평균 7.6개의 단어가 사용됨

－어휘량：약 3,000개
●  7~8세

－사회적 소통：종속절, 꾸며 주는 절 등의 사용이 가능함

5 단 계 ( 6 세  이
상)：문자를 사용
한 의사소통(읽고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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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자폐아 의사소통 부진의 일반적 특징

자폐증

자폐의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으며 상동행

동을 보인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자폐아 중에는 인지적으로 우수한 경우도 있으나 지능이 백분위 평균 

55~75인 경우도 있으며 간질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1,000명 중 6명이 자폐 증세를 보이며 남아가 여아

에 비하여 발병률이 4배가 높다(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09). 자폐의 원인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부

모의 특정한 양육방식이 자폐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공통적인 자폐 증세

●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며 눈 맞춤을 안한다.

●  신체적 접촉은 자극이 과하여 피한다. 

●  시각, 청각, 촉각, 청각, 미각이 과도하게 예민하다.

●  익숙한 일과에 변화가 있으면 과도하게 싫어하고 폭발적인 불안감을 나타낸다. 

●  몸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물건을 같은 방식으로 진열하는 것을 반복한다. 

●  혼자놀기를 좋아하고 가상놀이를 하지 않는다. 

   자폐아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비정상 발달을 나타낸다. 언어발달에서는 말하기보다는 가리키기를 많이 사용

하고 두 단어 연결은 또래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며 자신의 이름이 불려도 답하지 않고 자신을 가리킬 때 ‘나’라

는 말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다. 또한 어떤 영역은 비상하게 발달하나 다른 영역에서는 발달이 현저하게 

지체되어 영역 간 발달의 정도가 심하게 불균형하다. 

   자폐아 부모는 아이가 18개월쯤부터 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2세쯤 되면 도움을 찾기 시작한다. 어떤 

자폐아의 경우는 1~2세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가 발달이 갑자기 ‘퇴행’하여 언어 그리고 사회기술을 상실한다. 

자폐아 진단의 지표

자폐아 진단은 여러 전문가의 협의에 의하여 아래의 지표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  돌이 되도록 옹알이를 하지 않음

●  일반아의 14개월 정도에 나타나는 행동인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행동이 없음

●  16개월이 되어도 한 단어 발화가 안 되거나 2세가 되어도 두 단어 연결이 안 됨

●  이름이 불려도 반응하지 않음

●  기술이 비정상적 순서로 습득됨

●  언어 혹은 사회기술의 상실

●  또래 친구 만들기가 어려움

●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움

●  특이한 표현 혹은 상투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함

●  특정한 것에 대한 과도한 집중

●  위축 혹은 과도한 흥분

●  다른 사람이 보여 주는 친근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사람을 사물처럼 대함

●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조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함

자폐아의 언어 특징

●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지 못함

●  말 대신에 몸짓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소통함

●  언어발달이 느리거나 전혀 발달되지 않음

●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사물을 자신의 관점이나 위치에서 조정해서 보지 않음

●  모방을 거의 하지 않음

●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혼동하여 사용함(“나 물 줘.”라는 말을 “너 물 줘.”라고 함)

●  광고 문구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함

●  의미가 없는 말소리 반복을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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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이론

의식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유아교육자는	언어발달에	대한	나름의	이론을	이미	가지고	있다.	

“아기는	말하기를	주로	____________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에서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시

켜	보고	자신의	답을	아래의	것과	비교하여	보라.	

1.			아기는	말하기를	주로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	아기가	특정한	소리를	낼	때	주위의	성인이	

보상을	하면	아기는	이	소리를	다시	내게	된다.	

2.	아기가	말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은	유전에	의한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3.			인간의	뇌는	언어를	배우도록	프로래밍되어	있으므로	아기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자연스

러운	일이다.	

4.			아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잠재적	능력이	경험과	만나면서	일어난다.	아기는	자신이	경

	그림 3.5   자폐아 의사소통 부진의 일반적 특징(계속)

교사를 위한 제언

자폐아와 함께 있는 교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자폐아는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질문을 한 이후에는 일반아보다 오래 기다려 준다.

●   자폐아는 언어능력이 떨어지고 반응도 느리기 때문에 설명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는 시각 자료 혹은 시범보

이기를 한다. 

●   또래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시작하고 답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   자폐아는 글을 읽을 때 의미는 모르고 해독은 정확히 할 수 있으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야 한다.

●   자폐아는 장면, 소리, 옷 혹은 사소한 것에 의하여 쉽게 산만해지므로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자료 등과 

같은 주의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   추상적인 것은 어려워하므로 그림책, 역할놀이, 인형 등과 같은 구체물을 사용하면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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