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R

ISSN 1738-9399 / Audiol Speech Res 2018;14(1):11-22 / https://doi.org/10.21848/asr.2018.14.1.11

REVIEW PAPER

Attachment Parenting and Auditory, Language
and Cognitive Rehabilitation
Heesoon Yoo1, Jinsook Kim1,2
1

Department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Graduate School,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of Audiology and Speech Path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2

애착육아와 청각언어인지 재활
유 희 순1·김 진 숙1,2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1, 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언어청각학부·청각언어연구소2

This study was aimed to review the history and definition of attachment parenting and to identify the types and merits of it and attachment plays based on attachment parenting. The early rehabilitation is essential to infants and toddlers with a congenital hearing loss for
auditory and language development. Attachment parenting refers to close ties between parent and child based on skinship and emotional
exchange.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of attachment: secure, insecure-avoidant, insecure-resistant, and insecure-disorganized. Among
them, secure attachment is the optimal type through which an infant could learn to trust mother and maintain emotional stability even
when the mother was absent. In Korea, the use ondol and podaegi, which can create attachment naturally had been used traditionally.
Further Dandongsibhoon, a traditional play, i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attachment parenting. Therefore, Korean method of
child rearing is proper for attachment parenting. It was known that attachment parenting enhanced self-esteem, increased independence,
promoted social skills, and facilitated brain and language development, so that it could be used as a method of rehabilitation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uditory, language, and cognitive abilities. Recently developed the Korean Aural Rehabilitation for Infants integrated
many attachment parenting means and sought to raise the efficacy of early rehabilitation. Conclusively, we hope that early rehabilitation
applying attachment parenting services in Korea could be expanded so that even infants and toddlers with congenital hearing loss would
grow up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many hearing-impairmen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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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Sears, 2011). 이후 국제애착육아협회(Attachment Parenting
International, API) 등의 단체가 애착육아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애착은 엄마와 아기의 밀접한 스킨십과 정서적 교류이다. 부

지원하였으며(Nicholson & Parker, 1994), 2012년에 시사주간지

모가 아기와 사랑으로 스킨십과 상호교류를 강화시켜 아기가 정

『Time』지에서도 애착육아 내용을 표지로 내세워 애착육아가 효

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착육아이

율적이고 장점이 많은 육아법임을 강조하였다(Pickert, 2012).

다. 이를 통해 아기는 부모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애착육아가 1984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물론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Bowl-

여러 방면에서 애착육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2012년에는

by, 1951). 이러한 형태의 애착 형성은 부모의 역할과 육아법에서

EBS 다큐멘터리에서 전통적 육아법이 애착형성에 적절하다고

비롯되는데, Sears 부부는 1980년대 이후 출간한 여러 육아 저

설명하여 애착육아법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Kim, 2012).

서를 통해 애착육아법을 정의하고 대중화하고자 하였다(Sears

애착육아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더불어 뇌 발달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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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그에 따른 인지 및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이 향상되어 의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애착육아에 대한 관심은 1951

사소통능력도 함께 좋아질 수 있으므로(Gottman, 1997; Lee &

년 John Bowlby의 저서 『Maternal Care and Mental Health』와

Kim, 2000) 애착육아는 조기에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다. 더욱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두 편의 영화 『Grief: A Peril in Infancy』,

이 두뇌 발달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활성화되고 시냅스와

『A Two-Year-Old Goes to Hospital』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뇌신경의 발달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애착육아법을 활용

주요 내용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여 나타나는 정신건

한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반응 및 자극은 생애 초기에 빠르게

강상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쟁점화하여 그 당시 사회적인 큰 반

발달하는 뇌 발달과 더불어 청각신경계의 신경 가소성에 중요

향을 일으켰다. 저자는 아기와 엄마의 지속적인 애착관계를 통

한 역할을 할 수 있다(Levi-montalcini, 1949; Wiesel & Hubel,

해 아기의 정신건강이 튼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애착육아

1965). 조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애착육아법은 청

의 개념은 그 이후에 아기의 신호에 대한 엄마의 신속하고 긍정

각과 언어기능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청각언어인지 발달에도

적인 반응과 밀접한 스킨십 등이 좋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기의 청각 발달은 생후

는 연구결과로 소개되었다(Ainsworth et al., 1978).

6개월까지 청각적 경험을 통해 완성되고 그 이후 7~12개월 사

1980년대 Sears 부부는 생후 3년 정도까지 부모가 아기와 많

이에는 강도가 작은 소리도 감지할 수 있으며 자음과 모국어

은 시간을 보내며 스킨십 자주 하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자기,

습득이 가속화하여 첫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발

모유수유 하기, 아기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천 또는 포대

달 과정에서 애착육아는 뇌 발달과 청각신경계의 가소성을 촉

기를 이용하여 업거나 안고 다니기 등에 대한 저서들을 출간하

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 애착 형성을 위한 특정적 육아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하

우리나라의 전통육아법은 안정애착 형성을 돕는 방법이 많

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Creative Parenting: How to Use the

은데, 예를 들어, 온돌문화와 포대기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밀착

Attachment Parenting Concept to Raise Children Successfully

된 스킨십을 하고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잠자면서 모유수유를 하

from Birth Through Adolescence』, 『The baby book』 등으로

며, 도리도리, 잼잼과 같은 전통놀이인 ‘단동십훈(檀童十訓)’을

이후 연구를 통합하여 아기의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엄마의 역

사용하는 점이다(Choi, 2013; Chung, 2003)(Appendix 1). Lim

할과 육아법을 강조하며 이를 ‘애착육아(attachment parent-

& Kim (2010)은 전통놀이를 통한 육아법이 아기의 정서를 안

ing)’라고 정의하였다(Sears, 1983). 1990년대에는 스킨십을 무

정되게 하여 자존감과 독립심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촉

시한 서양식 육아방식의 문제점이 강조되면서 애착육아를 지

진한다고 하였고, 초기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아기의 뇌 발달을

지하는 여러 단체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 예로 산모도우미

촉진시킬 뿐 아니라 언어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Doulas Of North America (DONA)

있다(Lee & Kim, 2000; Sears & Sears, 2011).

는 출산 전과 후에 산모와 아기의 유대감이 생성되도록 병원에

따라서 본고는 선행 문헌을 조사하여 애착육아의 역사와 정

서 출산 전 특정 분만 교육을 하며 애착육아의 중요성을 알렸

의를 고찰하고, 애착육아의 유형 및 장점과 관련된 애착놀이를

다. DONA는 병원 내에서 전문가가 교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

확인하여 청각언어인지 재활에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여 임신 후 분만 교육, 신생아 관리, 모유수유 등의 내용이 포함

였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육아와 애착육아의 밀접한 관련

된 라마즈 교육을 받고 출산 직후 엄마와 신생아가 스킨십을

성을 바탕으로 청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청각언어인지 재활법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Kennedy et al., 1992). 더 나

자연스럽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자연스런 전통육아법의 접목

아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애착육아협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애착육아법이 현재 개

회(API)는 온라인을 통해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

발되고 있는 영유아의 조기 청능 재활(Korean Aural Rehabili-

모교육에 앞장서며 애착육아를 실행하여 행복한 가족생활이

tation for Infants, KARI)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되도록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지 확인하고 청각장애 영유아는 물론 정상 영유아에게도 애착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Nicholson & Parker, 1994).

육아법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육아법인지 고찰

또한 API는 Journal of Attachment Parenting을 통해 ‘Per-

하고자 하였다.

ceived partner support in pregnancy predicts lower maternal
and infant distress (Stapleton et al., 2012)’ 등의 임신 관련 연구

애착육아의 역사와 정의

부터 모유수유, 스킨십, 수면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 ‘Parent-

애착육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강력하고 밀착된 결속력을 바

ing and late adolescent emotional adjustment: Mediating ef-

탕으로 한 육아법이다. 1930년대부터 정신분석가들은 영유아

fects of discipline and gender (McKinney et al., 2011)’ 등의

와 주 양육자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격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청소년기 문제와 가족의 삶에 대한 내용까지 애착육아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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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내용을 분야별로 모아서 출간하고 배포하여 애착육

앉을 수 있는 등의 초기 신체 발달이 빠르다고 한다(Bhavnagri,

아와 관련된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시사주간

1984). 또한 유튜브에 세계 각국의 부모들이 우리나라의 포대기

지 『Time』이 표지 기사로 모유수유와 애착육아를 중점적으로

사용법에 대해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이 다수

다루며 애착육아가 매우 효율적이고 장점이 많은 육아법임을 강

소개되어 있어 포대기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많

조하였다. 특히 ‘Are you mom enough?’라는 제목과 모유수유가

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Tettinntil, 2008).

강조된 표지로 미국의 엄마들이 엄마로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엄마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육아

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모유수유와 정서

에 참여하고 전통놀이를 통해 아기와 성인 간의 강한 유대감을

적 유대관계를 통한 부모와 아기의 애착 형성을 강조하였다

형성하여 아기가 성인의 정서표현을 쉽게 습득하고 다른 사람

(Pickert, 2012).

을 즐겁게 하는 대인관계의 기술도 익히게 된다. 이러한 육아법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장휘숙의 「영아의 애착 발달」이란 논

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여 일상

문으로 애착육아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내 연구에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의미하는 정서지능(emo-

개인의 행복과 독립을 중요시하며 원거리로 상호작용을 이용

tional intelligence)도 잘 발달시킬 수 있다.

한 서구의 육아법에 비해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스킨십을 자주 하고 대인 지향적이며 관계 지향적

애착육아와 청각언어인지 재활

인 육아법을 중심으로 근거리 상호작용을 통해 아기가 엄마의

아기의 내이는 태아기 20주에 발달이 완성되어 생후 6개월까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육아를 하고 있다고 주

지 청각적 경험을 통해 중추 청각신경계의 발달을 세분화한다.

장하였다(Jin & Yoo, 2005). 이렇게 자란 우리나라의 아기들은

태내에서는 양수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므로 저주파 소리를 더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능력을 가

잘 듣고 1,000 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20~30 dB 정도의 강

질 수 있게 된다고 정리하고 있다(You, 2003). 더 나아가 엄마

도가 감쇄되어 전달된다. 따라서 발달이 완성된 와우 기능으로

의 역할은 12~18개월 영유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주파수 분석능력은 태내기부터 발달한다. 그러므로 분절적 정

하며 우리나라의 자연스런 애착육아법으로 자란 아기들은 아

보보다 리듬과 억양과 같은 초 분절적인 정보를 더 먼저 이해

동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형제자매나 친구 관계에도 긍정적인

할 수 있어 운율이 있는 동요나 자장가 등을 듣고 습득하며 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여 전통적 육아법의 장점을 강조하

아나 신생아는 초기 청각인지 발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있다(Kim et al., 2005).

아기는 생후 6개월까지는 다양한 말소리를 들으면서 점차 주파

2012년 EBS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육아법이

수 분석능력이 세분화되고 분절적인 정보도 이해하고 저장할

특히 애착 형성에 적절한 육아법임을 주장하였다(Kim, 2012).

수 있게 된다. 7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는 강도가 작은 소리도

전통적 육아법의 예는 온돌에서 아기와 함께 잠자기, 가족의

감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국어와 외국어도 분별하여 저

공동 아기 돌봄 체제, 포대기를 이용한 엄마와의 밀착으로 인

장하며 모국어 습득능력이 향상된다. 청각인지 학습을 위해 아

해 형성되는 애착관계 등이다. 특히 포대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기는 인지기억, 연관 학습, 통계적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애착육아에 적절하다고 하여 뉴욕 중심가의 육아용품점에서

학습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이를 통해 습득한 언어를 정보화하

우리나라의 포대기로 아기를 업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을 다

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Kim, 2017).

큐멘터리의 시작 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부드러운 천을 이용하

청각신경계의 가소성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는데 어

여 아기를 앞이나 옆으로 메고 다니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우

린 나이에 많은 양이 신속히 발달된다. 영유아기에는 말초신경

리나라의 포대기지만, 여러 나라의 부모들도 본능적으로 이러

계의 자극이 중추신경계의 발달을 주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한 방법이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두 신경계는 친밀하게 연계되어 조기 발달과 신경 가소성에 영

영국의 BBC가 제작한 『Bringing Up Baby』에서 소개한 아마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rison et al., 2005). 이러

부족의 육아법은 천을 이용하여 항상 아기를 안고 다니는데 아

한 결론은 수십 년간의 동물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예를 들

기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기가 성장한 후에도 항

어, 말초와 중추신경계의 연계성은 병아리나 고양이의 말초시

상 자신감에 차 있고 우울감이 없다고 보고하였다(Goodwin,

각신경계의 태생 전 박탈이나 손실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해부

2007). 우간다의 엄마들도 출생 직후부터 얇은 천을 이용해 아

생리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며 입증되었다(Levi-mon-

기를 지속적으로 안고 다닌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란

talcini, 1949; Wiesel & Hubel, 1965). 특히 아주 어린 동물을

아기들은 시각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거나 거울

대상으로 한 청각신경계의 실험에서 한쪽 와우를 제거했을 때,

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기가 가능하고 앞 팔로 버티며

청력의 손실뿐 아니라 뇌간이나 중뇌의 청각신경 분포와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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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경로가 변화되는 것이 확인되어(Hashisaki & Rubel, 1989)

2011). 즉,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기의 미세한 신호에도 잘 반응

초기 말초자극이 중추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입증하

하고 아기의 옹알이에 미소 지으며 긍정적인 말로 응답할 경우

였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고

아기의 청각언어 영역의 뇌 발달을 활성화하여 아기는 더 많은

양이의 경우 60일 이후에 제거했을 때와 쥐의 경우 24일 이후에

발성을 하게 되고 부모와 아기가 상호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제거했을 때에 중추신경계의 경로와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으

다양해져서 전반적인 뇌 발달뿐 아니라 청각언어인지 발달에

므로 초기의 자극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확인하였다(Clopton & Silverman, 1977). 또한 주파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천적 장애아의 태생 후에 겪는 가족들의 스트

반응 영역이 다르게 작용하는 주파수 특이성(tonotopicity)과

레스는 정상아 태생 후보다 높다. 이는 전반적인 육아 외에 의

관련된 청각신경계의 가소성은 태생 후 1~2주 안에 나타나고

료 및 재활과 같은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 때

성장 후에는 발달하지 않는 것으로 친칠라의 중뇌 연구에서 밝

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애착유형별 양육 태도 및 양

혀져 인간의 경우도 초기 자극이 말초와 중추의 연계적 발달

육 스트레스 척도에 의한 연구에서 애착육아법으로 아기를 키

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인공와우 수술

운 경우 세상 사람들의 지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 되

시기에 따른 언어인지 수행능력을 연구한 결과에서 연령에 따

며, 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는 낮은 결과

라 신경 가소성에 대한 발달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나

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Yu et al., 2004) 애착육아는 장애 아

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신경 가소화가 감소되어 중추신경계의

동에 더 효율적인 육아법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장애는 약

발달이 느려지기 때문에 태어나서 청각장애가 있을 경우 조기

50%의 경우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그중 약 70%가 난

에 말초와 중추 청각신경계의 구조화된 상호 발달의 연계성을

청 외에 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는 비증후군에 속하며 그중 약

높이도록 청각 보조기기를 일찍 활용하여 활발하고 긍정적인

77%가 열성유전으로 나타나서, 부모가 모두 건청인데 선천적

상호작용을 통해 신경 가소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연구

으로 비증후군적 열성유전으로 아기가 난청인 경우를 흔히 볼

자들은 주장하고 있다(Harrison et al., 2005). 이는 2.5세 이전

수 있다(Kim, 2017). 그러한 경우 건청 부모는 더욱 스트레스

에 인공와우 수술을 한 경우 이후에 인공와우 수술을 한 영아

를 받게 되지만, 애착육아의 장점과 개념을 이해하면 조기 청

들과 비교할 때 표현언어, 화용 등의 언어 발달에서 정상에 가

각언어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까운 수행능력을 보여 조기 재활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하였고
(Tobey et al., 2013), Sharma et al.(2007)도 청각피질유발전위

애착의 유형과 육아방법

(cortical auditory evoked potential)의 잠복기 연구를 통해 중

Ainsworth et al.(1978)은 아기와 엄마의 분리와 재결합 상황

추의 인지 발달을 대표하는 P1의 잠복기가 정상범위에 속할 수

에서 아기의 반응을 분석하여 애착의 유형을 다음 네 가지, 안

있기 위해서 3.5세 이전 시기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정(secure)애착, 불안정-회피(insecure-avoidant)애착, 불안정-

고 보고하여 조기에 보장구를 이용한 청각 자극과 청각언어인

저항(insecure-resistant)애착, 불안정-무질서(insecure-disor-

지 재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anized)애착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안정애착은 아기가 엄

아기와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두뇌 발달을 돕고, 애착육

마를 믿고 있으므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도 정

아는 전두엽 피질이 담당하는 사회정서적 행동 조절에 긍정적

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아기가 지낼 수 있는 애착 형성을 의미

영향을 주어 영유아기에는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의해

한다. 더욱이 안정애착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놀이 상황에서

시냅스와 뇌신경 세포 발달이 증가된다(Schore, 1996). 이와 관

엄마와 상호작용하려는 욕구가 높아 아기가 먼저 엄마와 상호

련된 영유아기의 교육과 두뇌 발달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뇌는

작용을 시도하고, 엄마가 안아 주는 행동에 긍정적인 표현을 하

출생 시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에 유전 요

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또한

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 75%가 발달되며, 특히 영

아기는 엄마와 분리될 때 힘들어하지만 재결합을 하게 되면 바

유아기에 가장 왕성하게 시냅스가 발달하므로 이 시기의 상호

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불안정-회피애착은 엄마에

작용이 강조된 육아방법은 시냅스의 발달을 활성화하여 뇌세

대한 애착에 대해 혼란을 보이는 경우이다. 즉, 아기와 엄마가

포 연결망을 구조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

서로 동시에 애착욕구를 보이는 상황에서 안정애착처럼 보이

나아가 아기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일상적인 상호작용도 뇌

나, 아기와 엄마의 애착욕구가 다른 상황에서는 아기는 엄마의

발달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아기와 눈 맞춤을 하고 아기의 발성

스킨십이나 상호작용 시도에 반응하지 않고 혼자서 장난감을

에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방법으로 아기의 뇌 발달을 도울 수 있

가지고 노는 행동을 하며 엄마와 상호작용을 먼저 시도하지 않

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Lee & Kim, 2000; Sears & Sears,

는다. 아기는 엄마와의 분리와 재결합 상황에 대한 변화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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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혼자서는 놀이에 집중을 못하고 불안해

형성에 매우 좋다(Granju & Kennedy, 1999). 미국 보건원(Na-

하며 엄마를 계속 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한다. 세 번

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94)에서는 영유아 돌연사(sudden

째, 불안정-저항애착은 엄마가 비일관적인 태도로 애착을 형성

infant death syndrome) 예방을 위해 1994년부터 ‘safe infant

한 유형으로, 분리하는 상황에서도 매우 힘들어하며 재결합을

sleep’ 캠페인을 통해 ‘아기와 함께 자기’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

하여도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고, 엄마와 함께 놀이를 제대로 하

하고 있다. 또한 수면 시 아기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모유수

지 않으며 화난 상태로 장난감을 두드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한

유를 하기에도 용이하다. 그 외 애착육아의 방법으로 상호작용

다. 네 번째, 불안정-무질서애착은 주로 고위험군 아동에게 많

을 강조한 놀이법도 있다.

이 나타나는 유형인데, 아기가 엄마와 분리된 후 재결합했을 때
에도 아기는 엄마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며 일반
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관성 없고 모순된 행동을 한다. 이
러한 반응은 놀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육아와 애착육아
우리나라의 전통적 난방 방식인 온돌은 고려시대부터 사용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온돌은 주거공간으로 가족들이 저녁에

안정애착 형성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육아방법은 스킨십이다.

모여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고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들으며 추

업어 주고 안아 주는 부모 품에서 자란 아기는 상호작용의 빈도

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가족의 의사소통 장소이고,

가 높아져서 안정애착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Sears & Sears,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아기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자연스러운

2011). 이러한 스킨십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공간에서 아기와

법 중 하나가 ‘아기 마사지’이다. 생후 100일 전후의 아기는 엄마

함께 생활하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품 안에 안거나 업어서 재우

의 스킨십이 강조된 마사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느

는 생활을 한 민족이다(Chung, 2003).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자면

끼고 덜 울게 되며 신체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서 부드러운 스킨십을 하면 친밀도를 높이고 아기의 뇌 발달에

부모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고 맨살로 스킨십을 하면 부모의

도움이 되며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성장호르몬 분비를 왕성하

심장 소리를 듣고 청각적인 자극을 받으며 부모의 호흡에 따라

게 하여 신체 발달도 돕는다고 보고한 뇌 과학자들의 자료를

가볍게 아기의 머리가 흔들리면서 전정기관이 자극받게 되어

볼 때(Granju & Kennedy, 1999), 이러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진정효과를 갖게 된다고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다(Becker et

육아환경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al., 1991).
모유수유도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모유수유

우리나라에서 포대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쓴 육아서인 『양아록』에

는 아기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하며 엄마와 아기의 친밀감을 높

의하면 명종 6년인 1551년에도 아기를 돌볼 때 포대기를 사용

일 수 있고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

했다는 기록이 있고, 18~19세기 조선시대 화가인 신윤복의 그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 주기도 한다. 또한 아기가 울

림인 ‘아기를 업은 여인’과 ‘장옷을 입은 여인’에도 포대기로 아

음으로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신속한 반응으로 아기에게 믿음

기를 업은 그림이 있어 오래전부터 포대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과 안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Granju & Kennedy, 1999). 더

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Huh, 2010). 포대기로 육아를 했던 우리

욱이 이를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라 전통육아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아기가 걸을 수 있는

더욱이 모유에는 질병을 막아 주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12개월까지는 포대기를 이용하여 아기를 엄마의 몸에 밀착하여

가지 질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생후 1

키우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육아법이다. 이러

년까지는 모유수유 하는 것이 아기의 건강에 매우 좋다는 연구

한 방법은 포대기가 자궁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기가 최

결과도 있다(Glick, 1999).

적의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와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아기와 함께 자는 것도 좋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하며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 더욱이 포대기를 이용해 항상

거의 전 세계의 부모들이 아기와 함께 잠을 잔다. 그러나 서구

업고 다니면 아기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

화되고 현대적인 부모는 아기와 함께 자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은 보고하고 있다(Chung, 2003). 더 나아가 엄마가 아기를 안전

예전 방법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잘 준비된 가족

하게 돌보면서 다른 일상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엄마와 아기가

잠자리에서 아기와 함께 자면 평안한 밤을 지내고 가족이 더

서로 공유하는 일상이 많아지고 서로 더 이해하며 친숙해지는

가까워질 수 있으며 다른 방에서 아기를 혼자 재우는 것보다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많이 업어 준

안전하다. 수면시간 동안 아기와 함께 호흡하고 체온을 직접적

아기들은 더 만족감을 느끼고 우는 횟수가 감소하여 엄마와 아

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기의 신체적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 수

기 사이에 매우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고되었다(An-

있어 아기의 상태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므로 애착관계

isfeld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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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독특한 온돌과 포대기 문화는 아기와 함께 자면

읽을 수 있게 되어 사회에서 대처능력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아기가 필요할 때 수유를 할 수 있

사회성이 잘 발달하게 된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 온돌에서 아기와 함께 자면

영유아기에 신경계의 활발한 반응을 유도하여 뇌 발달과 언어

서 밤에도 모유수유가 용이했으며, 포대기를 이용해 아기를 업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고 있으면 낮에 일을 하다가도 손쉽게 모유수유가 가능했기 때

엄마의 일관된 관심은 아기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문에 우리나라는 정해진 시간에 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수 있게 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

상태를 고려하여 수시로 모유수유를 하여 아기의 신호에 민감

장하게 한다. Sears & Sears(2011)에 의하면 아기가 어려움을 겪

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기와 엄마 사이에

을 때 엄마가 도움을 주면 아기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아기

신뢰감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의 첫 사회관계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런 모유수유 방법은 전통적으로 훌륭한 애착 형성을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뢰는 자아 형성 과정에서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단동십훈(檀童十訓)은 단군시대부

독립심은 아기가 스스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아기

터 구전되어 온 신체 발달 및 성장을 돕는 놀이이다. 아기와 엄

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의존적인데 이러한 의존욕구가 충족

마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교훈이 담겨 있는 신체를 이용한 놀

되면 문제해결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이인 단동십훈은 모두 의미가 있는 불아불아(弗亞弗亞), 시상

안정되며 높은 자신감과 의지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분

시상(詩想詩想), 도리도리(道理道理), 지암지암(持闇持闇), 곤

야에 도전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5~6세가

지곤지(坤地坤地), 섬마섬마(西摩西摩), 업비업비(業非業非), 아

될 때까지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기는 출생 후 2년 동안 초기의

함아함(亞合亞合), 짝짝궁짝짝궁(作作弓作作弓), 질라아비 휠

의존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

휠의(羅呵備 活活議)로 구성되어 있다(Appendix 1). 청각적으

으로 생각되고 있다. 더욱이 초기의 의존욕구가 충분히 채워지

로 주의집중을 유도하여 지각능력과 기억을 증진시키고 모방

지 않은 아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족했던 의존욕구를 채우려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청각언어인지 발달 초기 자극 요소

하는 ‘의존성 성격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인 주요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동작과 함께 재미

와 반대로 초기의 의존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면 3세쯤에 부모

있는 놀이로 엄마나 어른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 놀이말에 아

와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자존감과 독립심이 강

기의 집중도가 향상되도록 하고, 반복적 운율로 노래처럼 불러

하면 자기 판단능력과 분별력이 있는 자기주도적 성장과 발달

서 언어자극에 매우 적절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어른

로 자기 결정능력 향상뿐 아니라 학업성취능력도 우수하다고

이나 엄마와 아기가 마주 보고 놀이를 하기 때문에 눈 맞춤과

보고하고 있다(Hong & Lee, 2017).

스킨십을 하게 되어 놀이하는 동안 아기와 자연스럽게 안정애

잘 형성된 애착관계에서 사랑으로 자란 아기는 자주 울거나

착 형성이 가능한 구조적 놀이이다. 더욱이 특별한 도구나 장난

보채지 않게 되는데 이는 캐나다 맥길대 의과대학 부속 몬트리

감이 필요하지 않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상호작

올 병원에서 1985년 실시한 실험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연구자

용이 가능한 이 전통놀이는 아기와 엄마의 애착 형성은 물론

들은 아기를 많이 안아 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여러 영역별 놀이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비교 실험을 하여, 생후 6주를 기점으로 많이 안아 준 아기들의

있다. 최근 카카오톡 모바일콘텐츠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지’에

울음이 평균적으로는 43%, 저녁시간에는 51% 감소했다는 결

‘왕실 영재육아 단동십훈’이란 육아놀이가 출시되고 두뇌와 정

과를 보고하였다(Hunziker & Barr, 1986). 또한 긍정적인 반

서지능 발달에 효율적이라 소개되어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

응을 자주 받은 아기는 초기 우뇌 발달이 촉진되어 스트레스

다(Choi, 2013). 다양한 도서와 영상이 SNS에 소개되어 있어 실

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대처를 잘하게 되어 문제 상

질적으로 육아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황을 잘 극복할 수 있으며 이후의 감정적 대처에도 많은 영향
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상대방

애착육아의 장점
애착육아는 아기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독립심을 높이고,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뇌 발달과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준다.

마음을 잘 읽게 되고 더 나은 학습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래 집단으로 애착이 옮겨 가는 청소년기와 학교생활
에서도 양호한 사회성을 나타내었다.

안정애착이 잘 형성된 아기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느끼
게 되고 자존감과 독립심이 높은 자기주도형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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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ter(2015)는 안정애착 형성을 위해 애착놀이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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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애착놀이는 부모와 아기의 상호작용 놀이이다. 아

불러주거나 엄마 얼굴을 함께 보며 “엄마”라는 호칭을 알려주

기가 ‘나랑 놀아 주세요’ 하고 요구할 때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

는 거울 놀이, 표정과 발성을 흉내 내는 흉내 내기 놀이, 엄마

하며 일상생활에서 하는 놀이로 특별한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

다리에서 비행기를 타는 비행기 놀이, 부모가 양쪽 이불을 잡

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놀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아기를 태운 후 천천히 그네처럼 흔들어 주는 이불그네 타기

아기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시작하고 부모가 따라 주면 아기는

놀이,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진정효과와 엄마와의 유대감을 높

자신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부모가

일 수 있는 마사지놀이 등이 대표적인 영유아기의 애착놀이이

아기에게 이미 친숙해진 놀이를 이용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을

다. 애착놀이는 아기와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안정애

이용한 우스꽝스러운 놀이로 재미있게 하고 웃는 모습을 만들

착을 형성하기에 적절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아기가 엄마에게

어 주는 놀이가 애착놀이이다. 아기는 모방을 통해 학습을 하

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아기의 여러 가지 발달 중 의

기 때문에 엄마가 웃으면 함께 웃고 우울한 얼굴 표정을 모방

사소통능력이 더욱 발달될 수 있다(Lee & Kim, 2000). 특히

하며 감정을 전달받는다.

영유아는 몸의 감각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시기이므로 감각을

아기는 자주 반복된 상황 속에서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

이용한 탐색 활동, 미술 활동, 언어 활동 등을 포함한 놀이를

으므로 모방과 반복으로 학습이 가능하며 청각언어인지 발달

통해 아기의 신체적, 자조적, 사회적, 지적, 언어적 발달을 도울

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기능성 자기공명

수 있다.

영상장치(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이용한
뇌 실험 결과로 뇌의 거울신경체계가 사람의 말소리나 입 모양

CONCLUSIONS

을 거울처럼 따라하며 청각언어인지 발달을 촉진한다고 주장
하였다(Dinstein et al., 2008). 엄마는 아기가 모방을 할 수 있

영유아기에는 시냅스와 뇌세포 연결망이 가장 왕성하게 발

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 아기의 청각, 언어, 신체 및

달할 뿐 아니라 청각신경계를 포함한 전체 뇌 가소성도 매우

사회성 발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기와 항상 함

활발하게 발달하여 청각인지 및 뇌 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께 생활하며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맞벌

(Harrison et al., 2005). 더욱이 청각신경계의 발달은 의사소통

이와 핵가족화가 대세인 요즈음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질적으

및 언어인지 발달과 연계되어 있어 이 시기 청각신경계의 발달

로 우수한 효율적인 놀이방법도 추천되고 있다. 출근 전이나 퇴

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청각신경계의 실험

근 후에 보이는 부모의 세심한 배려와 진정한 사랑은 아기에게

연구에서 와우를 제거를 하였을 때 나타나는 청력 손실 및 중

안정감을 주어 부모와 안정애착 형성이 가능하다고 육아의 양

뇌의 청각 신경분포와 경로의 변화는 말초신경계가 중추신경

보다 질을 강조하는 연구자는 주장하고 있다. 아기와 놀이를 할

계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였다(Hashisaki & Rubel, 1989). 더

때 훈련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기를 통제하지 말고 엄격하고 극

욱이 조기 재활의 중요성은 친칠라의 실험에서 주파수 특이성

단적인 방법은 피하며 아기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반응이 올 수

의 발달이 태생 후 1∼2주 안에 완성되고 그 이후의 자극은 발

있도록 놀이를 하면 애착이 더욱 잘 형성된다(Sears & Sears.

달에 소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rrison et al., 2005). 따

2011).

라서 말초신경계의 조기 자극이 청각신경계의 발달을 완성한다

애착놀이의 예로 이미 소개한 전통놀이인 단동십훈 외에 상

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영유아기의 자극이 아기

황에 따른 전통놀이로 Lim & Kim(2010)은 업어 줄 때는 ‘어부

의 청각언어인지 발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설명

바’, 배가 아플 때 ‘할미 손은 약손’, 자세를 바르게 할 때 ‘서울

하고 있다. 특히 청각신경계의 말초신경능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보여주기’, 다쳤을 때 ‘울 아기 장사’, 배변 훈련 시 ‘단지 팔기’ 등

박탈된 상태로 태어나는 선천성 청각장애일 경우 영유아기에 듣

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전통놀이로 소

기를 보장구로 보완하고 부모와의 강력하고 밀착된 결속력으로

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는 율동과 리듬이 있고 반복

긍정적 상호작용과 스킨십이 강화된 애착육아는 장애의 영향을

적으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좋은 애착놀이

최소화하고 인지능력을 정상범위에 가깝게 발달시킬 수 있는 단

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쓰다듬기, 안아 주기, 배 푸하기 등의

초를 제공할 수 있다(Sharma et al., 2007). 따라서 영유아기에

스킨십을 강화한 놀이도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된다(Kwak et al.,

여러 영역의 인지발달을 촉진시키는 애착육아는 특히 청각언

2005). 그 외 아기의 옹알이를 듣고 마치 대화하듯이 “어, 그랬

어인지능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재활방법으로 적용될

어?”라고 반응하거나 아기가 “아~”라고 말하면 아기의 옹알이

수 있다.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일반대학원의 영유아 청각

를 그대로 따라 하는 말놀이, 수건을 이용하여 물건을 숨겨서

재활 연구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영유아의 조기 청능 재활

찾게 하는 놀이, 손쉬운 까꿍 놀이, 거울을 보며 아기 이름을

(KARI) 프로그램은 특히 애착육아의 다양한 방법을 접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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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Kim & Yoon, 2016). KARI는 외국의 유명한 청각

계할 수 있는 전통놀이인 단동십훈을 개월별로 적용할 수 있도

언어인지 프로그램인 『Sensory Kids Impaired Home Inter-

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애착육아 기법을 KARI에 반영

vention』, 『Learn to Talk around the Clock』이나 『Auditory

하고 접목한 청각언어인지 재활로 중추 청각신경계의 발달과 뇌

Verbal Therapy』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와 고유한 문화 및

가소성을 활성화시켜 우리나라 청각장애 영유아의 조기 재활 효

육아 방식을 반영하여 1~24개월 영유아 시기에 적용할 수 있

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선천성 청각장애

는 청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청각언어인지 재활 프로그램인데

영유아도 청각장애지수가 매우 적은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

구체적으로 회기 전 평가 자료, 부모 교육 및 상담 자료, 전문가

록 최적의 청각언어인지 재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애착육아 방

용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나 부모가 손쉽게 따라 할 수

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중재를 제시하고 궁극적인 청각장애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애착육아법을 쉽게 실행하여 영유아 재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상 영유아에게

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예를 제시하고 있

적용되어 저출산시대에 귀한 우리나라의 아기들이 모두 부모와

는데 이 중 ‘우리 아이의 청각/언어 발달 촉진방법’은 애착육아

행복한 영유아 시기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지혜롭고, 자

중 아기의 의도를 읽고 따라 하기, 아기의 반응에 민첩하게 반응

기주도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라 주기를 바라는 마

하기, 놀이를 이용하여 즐겁고 긍정적으로 자극하기 등의 방법

음도 덧붙여 본고를 작성하였다.

으로 애착육아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Appendix 2).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방법
과 즐거움을 강조하여 영유아 재활에 적절하게 개발된 ‘짧고 재

중심 단어0:0애착육아·정서적 교류·전통육아·영유아의 조기
청능재활.

미있게 받아들이는 모델링 기법(short fun input fo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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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맞춤과 긍정적인 반응으로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뇌의 거울신경체계의
모방능력(Dinstein et al., 2008)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어 모방을 통한 청각언어인지 재활의 실질적 효율성이 향
상되도록 하였다(Appendix 3). 또한 애착육아의 장점에서 제시
한 자존감과 독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형 아기로 키
워요’는 아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기다려
주기, 한 박자 늦게 반응하기, 답은 아기가 하도록 하기 등이 강
조된 부모 교육 자료 중 하나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부모
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가 이런 애착육아
행동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10가지 점검 문
항도 함께 제시되어 자기주도형 청각언어 촉진 활동을 향상시
키고자 하였다. 상황별로 일상에서 청각언어인지 재활을 적용
하여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아이 매일매일 어떻게
말할까요’라는 자료는 16가지 상황 ‘아침에 일어날 때’, ‘기저귀
갈 때’, ‘목욕 전후’, ‘마사지 할 때’, ‘젖 먹일 때’, ‘옷을 입고 벗을
때’, ‘아이에게 밥 먹일 때’, ‘책 읽기’, ‘공 가지고 놀기’, ‘아이 인형
이나 곰 인형 가지고 놀기’, ‘퍼즐 가지고 놀기’, ‘소꿉놀이하기’,
‘놀이터에서 놀기’, ‘색깔 찰흙 놀이’, ‘빨래하기’, ‘산책하기’별로
부모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각언어인지 재활의
방법에 대한 예를 제시하여 그 상황에 맞춘 상호작용이 강화되
고 모방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Granju & Kennedy, 1999;
Lee & Kim, 2000; Sears & Sears, 2011). 그 외, 스킨십을 강조
한 마사지 놀이와 부모가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상호작용과
스킨십을 강조한 신체운동과 쉬운 언어 활동을 반복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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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단동십훈(檀童十訓)
단동십훈이란 오천 년 선조의 지혜가 깃든 우리나라 전통놀이로 단군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우리 민족의 전통육아법입니다.
아이와 엄마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훈이 담긴 10가지 동작놀이입니다. 10가지 동작놀이는 불아불아, 시상시상, 도리도리, 지암
지암, 곤지곤지, 섬마섬마, 업비업비, 아함아함, 짝짝궁짝짝궁, 질라아비 휠휠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훈의 의미에 따른 동작은
발달에 따라 적절한 월령에 적용하여 청능 재활 및 언어 발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1

단동십훈
불아불아
(弗亞弗亞)

2

시상시상
(詩想詩想)

3

도리도리
(道理道理)

4

지암지암
(持闇持闇)

5

곤지곤지
(坤地坤地)

6

섬마섬마
(西摩西摩)

7

업비업비
(業非業非)

8

아함아함
(亞合亞合)

9

짝짝궁짝짝궁
(作作弓作作弓)

10

20

의

미

하늘로부터 온 아기의 생명을 존중
하는 의미
아기 몸에 우주가 있으니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는 의미
천지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생겼으니 이에 맞게 살라는 의미
혼미한 것을 두루두루 헤아려 파악
하라는 의미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덕을
쌓으라는 의미
바른길에 서며 독립적으로 살라는
의미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은 삼가라는
의미
亞자를 소리 내어 아기가 작은

동

작

아기의 겨드랑이나 허리를 잡고 좌우로 흔들며

시행 월령
6개월 이상

움직인다. 척추신경, 하체 강화
아이를 앉혀 놓고 두 팔이나 허리를 잡고 앞뒤로

6개월 이상

흔든다. 몸의 중심 잡기
아이의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4~5개월

척수와 뇌수의 균형적 발전 활성화
두 손을 폈다 쥐었다 하는 동작

3~4개월

미세근육을 통해 심장의 혈액순환과 뇌의 기능 강화
한 손을 편 후, 반대 손 검지로 손바닥을 찍는 동작

8~9개월

손과 눈의 협응력 향상, 심장과 뇌의 활동 강화
엄마의 손바닥 위에 아이를 세워 올리는 동작

9~11개월

다리의 힘을 길러주며, 균형감각 향상
양 팔을 아래로 뻗어 손바닥을 흔드는 동작

4~5개월

도에 맞지 않는 일이나 무서움을 가르칠 수 있음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를 내는 동작

9~11개월

두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내는 동작

6~8개월

우주임을 알리는 의미
천지의 조화를 꾀하고 하늘의
이치를 알리는 의미

질라아비 휠휠의

어떤 질병도 없이 훨훨 날아

(羅呵備 活活議)

활기차게 자라라는 의미

뇌 기능 활성화
앉은 채로 두 팔을 날개처럼 벌리고 흔드는 동작
손과 눈의 협응력을 길러주며, 혈액순환 촉진

6개월 이상

H Yoo &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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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우리 아이의 청각/언어 발달 촉진 방법
■ 아기에게 말할 때
•아기와 눈 맞춤을 하고 모든 행동과 발성에 미소와 함께 긍정적 코멘트를 하세요.
•단순하고 짧은 행동과 말로 아기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가 집중하는 동안 목표행동과 말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반복적인 행동과 말에 먼저 지루해지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재미있는
행동과 말을 반복하면 아기들은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으로 놀 때, 장난감의 위치는 얼굴 주변으로 하여 부모가 말하는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 물을 제시하기 전에 사물의 이름을 먼저 말하여 듣기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세요. 예를 들어, ‘우유 먹을까?’라고 먼저 말하여
아기가 우유를 보기 전에 ‘우유’라는 단어를 듣고 생각할 기회를 준 후 우유를 주세요.

■ 아기가 말하도록 할 때
•아기의 발성과 행동을 관찰하고 아기가 발성하면 즉각적으로 따라 하세요.
•차례차례하기(turn-taking)놀이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기가 /아~아/ 하면 동일한 억양으로 부모가 /아~아/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말할 차례임을 아기의 눈을 보고 기다리는 행동으로 알려줍니다.
•새로운 자발적 발성이나 조음이 나타나면 따라 하고 그 발성이나 조음에 관련된 놀이로 더 자극하세요.
•발성이나 조음이 맞건 틀리건 발성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면 칭찬해 주세요. 이러한 과정이 말이나 발성 이용의 중요성을 알
게합니다.

■ 소리와 언어가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아기가 집중하는 소리(예를 들어 차, 문, 노크, 초인종, 전화기 소리 등)와 관련된 놀이와 말로 연결해 보세요.
•청각언어인지 재활 시간이 재미없으면 더 이상 아기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특정 행동이나 발성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재미있는 시
간을 만들어 보세요. 부모와 아기 모두 재활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책은 매일매일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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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짧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모델링 기법(Short Fun Input for Modeling, SFIM)
SFIM은 집중 시간이 짧은 영유아가 자극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짧고 재미있게 자극을 제시하여 따라 하기의 효율성을 높
인 독특한 구조의 모델링 기법입니다.
5초 단위의 모델링과 기다리기: 1초 모델링 자극 + 4초 기다리기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모방을 기다리는 행동을 통해 아이가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시간
5초 단위의 모델링을 1분간 12번 반복해서 제시하세요.
1분의 모델링은 하루 5회 이상 제시하세요.

모델링 1초
모방 기다리기 4초

5초의 모델링 구성

1분의 모델링 구성

하루의 모델링 구성

SFIM은 언제 실시하나요?
아이가 기분 좋은 시간에 실시하세요.
SFIM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재미있는 표정과 몸짓으로 발성이나 말 자극을 1초간 제시하고 4초간 눈을 보며 기다려 주세요.
SFIM은 얼마 동안 실시해야 하나요?
1분간(12개의 5초 단위 모델링)의 모델링 자극을 하루 적어도 5회 이상 실시하세요.
SFIM은 무엇을 실시하나요?
시기에 맞는 발성과 말 자극을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우유를 들고 “우”라는 자극을 1초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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