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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non-linguistic method of support in the acquisition of novel words by young 

children. Two methods were tested: gestures and pictures. Methods: This study 

sampled 20 boys and girls aged between 35 and 45 months. They were divided 

randomly into gesture and picture groups. For the training words, 10 non-words 

having simple CVCV structure were produced based on phonemes familiar to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4 months and 47 months.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bjects’ acquisition of receptive and expressive words, it was found 

that the picture group acquired 5.7 receptive words, while the gesture group 

acquired 7.4. As a result of examining acquisition differences between receptive and 

expressive words, it was found that the picture group acquired 5.7 receptive and 

2.97 expressive words, while the gesture group acquired 7.4 receptive and 3.4 

expressive words. Second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of acquiring the 

novel words per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from the pre-training 

maintenance test;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novel words two 

weeks after the treatment. Said significance among the novel words was maintained 

six weeks after. Conclu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younger children’s 

acquiring and maintaining words between picture and gesture groups. 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thods were found immediately after the 

training; however, over time, it beame clear that the gesture group acquired and 

maintained mor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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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스처와 그림을 제시했을 때 새로운 어휘 습득 시 두 가지

의 비언어적인 지원 중 어떠한 접근이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대상자는 

35~45개월의 일반남녀 아동 20명을 제스처, 그림의 2그룹으로 무작위 선정하였다. 훈련어휘는 

2:0~3:11개월의 숙달 연령까지의 음소를 바탕으로 CVCV의 간단한 음절 구조를 가진 10개의 비

단어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결과 : 첫째, 집단 별 어휘 습득을 살펴본 결과, 집단 별 수용어휘의 

단어습득 차이는 그림 집단의 수용어휘 수는 5.7개이고, 제스처 집단의 수용어휘 수는 7.4개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별 표현어휘의 단어습득 차이는 그림 집단의 표

현어휘 수는 2.97개이고, 제스처 집단의 표현어휘 수는 3.4개로 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둘째, 집단별 단어습득유지 알아본 결과, 훈련 직후에 유지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주 후, 6주 후에 이루어진 유지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어휘습득 방법인 그림과 제스처 메커니즘 간의 새로운 단어의 습득과 

유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과 제스처를 사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였을 때 직후에

는 두 방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제스처를 사용한 어휘습득

이 기억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의 어휘습득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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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여러 형태의 언어 즉, 문자, 제스처, 그림, 음성을 통해

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즉 음성을 통한 언어 외에도 제스처, 표

정, 그림이나 사진 등의 여러 가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도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 중 아동은 생후 3개월에 울음이나, 미소, 

눈맞춤 등으로 초보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고, 4~7개월에 소리

내기, 몸짓, 쳐다보기 등이 나타나는 등 점차로 의도를 가진 행동

들이 나타난다. 만 1세경 아동은 의미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본격

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새로운 단어의 습득은 전체적인 언어발

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아기의 언어발달 측면에서 단어

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Kim, 2002; Kwon, 

2002; Lee, 2008). 

첫 낱말이 나오는 시기는 아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

만, 10~14개월 정도가 되면 옹알이와 구별되는 첫 낱말을 사용하

기 시작하고, 대략 18~24개월이 되면 갑자기 습득 속도가 빨라지

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어휘습득기를 어휘폭발기(vocabulary 

burst) 또는 어휘도약기(vocabulary spurt)라고 부른다(Bates & 

Brian, 1987). 아동의 연령이 18개월~6세경까지는 어휘가 빠르게 

습득되는 시기로, 2세경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9개의 낱말을 습

득한다(Bloom, 1973; Lee, 2008).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아동들

의 어휘 습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습득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다(Johnston et al., 2005; Kim & Yim, 2019; 

Millar et al., 2006).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논쟁

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개입이 말산

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Millar 등(2006)의 연구를 보면 참가

자 중 82%인 55명이 AAC개입 후 말산출이 늘어나 AAC의 긍정

적인 효과를 뒷받침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들이 

남아있는데, 다양한 비언어적 지원메카니즘이 단어의 학습에 영향

을 미치는가? 또한 아동에게 다중언어자극, 예를 들어 ‘제스처+단

어, 그림+단어를 제공하면 새로운 단어를 더 잘 습득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것이다.

어휘 습득 시 제공되는 음성언어 외에도 비언어적인 지원으로

서의 그림과 제스처를 활용한 Millar 등(2006)과 Johnston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제스처를 가르치는 것이 아동들의 의사소통

을 향상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실험은 제

스처가 언어 발달과의 관련성이 크고, 또한 그 이후의 어휘발달을 

예측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Iverson & 

Goldin-Meadow, 2005; Kapalková, 2008; Kuvač et al., 

2014; Rowe et al., 2008). 또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전의 연구들 (Ellis et al., 1993; Goodrich & Hudson, 2009, 

Goodwyn et al., 2000; Kim & Chung, 2017)은 제스처 사용

이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Wilbourn과 Sims (2013)의 연구에 따르면 26개월 된 아동들은 

제스처와 청각 단서가 있는 다중언어자극환경에서 제시 될 때 제

스처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Kim과 

Chung(2017)언어발달지체 아동에게 몸짓언어로 어휘습득에 효과

가 있었고, Park과 Kim(2018)와 Carey와 Bartlett(1978)의 연구

에서도 0~3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상성이 높은 제스쳐 활

동을 실시한 결과 명명하기에 성공적이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동이 몇 번의 상황에 노출되면 대상물의 의미를 파악하여 새로

운 단어를 빨리 연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능력을 일견단어학

습(fast mapping)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방법들 중 비언어적 지원이 의사소통이나 표현 언어의 

향상을 촉진한다는 가설은 여러 부모들과 전문가들에게 비언어적 

지원과 음성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 아동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오

히려 음성언어의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만들

었다(Beukelman, 1987). Puccini와 Liszkowski (2012)의 연구

를 살펴보면 15개월 된 유아의 경우 단어만 제시되었을 때와 제

스처가 제시되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일견단어학습(fast mapping)

에서 제스처가 제공되었을 때 점수가 크게 떨어졌으며, 오히려 단

어만 제시되었을 때가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

각정보를 처리하면서, 제스처 정보를 추가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

려 단어를 습득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어

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스처의 사용이 언어발달을 촉진한다는 연

구들과 반대로 제스처를 활용하는 것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

(Puccini & Liszkowski, 2012)는 반대되는 결과를 주장하는 연

구들도 있다. 

비언어적 지원으로 그림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도 

가정환경에서나 교실환경에서 어휘를 가르치는 데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다(Cho, 2016; Han, 2003; Jeon, 2017; Loftus et al., 

2010; Yoo, 2001)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카드를 이용한 이야

기꾸미기활동을 경험한 아동이 어휘력 점수가 높았으며, 언어표현

력의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그림카드를 이

용한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Yoo, 2001). 또한 만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림표상을 활용하

여 동시를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한 아동들에게서 어휘력 향상과 

음성표출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Han, 2003).

그러나 단어 학습 지원으로 사용되는 그림과 제스처의 효과를 

비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일 대상에게 그림과 제스

처 두 가지 제시방법의 효과 비교에서, 언어 지연을 가진 3세 아동

이 AAC 개입 후 말산출이 향상되었으나, 지원 방법 간에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Leech & Cress, 2011). 또한 비언어적 자극제시 

방법을 직접 비교하는 다른 연구들은 표현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되었다. 4세 8개월의 언어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3

가지 지원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제스처와 그림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동들의 상호 작

용이 높아졌으며, 언어발달지연 아동들에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

다(Rowe et al., 2013). 이 연구를 통해서 단어 학습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극 환경보다는 다중언어자극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새로운 단어에 대한 아동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실시하였

지만 새로운 단어를 이해하고 그 단어를 표현하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 할 수 있는 단어 학습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어휘 발달 중 18개월에서 24개월에 두 단어 발화의 첫 

산출이 나타나며, 2세와 3세 어휘 수가 활발하게 증가하는 첫 시

기로 매일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는 시기이다(Kwon et al, 2011). 

이렇게 어휘습득에 중요한 어휘폭발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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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공되는 다양한 언어자극환경에 대한 전략적이고 총체적

인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휘폭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스

처와 그림을 활용했을 때 새로운 어휘 습득 시 두 가지의 비언어

적인 제시방법을 사용하여 어떠한 것이 새로운 어휘 습득에 더 효

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시적인 습득이 아닌 새로이 

습득된 어휘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학습되어 아동의 수용어휘 

목록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새로운 어휘 

유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어휘습득에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대

한 주장이 연구마다 결과가 상의하므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말

소리 이외의 비언어적인 방법을 활용한 학습지원 방법을 알아보고

자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언어자극 제시 방법에 따른 집단별 새

로운 단어습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언어자극 제시 방법에 따

른 집단별 새로운 단어습득유지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45개월의 일반 남

녀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아동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연령이 35~45개월의 아동 (2) 아동발달검사

(Korean-Child Development Inventory; K-CDI, Kim & Sin, 

2006)를 실시한 결과, 표현언어와 언어이해의 언어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정상 발달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3) 부모 혹은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가 없

다고 보고된 아동 대상자는 두 집단으로 나누었고, 집단별 아동들

의 자세한 정보와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그림과 제스처 

집단은 각각 10명으로 집단 간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생

활연령과 발달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526, t =.259, p>.05).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제시할 단어의 그림과 제스처과제 선정을 위하여 
아동의 초기발달 음운오류패턴을 고려하여 Kim(2002)의 연구

결과에 따라 조음 난이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CVCV의 

간단한 음절구조(C=자음, V=모음)을 지닌 10개의 비단어를 훈련

낱말로 선정하였다. 선택된 말소리의 적절한 습득 연령은 우리말

자음의 발달(Kim, 2002)에 따른 2:0-3:11개월의 숙달연령까지의 

음소를 바탕으로 10개의 비단어를 만들었다. 회기 내에 이루어질 

활동 내용 그리고 1회기에 진행 할 단어수의 적절성과 문제점이 

없는지 예비 연구를 실시한 후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주 양육자가 작성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형태의 아동발달검사

(K-CDI)를 제공하고, 만 3세 아동 34명을 대상으로 정상발달범주

에 해당하는지 검사결과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정상발달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제주도 지역

의 어린이집 2곳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두 어린이집의 아

동을 10명씩 두 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실험은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집단에게 동일

한 명사 10개의 새로운 비단어로 진행되었다. 각 회기는 30분 정

도로 일주일에 1회 실시하였다. 각 회기는 10개의 단어를 제시하

는 것으로 시작되고, 단어 제시 후 해당 회기에 집중적으로 진행

할 2개의 단어를 집단별로 그림과 제스처 활동을 각각 진행한다. 

해당 회기의 마무리는 처음과 같이 10개의 단어를 다시 한 번 제

시하고, 회기를 종료한다. 각 단어는 5회기를 모두 진행하였을 때 

그림과 제스처가 총 11회 제시된다. 그림집단 활동 본 수업에는 

새로운 단어의 큰 그림 2장, 색칠활동을 진행할 선화로 이루어진 

그림 2장, 선화에 색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의 크레파스와 

강화물로 사용되는 그림의 스티커를 제공된다. 각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선화에 색칠 활동을 하고, 실험자는 아동이 색칠 

활동을 하는 동안 그림과 새로운 단어를 반복하여 제시한다. 색칠

활동이 끝나고 새로운 단어의 그림은 같지만 크기가 작은 스티커

를 보여준다. 아동에게 새로운 단어의 이름을 말하도록 요청하고, 

아동이 큰 그림이나 색칠활동을 한 그림을 보고 단어의 이름을 말

하면, 스티커를 색칠활동을 한 선화에 붙임으로써 보상을 받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제스처 활동은 대한민국 수화를 기반으로 만들

어진 상징적인 손짓인 제스처를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단어와 

함께 제공한다. 실험자는 해당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새로운 단어

를 반복하며 제공하고, 회기가 끝날 때 아동에게 제스처를 보여주

고 새로운 단어를 말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말하면 제스처를 보여

주도록 요청한다. 아동은 제스처를 보여주고, 단어의 이름을 말하

면 도장으로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은 처음과 마

찬가지로 10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회기가 종료된다.  

유지검사는 총 3회로 훈련 직후, 2주 후, 6주 후에 개별적으로 

진행하였고, 두 집단의 아동이 새로운 단어의 발화하기(표현어휘)

와 실험자의 발화에 따른 지적하기 방식(수용어휘)으로 진행하였

다. 그림 집단은 실험자가 제시하는 그림을 보고 아동이 단어를 

발화하고, 한 페이지에 3가지의 그림을 제시하고 실험자가 단어의 

이름을 말하면, 아동이 정확한 그림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제스처 집단은 실험자가 제시하는 제스처를 보고 발화하기

와 실험자가 제시하는 3가지의 제스처를 보고 지적하는 순서로 진

행되었다. 제시하는 항목의 순서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하고, 점수는 

발화하기(표현어휘) 최대 10점, 지적하기(수용어휘) 최대 10점이였

다. 사용된 단어는 부록 1에 제시하였고, 그림과 제스처 활동의 

예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Group
Picture Gesture

t pN=10

(m=6, f=4)

N=10

(m=5, f=5)

Age (month) 40.30 41.20 -.526 .605

K-CDI (SD) 32.43 (2.62) 32.13 (2.55) .259 .799

K-CDI= Korean-Child Development Inventory.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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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그림 집단과 제스처 집단 모두 표현어휘와 수용어휘로 기록하

였다. 표현어휘는 아동 스스로 정확하게 정조음한 반응에 1점을 

주었고, 오조음한 경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수용어휘는 제

시된 3개의 보기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지적하도록 하였고, 자가 

수정 시에 정반응으로 기록하였다. 

4. 결과 처리

  
연구의 결과는 SPSS(versio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적 검정을 하였다. 총점에 따른 집단 간 차이와 과제 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와 수용어휘와 표현어휘의 차이, 시간 경과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그림 또는 제스처 제시 집단별 새로운 단어습득 차이

집단별 새로 배운 단어의 수를 살펴보았는데, 그림 그룹의 새로 

배운 단어의 수는 수용어휘 5.7개, 표현어휘 2.9개로 총 8.6개이

고, 제스처 그룹의 새로 배운 단어의 수는 수용어휘 7.4개, 표현

어휘 3.4개로 총 10.8개로 나타났다. 수용어휘 습득과 표현어휘 

습득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집

단별 수용어휘와 표현어휘의 습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그림 또는 제스처 제시 두 집단 모두 수용어휘가 표현어

휘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습득결과를 보였다.

Group

t pPicture acquire 

word M(SD)
Gesture acquire 

word M(SD)
RW 5.7 (3.16) 7.4 (1.77) -1.482 .156
EW 2.9 (1.72) 3.4 (2.41) -.533 .601
RW=receptive words; EW=expressive words

표 2. 그룹 간 습득한 수용어휘와 표현 통계 결과 

Table 2. Comparison analysis on receptive and expressive word 

between two groups

Acquire WordM(sd)
t p

RW EW
Picture Group 5.7(3.16) 2.9(1.72) -2.746* .023
Gesture Group 7.4(1.77) 3.4(2.41) -4.602*** .001
RW=receptive words, EW=expressive words 

표 3. 그룹 별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통계 결과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n receptive and expressive word by 

two groups

2. 언어자극 제시 방법에 따른 집단별 새로운 단어습득 유지 

차이

그림 또는 제스처 제시에 따른 새로운 단어습득 유지를 살펴보

기 위하여 수용어휘와 표현어휘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

용어휘의 단어습득 유지의 차이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기술통

계는 표 4와 같고 시기별 습득 비교는 그림 1과 같다.

Right after

M(SD)

After 2 weeks

M(SD)

After 6 weeks

M(SD)

Picture Group 5.7 (3.16) 6.8 (1.47) 5.6 (1.57)

Gesture Group 7.4 (1.77) 8.6 (1.34) 8.9 (1.19)

표 4. 시간 경과에 따른 집단별 수용어휘 단어수

Table 4. The number of receptive words by group over time 

그림 1. 시간 경과에 따른 집단별 수용어휘의 단어습득 비교

Figure 1. The comparison of receptive words by group 

over time 

표현어휘의 단어습득 유지의 차이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기

술통계는 표 5와 같고 시기별 습득 비교는 그림 2와 같다.  

Right after

M(SD)

After 2 weeks

M(SD)

After 6 weeks

M(SD)

Picture Group 2.9 (1.72) 1.9 (1.66) 1.8 (1.75)

Gesture Group 3.4 (2.41) 4.9 (2.33) 5.3 (2.16)

표 5. 시간 경과에 따른 집단별 표현어휘의 단어습득 유지

Table 5. The number of expressive words by group over time

그림 2. 시간 경과에 따른 집단별 표현어휘의 단어습득 비교

Figure 2. The comparison of expressive words by group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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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그룹별 훈련 직후, 2주와 6주 후에 새로 배운 어의 

수 유지를 살펴본 결과, 그림 그룹에서는 수용어휘에서 훈련 직후, 

2주 후, 6주 후가 각각 5.7개, 6.8개, 5.6개로 나타났고, 제스처 

그룹에서는 각각 7.4개, 8.6개, 8.9개로 그림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룹별 표현어휘에서는 그림 그룹이 훈련 직수, 2주 후, 6

주 후가 각각 2.9개, 1.9개, 1.8개로 나타났고, 제스처 그룹에서는 

각각 3.4개, 4.9개, 5.3개로 그림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두 집단 모두 수용어휘가 표현어휘보다 단어습득수

가 높고 유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유지에 대한 

것을 비교하여보면 그림 그룹에서는 직후, 2주 후, 6주 후 이루어

진 유지검사에서 표현어휘, 수용어휘 점수가 모두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제스처 그룹에서는 표현어휘, 수용어휘 점수가 

모두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 또는 제스처 제시 집단별 단어습득 

유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

정을 실시하였고, 자세한 정보는 표 6에 제시하였다.

Variable Group t p

RW

Rignt after
Picture

Gesture
-1.482 0.15

After 2weeks
Picture

Gesture
-2.846* 0.01

After 6weeks
Picture

Gesture
-5.269*** 0

EW

Rignt after
Picture

Gesture
-0.533 0.60

After 2weeks
Picture

Gesture
-3.313** 0.004

After 6weeks
Picture

Gesture
-3.977** 0.001

RW=receptive words; EW=expressive words.

표 6. 시간 경과에 단어유지 집단비교 통계결과

Table 6. The number of expressive words by group over time

시간적인 경과에 따른 집단 간 새로 배운 단어의 표현어휘와 

수용어휘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집단 간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훈련 직후에 표현어휘(t

=-.533, p>.05)와 수용어휘(t =-1.482,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2주 후에 이루어진 유지검사에서 표현어휘(t

=-3.313, p<.01)와 수용어휘(t =-2.846, p<.05), 또한 6주 후에 

이루어진 유지검사에서 표현어휘(t =-3.977, p<.01)와 수용어휘(t

=-5.269, p<.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아동들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비언어적 제시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자극 제시방

법을 그림과제와 제스처과제로 나누어 훈련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언어발달 지연 아동의 어휘 습득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실시하는데 비언어적인 어휘습득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고

자하였다.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언어중재 방법을 언어폭발

기의 만 3세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제스처 중 어떤 방법이 

새로운 단어습득에 더 도움이 되는지, 또한 이러한 결과가 시간경

과에 따른 단어습득 유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그림 또는 제스처 제시 집단별 새로운 어휘

의 단어습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새로 배운 단어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그룹의 단어의 수는 8.6개, 제스처 그룹의 

단어의 수는 10.8개로 제스처 그룹의 습득단어의 수가 2.2개 많았

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1.364, p>.05). 또한 새로운 어휘습득 여부를 수용어

휘와 표현어휘로 살펴본 결과, 그림 집단과 제스처 집단 모두에서 

수용어휘의 점수가 표현어휘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게 수용어휘습득 과제보다 표현어휘습득 과제가 훨

씬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Kim(2014), Bae(2008)의 어휘습득과정에서 보이는 양상으로 표

현어휘보다 수용어휘를 더 쉽게 습득한다고 것과 유사한 결과이

다. 본 연구결과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결과는 수용어휘습

득에서 두 집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Svetlana 등(2016) 

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

구의 훈련 기간이 짧았고, 대상연령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그림 또는 제스처 제시한 집단별 시간 경과에 따른 단어

습득 유지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훈련 직후에 이루어진 유지검사 

값을 살펴보면 표현어휘의 점수가 그림 그룹(2.9개)보다 제스처 그

룹(3.4개)이 다소 높은 점수가 나왔고, 2주 후에 이루어진 유지검

사에서는 그림 그룹(1.9개)보다 제스처 그룹(4.9개)이 표현어휘에

서 2.5배 정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 6주 후에 이루어진 유지검사

에서는 표현어휘의 점수가 그림 그룹(1.8개)보다 제스처 그룹(5.3

개)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수용어휘의 점수는 그림 그룹보다 

제스처 그룹이 훈련 직후, 2주 후, 6주 후 모두 점수가 2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새로 습득한 단어는 2주 및 6주간 장기간 동안에

도 유지되었다는 Svetlana 등(2015)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 언

어발달기의 아동은 한번 습득된 어휘는 장기간 그 단어에 노출되

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그룹에서는 훈련 직후, 2주, 6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표현어휘, 수용어휘 점수가 모두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

였으나, 제스처 그룹에서는 표현어휘, 수용어휘 점수가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모두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간경과에 따른 

그룹 간 수행력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표현어휘, 수용어휘 모

두 훈련 직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훈련 2주 

후와 훈련 6주 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아

동을 중심으로 몸짓언어를 사용하여 아동의 영어어휘습득의 차이

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6회기 동안 회기가 거듭될수록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선행연구(Kim & Chung, 2017; So, 

2008)와 같은 결과로 제스처를 통한 어휘습득 활동이 아동의 언

어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접근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표현어휘나 수용어휘를 습득 

할 때 보다 언어적인 자극과 함께 사용되는 비언어적인 제시 방법 



언어치료연구(제28권 제4호)

142

중에서 효율적인 언어학습 지원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임상에 활용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

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언어학습이 필요로 하는 언어발달장애를 가

진 아동들의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아동을 비언어적 지원방법으로써 그림과 제스처로 나누어 

새로운 단어를 가르쳤을 때, 습득 직후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표

현보다는 수용에서 높은 어휘습득을 보여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보다는 제스처가 더 효과적

인 비언어적 어휘 습득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들 중 

Beukelman(1987), Puccini와 Liszkowski(2012)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학습 지원 방식에 따른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는 결과를 나타냈었지만, 반면에 Svetlana(2016), Kim(2014), 

Bae(2008), So(2008) 등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린 유아에게 특

히 제스처를 활용한 어휘학습 방법이 그림을 활용한 방법보다 습

득한 어휘에 대한 유지측면에서 효율적인 결과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장기적인 어휘

습득 유지에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이 비언어적 학습방법에서 효

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대상자는 만 3세로 제한된 점과 비언어적인 단어 습득 

활동 중 그림과 제스처 모두 집단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단어 

습득의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

양한 연령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어휘 습득 유지를 장기

적인 살펴보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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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새로운 단어 목록

Appendix 1. The items list of the used novel words

목표 단어 새로운 단어

고래 꾸까

리본 뽀카

낚시 보미

열쇠 히카

망치 또하

연필 네포

목걸이 타마

자전거 누빠

연 다티

스케이트 바쿠

부록 2 그림과 제스처 활동의 예

Appendix 1. The example of the picture and gesture 

꾸까 보미

꾸까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고래가 숨을 쉬어 물을 뿜는 

것처럼 오른손을 목 뒤로 물을 
뿜듯이 주먹을 쥐었다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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