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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특집 /언어 명리학의 이론과 실제

자폐 아동의 상징놀이와 언어 발달의 비교
신

=

~

i

자

(신문자 말-언어 입상 연구소 연구원)

I.

서

론

자폐 아동 (autistic children) 의 증상은 다른 장애 아동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 증상으로는 크게 대언 관계상의 결함， 말을 배우지 못하거냐 특이한 언어
발달을 보이는 것， 변화에 대한 저항과 동일성의 고집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의

Kanner

교수가 1943 년에 자폐에 대하여 처음으호 기술한 아래， 이에 대

한 좀더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이고 세밀한 진단 기준을 위한 연구가 많이 있어 왔는데， 이 결과 자폐

를 좀더 포괄적 A로 진단하기 위해 전반적 발달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
었고， 증상에 따른 몇 가지 분류 기준도 나오게 되었다 (DSM

Rutter , 1978; ICD- lO, 1990).

III-R , 1987;

이들 자폐 아동의 언어척인 특성은 아동의 인

지 발달， 사회성의 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폐 아동은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한 경향은 언어에서도 나타나 관습적인
언어 규칙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 규칙을 고집하기도 한다. 또한 반향어

(echolalia: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흑은 부푼적으로 따라 하는 말)를 많이 사용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동이 언어 이해의 어려움 이외에도 말하는 사람〔話
、~k

者}과 듣는 사람〔聽者〕을 구별하지 못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기본시
μ/

써 γ‘/

적인 사회성 습득이 야렵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자폐 아동의 의사 소통 행동들은 이따금 많은 변에서 비상징적(非象徵的)
이며， 기계적으로 암기된 행동들로 여겨질 때가 많t:.j- (Fay

and Shuler ,1980).

이 아동들은 어머니가 밖에 나가려 할 때 신을 꺼내 준다거나 자동차 열쇠를

둔 곳을 정확히 기억하여 가져오지만， 아직 상정척 단계의 언어가 아닐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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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다. 그러나 자폐척 아동이 근본척으로 상칭척 사고에 장애를 가지고 있

다는 주장은 극단척이고， 상징적 이해의 어려움이 자펴l 적인 사고 처리나 특이
행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들의 언어，
사회성， 인지와 상정 능력 사이에 상호 작용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자폐 아동은 주스를 마시고 싶을 때 어른의 손을 그쪽으로 밀거냐 어른의

손을 가져다 그 위에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의사 교환척 의도를 분명히 보여
주고는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열쇠를 찾아오는 예와 같이 극히 제한된 표상

능력(表象 能力)일 뿐 진정한 상징적 표상이나 추상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폐 아동이 사용하는 기능척인 말은 언어의 본질인 상갱이라
기보다는 신호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

1980).

대부분이다 (Fay

and ShuJer,

이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 어’와 같은 초기의 발성으로 말하

건， “빼빼로(과자)주세요"와 같은 조금은 복잡한 구를 사용하건 모두 마찬가
지이다. 즉， 이러한 자폐 아동의 말은 언어의 수많은 화용론적언 기능 중에서
도 어면 행동을 이끌기 위한 신호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

갱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폐 아동은 상정척 이해의 어려움을 얼마나 가지고 있
는가? 이 상정 이해의 어려움은 언어 발달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사실 어

린이가 정상적으로 상정을 습득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많은 부분이 마 지수이
다. 다만 상정놀이의 발전에 일련의 순서가 있고 각 단계의 발달은 언어 발달
과 병행하고 있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김영태，

1991; Casby and Rudder ,
1983; Kennedy et a l., 1991; Terre Jl et a l., 1984). 그 원인이 무엇이든 상갱
놀이의 장애는 표상적 기술의 어려움 또는 결여룰 예견하게 한다.
김영태 (1991 가)는 언어 장애 아동의 상징놀이를 연구한 논문틀을 종합하

여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언어 장애 아동의 상갱 행동을 같은 나이의 정상 아동과 비교할 때 언
어 장애 아동 집단의 상갱놀이 수준이 정상 집단보다 더 낮았다.
둘째， 그러냐 언어 장애 아동 집단을 생활 연령으로 비교하는 대신 형균 문

장 길이가 갇은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는 언어 장애 아동 그릅의 상정놀이 수
준이 더 우세하였다.
셋째，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 상정놀이 발달에서도 지체를

보이나 그 정도에 있어 언어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Terrell et a l. (1984) 은

정상 아」동과 언어 장애 아동의 상갱놀이를 비교한

연구 결과 언어 장애 아동이 상정놀이에서 발달 지연을 보였지만， 언어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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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맞출 경우에는 언어 장애 아동이 정상 아동보다 더 앞선 상정놀이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지체와 상정놀이
지체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고， 정상 아동과 같은 정도의 언어 발달을 기대하려

면 정상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정놀이를 보여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반
면

Casby and Ruder (1983) 는

정상 아동과 정신 지체 아동의 언어 발달과 상

정놀이 발달을 비교하였는데， 발화의 평균 길이를 일치시킨 두 집단 간의 상징
놀이에서 질적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논운에서는 자폐 아동의 상정놀이 발달을 살펴 자폐 아동들이 상징놀이
에 얼마만큼의 지체 또는 제한을 보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언어 수준이 아직
한 낱말 또는 그 이전인 자폐 아동들을 대상￡로 상정놀이의 발달과 언어 발

달을 비교하여 이틀 간의 상관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한국 청상 아동의 상정
놀이 발달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으냐， 상정놀이와 인지를 ‘사고 활동에 관련된 정신 능력의 총집
합’(서울 장애자 종합 복지관，

1991) 으로 보고 외국 아동들의 기준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대상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자혜 또는 전반척 발달 장애로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병원 발달 장애아 주간치료센터의 오후반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 중

아직 확실한 낱말의 사용이 보이지는 않고 조금씩 샤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당시(1 991 년 4 월 - 1991 년 6 월) 아동들의 생
활 연령은 3 년 10 개월에서 5 년 3 개월이었으며， 모두 남자 아동틀이였다. 이

들이 진단받을 당시의 주된 호소와 각 아동이 상정놀이 검사를 받을 당시의

타인과 의사 소통을 하는 주된 방법을 〈표 -1 )에 나열하였다.

2.

방법

가. 검사절차
아동마다 개별적으로 상갱놀이 검사를 받았￡며 모든 검사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놀이 주제별로 장난감과 인형， 물건들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 놀
이 주제는 부엌놀이， 치장놀이 그리고 의사놀이의 세 가지였다. 놀이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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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1 ) 각 어린이에 대한 정보

대상

나이

(년;개월)

성별

첫방운시주호소

검사시 의 주된
의사소통방법

가

3;2

냥

이름「올 불러도 반웅

‘아， 어’ 소리를 낼 수 있다.

이 없다.

손을잡아끈다.

나

3; 10

냥

다른 아이와노는 것

싫으면 심하게 소리치며 운다.

이다르다.

행동￡로표현한다.

다

4;0

남

말올못한다.

윷음으로표시한다.

주의 집중올못한다.

‘꾸임 꾸유

불러도반웅이없다.

눈치를 본다. ‘맘마， 빠빠’하

하던 것만고집한다.

는 소리를 내거나 손을 끈다.

말을못한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한다.

몇 가지에만 집착을

‘으이’ 소리를 낸다.

보인다.

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

’ 풍의 발성으;로 표

시한다.
라

4;1
5;3

냥

냥

장난감 목록운 〈부록 1) 에 나열되어 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실
시하였는데 하나는 자유놀이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모탤을 주는 과정이였다.

자유놀이 과정은 5 분 정도였으며 아동에게 한 주제의 장난감을 주어 흔자 놀
도록 격려한 후， 아동이 보여 주는 상정놀이 행동을 관찰·기록하였다. 각 수준

은

Kim et a l. (1989 ,

검영태 역

1991;

(부록 -2 ) )의 상징 행동 발달 순서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모렐 과정은 같은 주제 놀이를 가지고 5분 내지 10분
동안 실시하였다. 모탤 과정에서는 검사자가 놀이에 개입하여 아동이 보인 놀

이 수준보다 한두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며 아동이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단
서를 주었다. 이 때 검사자가 이끌어도 아동이 전혀 그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
지 않으면 다음 주제의 장난감을 주었다. 가， 나， 다， 라 네 명의 아동은 본 연

구자가 개입·진행하였으며， 마 아동은 상정놀이에 대해 이혜를 하고 있는 다
른 검사자가 개입하였다.

상정놀이 검사가 된 후 2주일 이내에 아동들의 언어 검사를 개별척으로 시
행하였다. 언어 검사에서는 아동의 상태에 따라 하위 언어 기술 점검

list of Sub-Language Sk iJl s) ,

(Check-

구두어 이해 및 표현， 감각 운동기 단계 발달，

원초척 의사 소통 행위 등 전반적인 언어 검사가 실시되었다. 하위 언어 기술

점검에는

Emerick and

Hatten (l 979) 의 검사가 이용되었는데 여기서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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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회성， 모방， 짝맞추기 등이 주로 검사되었다. 구두어 이해 및 표현은

아동의 말과 의사 소통에 대한 이해와 표현 상태가 관찰과 부모 면담을 기초
로 서술되었다. 감각 운동기 발달에서는 사물의 영구성과 수단-목척 관계가

평가되었다. 원초적 의사 소통 행위는 원초적 서술 행위와 원초적 명령 행위로
나누어(신문자，

1991 a) 명가되었다.

나.자료의 분석

아동이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그에 해당하는 상정 행동으로 표기되고， 각각
은 상갱 단계로 나누어 기록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보아는 행동은 최다 행동

(modal level of play) 으로， 검사자가 이끌 수 았었던 가장 높은 행동은 최고
수준 행동 (optimal

level of

play) 으로 기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놀이를

보일 때 그리고 모델올 보일 때를 구분하지 않고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상정놀이와 언어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아동의 전
반적인 언어 검사 자료는

REEL scale(Receptive-Expressive Emergent Lan-

guage Scale , Bzoch and Le ague , 1970; 유아의 언어 발달 진단， 김영태 역)
을 이용하여 수용 언어 발달 연령， 표현 언어 발달 연령 그리고 통합 언어 발
달 연령으로 나누어 기록되었다. 다섯 아동이 보인 상정놀이 수준과 언어 발달
연령은 〈표 -2) 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아동들의 상징놀이 단계와 언어 연령

대상

나
다

라

나이
(연;개월)

38
46
48
49
63

상정놀이 단계

최다행동

수용언어

표현언어

통합언어

7
12
9

7
13
7

7
12.5

11
12

10
10

당헝척

단순상갱

전상정기척

단순 상정 조합

탑험척

단순상징

자동적 상갱 단순상징 조합
전상정기척

언어 연령 (REEL， 개월)

최고행동

자동척상갱

8
10.5

11

김영태(1 991) 에 의하면 첫 단계인 탑험척인 놀이 행동은 어린이가 물건에

합당한 기능을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탐험하는 자세를 보이는 단계로 9-12
개월에 관찰된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전상정기적 행동은 벗우로 머리를 빗

고 전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가는 등 물건에 대한 전체척인 사용을 보여 주는
단계로서 12-147~ 월에 발달된다. 세 번째로 분류되는 자동척 상정 행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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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몸을 중심으후 사울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빈

컵을 들어 마시는 흉내를 내거나 숨가락S로 밥을 먹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서
발달 시기는 14~16 개월이다. 단순 상정 행동은 자신의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
은 진정한 상징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는 흉내를 내거나
인형을 재우는 흉내 또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거나(신문 읽는 흉내) 동물 인
형을 들고 우는 흉내를 내는 것들이다. 단순 상징 행동의 발달 시기는 16~18
개월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 상징 행동 조합인데， 한 가지 단순 상정 행동을
물아나 그 이상의 대상에게 반복하는 것으로 발달 시기는 18~20 개월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었던 다섯 아동은 단순 상정 조합 이상의 상정놀이를 보여

주지 않았으므로 그 이상은 〈부록 -2) 를 참조하기 바란다.

3.

결과

〈표 -2) 에서 보면 본 연구 대상이 된 다섯 명의 아동은 모두 언어만이 지체

된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상갱놀이에서도 심한 지체 또는 결여를 보였다. 또
한 상칭놀이 중 최다 상징 행동， 언어， 그리고 아동의 나이(평균 48.8 개월)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첫째， 다섯 명의 자폐 아동은 모두 심한 상징놀이 발달의 지체와 언어 지체
를 보였다(최다 상징 행동 발달 평균 1 1. 2 개월 ~13.6 개월; 통합 언어 발달 평균

9.

8 개월).

둘째， 상정놀이 수준과 언어 수준이 비슷하거나(냐， 다， 마 아동)， 상징놀이

수준이 언어 수준보다 조금씩 높았다(가， 라 아동). 언어 발달이 상징놀이 단계
수준을 앞선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마 아동은 나아에 비하여 심한 언어 지

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상징놀이와는 일치하는 언어 수준을 볼 수 있
었다.

셋째로 이들 아동들은 모댈을 주면서 상징놀이를 이끌 때 다섯 아동 모두
최다 상징 · 행동에서 더욱 높은 단계의 최고 상징 행동을 보였다.

4. 신뢰도
검사자의 상정놀이 표기에 대한 신뢰도를 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의 표기와

다른 두 사랑의 표기가 비교되었다. 두 샤랑은 상징놀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었다. 두 사랑은 각기 두 아동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아동의 행동을 나열

한 뒤 각 행동을 상정놀이 수준으로 나누었다. 두 검증인이 나눈 나열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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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본 연구자의 것 중 일치하는 것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상징놀이 표기
에 대한 신뢰도는

89% 였다.

상정놀이 표기의 일치가 어려웠던 것은 이 아동

들이 제시된 물건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계속적￡로 물건(숭가락， 인형의
머리 등)을 업에 넣는 등 대부분의 정상 아동이 잘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보
여， 그러한 행동을 한 단계로서 결정하기 어려운 때문으로 보언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탑험적인 단계 이전의 행동에 대한 기술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어려
움의 하나였다.

III.

토의 및 결론

아동이 어떻게 상칭을 습득하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P] 지수이

t:.j- (Fayand Schuler ,1980). 또한 자폐 아동을 인지와 언어 장애로 보아야 하
는지 혹은 샤회성 장애로 보아야 하는지의 논란도 있어 왔다. 자폐 아동들의

문제가 선택적 집중이나 동일성 고집 둥의 사회성 장애에 깅이 기인한다면 다
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언어의 사용도 기대할 수 없
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이들 중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언
지， 사회성， 언어 영역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중 자신이 관성을 갖는

극히 일부분의 것(예: 숫자， 마크， 글자등)에서 뛰어남을 보인다고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아직 말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은 자폐 아동 다섯 명을 대상으로 상
정놀이를 살펴 그들의 언어 발달과 비교하였다‘ 이들 다섯 명의 아동은 모두
자신의 생활 연령(평균 48.8개월)에 비하여 심한 상징놀이 발달의 결여(생활
연령과 최다 상정 행동 발달의 차。l 명균 37.6 개월 ~35.2 개월)를 보였다. 본 검사

에서는 최다 행동으로 탐험적 행동을 보인 어린이가 두 명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낮은 단계의 상정놀이를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탐험적 상정 행동
ξ로 기록하였다(물건을 계속 입 안에 넣어 보는 행동 등) .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이들의 상정놀이 수준보다 조금 높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의
언어 수준은 상정놀이 수준과 거의 같거나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합 언
어 발달 평균 9.8 개월). 이들의 최고 상정놀이 수준은 같지 않았는데 이것이 각

아동의 언어 발달을 예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성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한국 정상 아동의 상징놀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야에 대
한 연구에 앞서 더욱 정확한 준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언어 장애 아동의 상징
놀이의 비교， 그리고 치료의 효과가 몇몇 보고되었으나 (Casby

and R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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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Kím et a l., 1989; Terrell et a l., 1984) , 단순 언어 장애와 정신 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자폐 아동을 대상으후 한 상정놀이의 효괴는 보

고되지 않았으나 상정놀이와 인지， 언어 간의 밀접성을 고려할 때， 자폐 아동
에게도 간접적으로 언어 발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고

려한다면 자폐 아동의 경우 상정놀이를 한두 단계 높여야 그 수준의 언어를
기대할 수 있겠다. 앞으로 좀더 많은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종단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지도 방법이 제공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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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환경 구성

주제놀이

식기(그릇， 비누 *, 치약 *, 칫솔 *, 머려거울，

식탁，

및물건

숭가락， 포크， 접시)， 칼， 립스틱*， 로영*，

(*표는 실제

컵*，주천자，간장，과 옥결이*，

물건임.)

일
포도，

의자，

모형(수박，
사과)，

의샤놀이

치~놀이

식사놓이

사용장난감

컵， 주사，

청진기，

핀셋，

트레

빗*， 안경， 이，약.체용계，설

바나나， 옷， 수건， 이불

압자

가스레인

지， 우유통*

대치물건
소개 인형

블럭(케이크)

블릭(베개， 가방)

블럭(전화)

아가인행， 여자인형，

엄마손인형， 여자아이，

의사손인형，

엄마인형，아빠인형

아가

원손인형， 엄마손

간호

인행，아가
〈부혹 -2) 상징놀이 검사 요약표

아동이름:

생년 월일:
검사일:
상갱 행동

빈도

탐험척인 놀이 (Exploratory

Play)
전 상정척 행동 (Presymbolic Schemes)
자동적 상정 행동 (Autosymbolic Schemes)
단순 상정 행동 (Single Schemes)
단순 상징 행동조합 (Single Schemes Combinations)
(
복합 상징 행동조합 (Multischeme Combinations)
(
물건 대치 상징 행동 (Object Substitution)
대행자 놀이 (Agent Play)
두 가지 사회적인 역할 (Play with Two lnteracting Roles)
(
세 가지 사회적인 역할 (Play with Three Interacting Roles)
(
복함척인 사회척 역할 (Play with Intersection of Agent Roles) - - - (

가창 많은 행동
최고 수준 행동

Modal Level of Play(M)
------{)ptimal Le vel of Play(O)
Linda J. Lombardino & Young Tae Kim (l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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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행동검사표

이

생년월일:

름:‘

검사자:

검사일:
결과(빈도)

상

갱

행

발달시기

동

탐험척인 놀이 (Exploratory

Play):

물건

에 합당한 기능을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9~12

개월

탐험하는 자세를 보언다.
전상정기적 행동 (Presymbolic

Scheme):

물건에 대한 전체적 인 사용을 보여 준다.

12~14

개월

예 : 가) 전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간다.
냐) 벗자루를 들어 마루를 친다.
자동적 상징 행동 (Autosymbotic

Sc heme) :

예

14~16

개월

자신의 몸을 중심으로 한 상갱놀이 .

: 가) 빈병을 들어 마시는 흉내를 낸다.
나)‘ 접시로부터 먹는 흉내를 낸다.
다) 곰인형을 안고 뽀뽀한다.

단순 상정 행동 (Single

Scheme):

자신의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는， 진정한 상징 행동

16~18

개월

을다음의 두 갱우중 한가지로보인다.

(1) 인형이나 다른 대상에게 상징 행동을
보인다.

예

: 가) 인형에게 우유 벅이는 흉내를 낸다.
나) 곰인형을 장자리에 눔히는 흉내를
낸다.

(2)

다른 사람이나 물체의 흉내를 낸다.

예: 가) 신문

읽는 흉내를

낸다(아버지

흉내).
나) 고양이 인형을 집어들고는 ‘야웅’
한다(고양이 흉내).
단순 상징 행동 조합 (Single

bination) :

Scheme Com

한 가지 단순 상정 행동을 둘

이나 그 이상의 대상에게 반복한다.
예: 가) 인형에게 우유를 주는 흉내를 낸
후， 자신에게도 우유 벅이는 흉내
를낸다.

18~2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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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실 것을 엄마， 인형， 곰 인형에
게 차례로 주는 흉내를 낸다.
복합 단순 행동 조합 (Multischeme

Combination) : 연속적인 일련의 행동 속에 두

19-36
개월

가지 이상의 상정 행동이 냐타난다.
예 : 국자로 냄비를 첫는다. •
다. •

접시에 따른

인형에게 떠 먹인다.

(1) 두 상징 행동을 조합한다.

(2)

셋~다섯 상징 행동을 조합한다.

물건 대 치 상칭 행동 (Object

Substitution):

전래척인 물건 대신어l 다론 물건으로 대치

24-36
개월

하여 상징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세 종류
의 물건 대치 상정 행동이 보고되었다.

(1) 무의마한 물건을 대치한다 . . 특정한
기능이 없는 물건으로 대치한다.

(2)

비전래적인 물건을 대치한다 .. 특정한

기능이 있는 물건으로 대치한다.
예 : 벗을 비누로 사용한다.

(3) 상상척 물건을 대치한다.. 빈손으로
마치 물건이 있는 듯이 흉내낸다.

예 : 생일케야크 춧불을 끄는 시늄을 한다
(아무 것도 없을 때).

대행자 놀이

(Agent Play):

인형이나 다

른 사물을 움직이고 행위할 수 있는 행위

24-36
개월

자로 가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강
조한다.

(1)

인형을 행위자로 사용한다..

인형을

살아 있는 동체로서 가장한다.
예

: 가) 언형이 스스로의 머리를 빗는 것
처럼 가장한다.
냐) 우는 소리를 내며

인형이 우는

것처럼 가장한다.

다) 인형이 걷거나 말하는 것처럼 가
장한다.

24-3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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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

자신이 타인의 역할을 흉내낸다 .. 아

이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럽 가장한다.

24-30
개월

예 : 어머니의 구두를 신으며， “엄마， 나갔
다올게"

(3)

상대방의 역할:

얘기나 행동을 하는

30 개월

사람의 역할과 그에 반웅하는 사람의 역할

을동시에 보인다.
예 : 한 인형이 다른 인형에게 말을 하면 ，
다른 인형이 그에 맞게 반응한다.

(4)

사회적인 역할 :

한 사회척， 직업적인

역할을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보인다.

30-36
개월

예: 의사 인형이 다른 인형의 체온도 재
고， 주사도놓는다.

(5)

무의미한 물건요로 행위자를 대치한

36 개월

다 .. 무의미한 물건(예 : 블럭)이 행위자인

양가장한다.
예 : 블럭을 ‘도깨비’라고 부르며， 도깨비가
곰인형을 우섭게 하는 척한다.
두 가지 사회적인 역할: 한 인형이 사회적

36-48

인 역할(예: 의사)을 보이고 또 다흔 인형

개월

이 또 다론 사회적인 역할(예 : 환자)을 하
도록한다.

(1) 두 사람이 의사 소통하는 것을 가장한다.

36-40

예: 엄마의 역할올 하는 인형에게 딸의 역

개월

할을 하는 인형이 적정하게 반응한다.

(2)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두 인형이 서

로 의사 소통하는 것으로 가장한다.
예: 의사가 챙진기로 환자를 검사하연 환

40-48
개월

자는신응을한다.

세 가지 사회척인 역할:

세 인형 사이의

사회적인 역할을 보인다.

예 :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간호원은 의
사의 말에 따라 환자를 대해 주며 그
에 맞게 환자도 반응한다.

48-6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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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형이(예 : 의

사) 두 가지 이상의 사회적인 역할(예

: 의사

및 아버지)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 : 의사 인형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집으로 퇴근해서는 아버지 역할을 한
다.

60-72
개월

seSSlO ns
1 2 3 4

동반된

발성/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