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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놀이에서 의성어 · 의태어 사용 의미 탐구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anings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contextually used contextually when children play together.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40 children (ages 3–5 years) attending “M Daycare Center” in 
Seoul and “S Daycare Center” in Seongnam (a city in Gyeonggi-do). Twenty rounds of play 
observations were conducted at the centers. Once per week from May to October 2015.    
Results: The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observed were primarily relate to physical 
movements, sounds, and shapes. These types relate to Max van Manen’s life-world existentials, 
correlating with spatiality, corporeality, and relationality. The characteristics of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used were additive and were used by the children to refine and diversify their 
language skills and enrich their linguistic imaginations.
Conclusion: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help children design their own play situations 
based on their creativity and help them share the play with their p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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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윤은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론

유아들의 놀이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경험이 있는 성인이

라면 유아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와 문장을 쉴 새 없이 쏟아

내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문법체계의 법칙이 

무시된 의미 없는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놀이 속 유아들

의 말 주고받음에 주의를 기울이면 곧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규칙을 형성하면서 능숙하

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본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관찰하였고 그들이 사용하는 독

특한 형태의 언어가 바로 의성어 . 의태어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특성과 의미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의성어 . 의태어는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통각 

등 인간의 감각적 인식의 근거가 되는 오감에서 출발하는 언

어 형태로,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태

어는 모양, 태도, 행동 등의 양태를 묘사한 말로 지칭하고 있

다(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IK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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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정의되지만 실제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따로 분류하기

란 사용한 사람의 사용 의도와 실질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국어학자들에게 조차도 조심

스러운 일에 속한다(Cha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성

어와 의태어가 의성의태어의 하위 개념어 범주 안에 속하므로

(Nam, 1993) 의성어 . 의태어로 통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의성어 . 의태어는 그 근원이 감성언어로 남녀구분 할 것 없

이 누구나 직감적이고 감각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어린 아동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연령 구분 없이 통용되는 유일무이

한 언어 형태다(S. B. Bae & Park, 2012; Chae, 2003; K.-O. Sung, 

1993). 성인과 아동 모두 이해 가능한 공통 언어라는 의미에

서 의성어 . 의태어는 아동의 언어 획득의 기반이 되고(S. B. 

Bae & Park, 2012) 언어 발달 측면에서 언어 표현의 지표가 된

다(Y.-T. Kim, Yang, & Lim, 2014). 또한 의성어 . 의태어는 다른 

언어 형태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성어 . 의태어는 리듬감이 강한 감각적인 어휘이자 

음운적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은 직접인용과 반복 형태

로 쓰이면서 표현을 극대화시킨다(S. B. Bae & Park, 2012). 둘

째, 의성어 . 의태어는 표현의 폭이 넓게 허용되기에 개인이 새

롭게 만든 말이어도 쉽게 사회성을 획득하며 그에 따라 개개

인만의 독특한 사고와 감각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든다(Chae, 

2003). 셋째, 의성어 . 의태어는 필연적 연합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을 획득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존의 단어를 복합시키거나 접사를 붙여 파생시키는 것이 가

능하다(You, 2003). 넷째, 의성어 . 의태어는 의미가 응축되어 

있기에 주어나 서술어를 생략해도 즉각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

하다(Bai, 2013). 다섯째, 의성어 . 의태어는 순수한 우리말로

써 한국어의 70%가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Chae, 2003)

에서 의성어 . 의태어 사용 독려는 우리말을 잘 보존하는 길이

기도 하다. 

위와 같은 의성어 . 의태어의 독특한 특성들은 그 용도와 역

할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왔다(H. S. Bae, 2006; Chae, 2002; H. J. Choi & Lee, 2009; K.-

O. Sung, 1993). 최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의 필요

성, 발달지체 유아의 언어 표현 지도 등 언어학, 심리학, 교육

학 등과 같이 실증주의 연구 분야에서 두각이 드러난다(S. B. 

Bae & Park, 2012; Bai, 2013; Y.-B. Choi, 2013; H. J. Choi & Lee, 

2009; Jo, 2005; S. J. Kim, 2014). 그러나 위의 다문화에 치중

된 의성어 . 의태어 연구경향은 의성어 . 의태어가 아동의 언

어 표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결과(S. B. Bae 

& Park, 2012; Y.-T. Kim et al., 2014)와 배치된, 즉 실제 아동이 

의성어 . 의태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배경이 되어주는 연구가 부족한 실태 또한 보여주고 있다. 

유아의 언어 사용 중 50%가 의성어 . 의태어가 차지하고 있다

는 선행연구를 고려한다면(Y.-T. Kim et al., 2014) 유아 언어의 

절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아의 의성어 . 의태

어 사용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

께 유아의 풍부한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이 상상력과 표현력을 

높여주며 안정적인 언어발달을 지원해준다는 연구결과(Y.-B. 

Choi, 2013)는 유아들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처럼 유아의 의성어 . 의태어 사

용에 대한 탐구는 매우 기본적이면서 유아 언어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유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법으로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는지와 함께 의성어 . 의태어의 사용

이 언어 발달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

는 아동의 언어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전반을 이해할 수 있

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유아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들이(Ahn, 2014; Im, 2015; 

Jang, 2015; Jeon, 2013; Kang, 2014; Lee, 2013; M. Y. Sung, 2014) 

놀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지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

구자들은 연구맥락을 이런 경향에 맞추어 놀이상황으로 정하

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의성어 . 의태어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놀이가 주는 자유로움이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원동

력이 되므로(Vygotsky, 1930/2014) 유아의 의성어 . 의태어 사

용 또한 다채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하였다. 놀이라는 자유로운 맥락에서 유아들이 사용하는 의

성어 . 의태어의 유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타난 유형을 이해

하기 위하여 van Manen (1990)의 질적 연구 방법의 실존체(공

간성, 신체성, 관계성)를 분석 틀로써 정하였다. 

질적 연구의 목표는 경험 내용을 기술하고 나열하여 정리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의미 파악

은 단면적인 면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공간, 체험 및 신체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양한 각

도로 살펴봄으로써 의식 자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Yeu, 2015). 

Max van Manen은 질적 연구의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출발해야

하고 생활세계의 연속적인 연관성을 통해 진정으로 알고자 하

는 의미를 구체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생활세계 실

존체(existentials)는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 신체성이며 의미

를 살필 수 있는 틀이 되므로 질적 연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

정이 되어준다(van Manen, 1990).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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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놀이라는 일상생활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탐구

라는 점에서 놀이 공간, 유아들의 움직임(신체), 관계들 안에

서 이루어지는 놀이 속 언어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van Manen 

(1990)의 생활세계 실존체(existentials)를 분석틀로 정하여 의

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자들은 일상 경험의 본성이나 의미

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van 

Manen, 1990), 기존 의성어 . 의태어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실증주의 연구와는 다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아 놀이 

상황 속 의성어 . 의태어 사용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뿐 아니

라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유아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1

유아 놀이에서 의성어 · 의태어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유아 놀이에서 나타난 의성어 · 의태어의 유형은 Max van 

Manen의 실존체(공간성, 신체성, 관계성) 안에서 어떤 영향

을 받는가?

연구문제 3

유아 놀이에서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은 유아들에게 어떤 의미

를 가지는가?

연구방법

사전 관찰 

본 연구의 실제 관찰에 앞서 연구의 적절성 관점을 구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S 어린이집에서 사전관찰을 실시하였

다.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총 12회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유아들의 오전 일과를 기록하였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으로 교사 주도 아래 수업

이 진행되었고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자유 선택 활동 시

간이었다. 교사 주도 아래 진행 된 전사 자료와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기록된 전사 자료는 동영상, 촬영, 현장 노트 등을 활용

하여 기록하였고, 18시간 관찰 기록의 총 전사 자료의 분량은 

A4용지 193장 이었다. 사전관찰을 통해서 교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수업시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아가 자유로

운 놀이 상황에서 또래들과 의성어 .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

하는 언어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한 현상을 토대로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M 어린이집과 성남시에 위

치한 S 어린이집 두 곳을 연구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M 어린이집 21명, S 어린이집 19명

으로 총 40명의 유아들을 관찰하였다. M 어린이집은 만 3–4

세반 10명, 만 4–5세반 11명으로 혼합연령 두 반이었고, S 어

린이집은 만 3세반 9명, 만 4세반 10명 두 반이었다. 본 연구가 

4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하는 까닭에 질적 연구 유형에 

어긋난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 질적 연구가 부딪히는 문

제가 바로 정해진 틀이다. 정해진 틀은 없다. 연구 성격과 연구

자가 정한 계획에 따라 한두 명의 개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바

라볼 수 있고, 살피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 의미를 찾기 위해 한 

집단이나 여러 무리를 연구하기도 한다(van Manen & Michael, 

2012).

만 3–5세 사이의 유아들은 과거 보았던 것과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시기이므로

(Pence & Justice, 2008/2010) 유아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을 구

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만 

3–5세 유아로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두 곳 

모두 자율적 놀이와 개별적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관을 추구하

는 곳이었으며, 이러한 교육관은 자유로운 놀이 상황 속 유아

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

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실제 연구를 위한 연구 현장 관찰은 2015년 5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략 6개월간 주 1회 관찰 기록이 진행되었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전염병이 발생하여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

했던 대략 2주간의 기간을 제외하고 M 어린이집 10회, S 어린

이집 10회로 총 20회의 관찰이 매주 1회씩 이루어졌다.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정도의 놀이 관찰은 교사의 수업 계획안을 

바탕으로 관찰 일정을 정했다. 관찰 횟수와 시간은 교사의 편

의를 고려하여 교사가 미리 계획하여 준비한 시간과 기간 안

에서만 관찰을 할 수 있었다. 각 어린이집의 일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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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어린이집은 실내 1시간씩 3회와 실외 1시간 30분씩 7회로 

총 13시간 30분 정도의 놀이 관찰을 기록하였고, S 어린이집

은 실내 1시간씩 6회와 실외 1시간씩 4회로 총 10시간의 놀이 

관찰이 이루어졌다. 관찰 시간의 분배와 일정, 장소는 앞서 설

명한대로 교사가 미리 구성한 수업계획안을 토대로 이루어졌

으며 연구 관찰 일정은 Table 1과 같다. 

유아들의 놀이 관찰은 놀이가 시작되면 한 무리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놀이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찰이 이루어졌다. 바깥 놀

이 활동에서의 놀이 관찰은 이미 사전 관찰에서의 충분한 전사

기록 경험으로 여러 무리의 유아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 아니라 한 무리 혹은 두 무리의 유아들을 따라다니며 노트, 

녹음, 촬영을 동반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관찰기록에 큰 어

려움이 없었다. 본 연구가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자료 수집이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 현상이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을(Wolcott, 

1990) 고려하여 현장에서 틈틈이 작성한 연구자의 현장노트, 

놀이 속 언어를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한 촬영 및 녹음, 유아들

의 놀이 사진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들

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관찰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사들과의 공식적 면담과 비공식적 면담을 통해 

유아들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교

사와 함께 공유하여 기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가령 

연구 참가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비언어적인 표현들은 교사와

의 전사자료 공유와 면담들이 분석과정에서 유아의 놀이 속 언

어 사용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되었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현장노트와 녹음 및 동영상 녹화를 전사한 후 의

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여 놀이가 진행된 장면을 분류하였다. 

분류한 전사 자료의 양은 총 A4 용지 98매 분량으로 M 어린이

집은 A4 용지 61매 분량, S 어린이집은 A4 용지 37매 분량이었

다. 이를 토대로 Saldana의 에믹 코딩(emic coding)과 구조 코딩

(structural coding)을 실시하였다. 에믹 코딩은 참여자의 관점

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여 있는 그대로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구조 코딩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답을 찾아가는 과

정이다(Jeon, 2015). 따라서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했던 대화 

자료를 중심으로 정렬시킨 후 사용된 의성어 . 의태어만을 추

출하여 표로 만들었다. 관찰에서 총 67개의 의성어 . 의태어가 

사용되었고, 코딩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은 코딩 자료들을 토대로 1차로 분류된 의성어 . 의태어를 유

형별로 묶어 분석을 진행하면서, Max van Manen의 생활세계

에 해당하는 공간, 신체, 관계 속에서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이 

어떻게 변화되며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van Manen, 1990). 

마지막 3차 분류 작업은 1차 2차 코딩 내용을 구조 코딩으로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의 개념과 의미를 찾아 분석하였다. 

연구의 타당도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타당도란 연구를 진행하고 참고하는 모

든 사람들이 현장에 참여하고,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를 공유

하고, 기록된 자료를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검토하

여 이론과 자료의 교차점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뤘는지를 의

미한다(Graue & Walsh, 1998/2014).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van 

Manen (1990)의 제언을 반영하여 조언자, 검토자, 전문가 확

인을 실시하였다. 조언자 및 전문가 확인은 본 연구의 공동 연

구자이자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이 참여하여 논문

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논의하였고, 검토자는 연구 현

장 관찰에 함께 참여한 교사들로 전사 자료를 공유하여 결과

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유아들이 놀이에서 사용하는 의성어 · 의태어 
유형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서 나타난 유아의 의성어 . 의태어를 살

펴봤으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움직임 및 행

Table 1
Observational Research Procedure

Research schedule Research participants Free choice activity Outdoor playing activity 
May 8 to July 18, 2015 M Daycare Center High level class, 2 times 

Low level class, 1 time 
High-level class, 7 times
Low-level class, 7times

August 17 to October 26, 2015 S Daycare Center High level class, 3 times
Low level class, 3 times

High-level class, 2 times
Low-level class, 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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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표현하는 유형, 둘째, 소리를 표현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형별로 묶어 

분류하여 살펴본 까닭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유아가 놀이에서 어떤 형태의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는지 

파악해보고 이해해보는 과정이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의성

어 . 의태어는 흔히 알 수 있는 의성어 . 의태어의 형태도 보였

고 생소한 형태의 의성어 . 의태어도 나타났다. 의성어 . 의태

어 유형은 의성어 . 의태어 개념(Chae, 2003)을 바탕으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 관찰 기간 동안 나타난 의성어 . 의태어는 총 

67개였으며 Table 2와 같다. 

 

움직임 표현의 의성어 · 의태어

놀이의 가장 큰 특성은 놀이의 자유성이다. 놀이의 자유성

Table 2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in Play

Type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Example 

Type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Example 

Movement Du-duk Sound Cu-u-u-u
Movement Dol-dol Sound Yam-Yam
Movement Bingle-bingle Sound Eichwi
Movement Whik Sound Tok-tok-tok
Movement Youngcha-Youngcha Sound Bee-bee
Movement Whiyaiya Sound Eoheung
Movement Yap-yap-yap Sound Ttareung
Movement Utha-utha Sound Chu-u-u-u
Movement Whi-ing Sound Tang-tang-tang
Movement Su-u-u-uk Sound Wingwing i
Movement Du-le-le-le Shape Jjwak-jjwak
Movement Bangle-bangle Shape Ppoook
Movement Xiong Shape Pinggeul-pinggeul
Movement Piyung Shape Hureureuk
Movement Bing-bing Shape Ppyong-ppyong
Movement Syuk Shape Yorijoring
Movement Eurachacha Shape Ttak-ttak
Movement Pook-pook Shape Kkuyeok-kkuyeok
Movement Seukseuk-saksak Shape Puuuk
Movement Wheel-wheel Shape Yuck
Movement Bang-bang Shape Jju-jju
Sound Wiing-wiing Shape Toktoki
Sound Duu-duu-duu-duu Shape Byungbyung i
Sound Thang Shape Ppodok-Ppodok
Sound Tak Shape Ppiigi
Sound Keueueueu Shape Gompangki
Sound Chwijijijik Shape Usususu
Sound Eungae-eungae Shape Chokchok i
Sound Chuk-chuk Shape Chika-chika
Sound Cheol-leung Shape Donggeul-donggeul
Sound Thang-thang-thang Feeling Piyu-piyu
Sound Ya-ow Emphasis Jjan
Sound Jjeop-jjeop Emphasis Ppaeng
Sound Vroom-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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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아의 신체를 자유롭게 해주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며   

(Jeon, 2013) 놀이를 통해 상상하는 것들을 움직임으로 형상화 

할 수 있게 한다(Oh, Choi, & Jeon, 2014). 놀이에서 나타난 의

성어 . 의태어의 유형은 놀이의 가장 큰 특성인 놀이의 자유성

의 영향을 받아 움직임 및 행동을 표현하는 유형이 가장 빈번

하게 사용되었으며,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성어 . 의태

어의 독특한 특성은 유아의 움직임과 행동을 보다 구체화 시

켜주었다. 

다음 관찰 사례를 통해 움직임 및 행동을 나타내는 의성

어 . 의태어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관찰 1

인 (만 4세): (토끼를 보고 뛰어가며) 토끼야! 놀자!

여자유아들: (웃음소리) 하하하하

남자유아들: (합창하듯) 토끼야 놀자!!

남자유아1: 달려! 달려! 두둑두둑! 두둑! 달려!

남자유아들: 두둑! 두둑! 달려라! 달려!

여자유아들: 웃겨~! 달리기래! 두둑두둑!

(M 어린이집, 2015. 05. 08)

관찰 2

휘 (만 4세): 여기봐바 여기. 여기 나뭇가지로 파

현 (만 4세): 영차. 영차. 

휘 (만 4세): 내가 해볼게. 비켜봐. 영차. 영차. 

현 (만 4세): 여기 나무. 나무. 영차로 파...

(M 어린이집, 2015. 05. 11)

위의 관찰 1의 배경은 활동의 제약이 없는 넓은 공터였다. 

유아들은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 뒤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갑

자기 토끼가 사라졌고 유아들은 토끼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 다녔다. 갑자기 달리고 있던 유아 한명이 큰 소리로 “달

려! 두둑!”이라고 외쳤고 함께 달리던 유아들도 “두둑두둑”이

라고 외쳤다. 

관찰 2의 배경은 어린이집 근처 공원이었고 유아들은 바닥

에 떨어져있는 나뭇가지를 들고 흙을 파고 있었다. 그 중 남자 

2명의 유아가 개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뭇가지로 흙

을 파기 시작했다. 땅이 단단해서 흙이 잘 파지지 않자 현 는 

조금 과장된 행동을 보이며 “영차영차” 소리를 내며 흙을 팠

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휘 도 “영차영차”라는 표현과 

함께 크게 움직이며 흙을 파기 시작했다. 

위의 두 관찰 사례를 살펴보면 유아들은 자신들의 움직임 

및 행동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

했으며 유아들의 행위 및 행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소리 표현의 의성어 · 의태어

유아는 자신이 과거 들었던 소리 혹은 현재 듣고 있는 소리

를 인지하여 입으로 내뱉어 표현한다.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

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데(Roh, 

2005), 이때 유아가 들은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능력이 언어학

습 모델 중 가장 첫 단계가 된다. 때문에 유아가 소리를 표현하

기 위해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는 현상은 놀이라는 맥락 안

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놀이를 함께 구성하는 또래에게 

표현하고 싶은 소리의 형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의성어 . 의

태어를 사용했다. 

다음 관찰 사례들을 통해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 . 의태어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관찰 3

승 (만 5세): 어? 모야? 모가 휙 날라 갔어!

현 (만 4세): 어? 어? 모가?

휘 (만 5세): 방금 위잉위잉 했잖아. 위잉위잉.

현 (만 4세): 진짜? (궁금한 듯이) 어디? 어디? 어디서 윙

윙했어?

(M 어린이집, 2015. 05. 08)

관찰 4

대 , 규 (만 4세):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다.)

우 (만 4세): (퍼즐 시계를 3시에 맞추며) 땡땡땡! 땡땡

땡! 울립니다. 땡땡땡!

대 (만 4세):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어? 괴물 없는데?

우 (만 4세): 아니 땡땡땡이라고!

대 , 규 (만 4세): 아...(퍼즐 시계를 쳐다보며 알겠다는 

듯)

(M 어린이집, 2015. 06. 08)

관찰 3의 놀이 상황은 유아들이 바깥 공터에서 돗자리를 깔

아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디선가 파리가 나타났는지 

승 이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파리가 나타났다

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의식하고 파리를 표현하기 위해 “위잉

위잉”이라고 또래 유아들에게 표현했다. 함께 놀이를 하던 또

래 유아 역시 “위잉위잉”이라고 파리를 표현한 의성어 . 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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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이해하곤 “어디서 윙윙했어?”라고 묻는다.

관찰 4는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유아들이 테이블에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대 , 규 과 함께 퍼즐 놀이를 하고 싶어 주위

를 맴돌던 우 는 퍼즐 시계를 손에 들고 옆에 앉는다. 우 은 

혼자 퍼즐 시계의 시계바늘을 돌리더니 시계가 정각에 울리는 

소리를 냈다. 우 의 “땡땡땡”은 시계를 뜻하고 있었으며 대

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땡땡땡”이 시계를 뜻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유아는 과거 자신이 들었던 소리와 소리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은 소리

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의성어 . 의태어의 특성 중 하나이

다. 의성어 . 의태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유아의 언어표

현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형태 표현의 의성어 · 의태어

만 3–5세 사이의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과거 보았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능력은 유아가 이해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의 양이 점

점 늘어나게 되는데, 맥락화된 언어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탈맥락화된 언어로 정교하게 나타난다(Pence & Justice, 

2009/2010). 특히 유아는 추상적인 형태와 과거 경험을 통해 

습득했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놀이를 통해 재현되었다. 

다음 관찰들을 살펴보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의

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관찰 5

민 (만 4세): (경 에게 그릇을 보이며) 자 라면먹자!

경 (만 4세): (라면 먹는 흉내를 내며) 후루룩 쩝쩝 후루

룩! 후루룩 쩝쩝쩝!

송 (만 4세): (그릇을 가리키며) 이거 라면! 민 아 라면

은 이게 라면이야 라면!

민 (만 4세): (송 가 가리킨 곳으로 경 가 가려고 하

자) 안돼! 가는거 아니야!

(M 어린이집, 2015. 06. 08)

관찰 6

대 (만 4세): (솔방울을 양발로 밟으며) 너무 딱딱해. 딱

딱하다구!

송 (만 4세): (대 의 한팔을 잡아준다)

대 (만 4세): (솔방울을 한발씩 밟으며) 에잇!!

송 (만 4세): (한 발을 크게 들더니 솔방울을 내리치며) 

요걸 탁!

대 (만 4세): 한번에 탁!

우 (만 4세): 한번에 탁! 이렇게 탁!

우 , 송 (만 4세): 하하!! 에잇! 딱딱해! 딱딱하다구!

(M 어린이집, 2015. 06. 15)

관찰 5의 “후루룩 쩝쩝”은 라면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

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관찰 도중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

들의 놀이에서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는 현상이 자주 목격

되었는데 이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위의 관찰 5에서 사용된 “후루룩 쩝쩝”

을 따로 살피면 소리를 듣고 파생된 형태로 보이지만, 유아들

이 놀이에서 라면이라는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후루룩 쩝

쩝”의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였고 함께 놀이를 즐기고 있는 

유아 또한 사용된 의성어 . 의태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들이 상상 속 형태를 표현하기 위

해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관찰 6 역시 사물의 성질에 대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딱

딱” 혹은 “딱딱해.”라는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였다. 기본

적으로 의성어가 소리라면 의태어는 소리의 모방과는 관계없

는 양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립된 상징어로(NIKL, 

1999), 단어를 복합시키거나 접사를 붙여 파생시키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의성어 . 의태어의 독특한 특성이(Chae, 2003) “딱

딱해.”라는 단단한 성질의 양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하

다, -해, -했다’는 파생접미사로 ‘딱딱’ 뒤에 ‘-해’의 파생접미사

가 합해져 부사적 기능을 하는 의성어 . 의태어가 사용되었다

(You, 2003). 의성어 . 의태어는 품사를 넘나들며 우리말에서 

유일하게 유형론적으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파생접미사

에 의해 동사, 형용사로 활발하게 파생되기도 하고 문장에서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로 기능하기도 한다(Chae, 2002). 따라

서 위의 관찰 6에서 사용된 “딱딱해.”는 유아들이 생각했을 때 

솔방울이 밟아도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다고 생각

했으며 그 성질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딱딱해.”라는 부사

적 기능의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물의 형태 혹은 과거 자신이 보았던 형태를 

상대방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유아에게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여 의도한 바를 전달하는 유아의 놀

라운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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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이 공존하는 의성어 · 의태어

유아들의 놀이에서 사용된 의성어 . 의태어 유형은 크게 세 가

지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유형, 소리를 표현하는 유형, 형태를 

표현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의성어 . 의태어

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 속에서 신체를 움직이며 서로 관

계를 맺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연속적인 

반응 속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은 Max van Manen의 생활세계 

실존체인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의성어 . 의태어의 유형은 실존적 근거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van Manen, 1990). 자료 분석 작업을 통해 드러난 참여자들의 

놀이 속에서 실존적 근거인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을 통해 의

성어 . 의태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공간성과 신체성의 공존

공간은 놀이가 이루어지는 주 무대로서 공간의 크기는 놀이를 

동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정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공간

의 크기만으로 동적인 놀이와 정적인 놀이가 구분되어 나타나

지는 않았지만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은 유아들의 움직임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는 요소임에는 분명했다. 놀이에서 공간

과 신체는 함께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였고, 의

성어 . 의태어 유형 또한 이 둘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모습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음 관찰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관찰 7

예 (만 5세): (꽃밭 주위를 돌며) 빙글빙글!(점점 소리가 

커진다.) 돈다구~!

시 (만 4세): (예 이를 따라 돌며)돈다.. 돈다... 빙글빙

글 빙글빙글

현 (만 5세): (한 바퀴 돌고 멈추며) 어...아니야. 토끼가 

아니잖아.

예 (만 5세): (천천히 꽃밭 주위를 돌면서) 우리는 빙글

빙글 돌고 있어. 토끼를 찾아서.

현 (만 5세): 아니! 토끼 여기 없잖아! (짜증 섞인 목소리)

(M 어린이집, 2015. 05. 08)

유아들은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바깥 놀이 활동 

중이었다. 큰 공터가 있었고 그곳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

었다. 큰 공간 속에서 유아들의 신체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고 움직임 또한 자유로웠다. 큰 공간 속 놀이 상황은 유아

들의 신체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고 움직임 또한 컸

다. 의성어 . 의태어 사용 역시 큰 공간에서의 신체의 움직임으

로 인하여 움직임을 표현하는 유형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공간성과 신체성이 함께 공존하여 영향

을 받아 의성어 . 의태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간성과 관계성의 공존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유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가 

발생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놀이 속에서 특정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놀이 관계를 맺는 유아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Jeon, 2013). 공간의 의미가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으며 놀이를 진행할 수 없는데, 공

간과 관계는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공유 받으면 공존하게 된

다. 이때 의성어 . 의태어는 놀이 과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존재로 공유된다.

다음 관찰을 통해 공간에 의미가 부여되고 관계가 맺어지

는 과정 속에서 의성어 . 의태어가 소통하는 매개체로 작용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관찰 8

경 (만 3세): (자리에 앉아 아기 인형을 앞뒤로 흔들면

서) 우리 애기! 쭈쭈먹는 애기야. 쭈쭈 먹을까? 아니아니 

지 이보다 작은 애기!

지 (만 3세): (갑자기 경 에게 관심을 보이며) 오... 애기 

얌얌하지마! 얌얌하지마! (경 가 안고 있는 아기 인형에

게 그릇을 주면서)

경 (만 3세): 이거 애기 그릇이야?

지 (만 3세): (호들갑스런 말투로) 오!! 뜨거! 뜨거! 뜨거

워요! 뜨겁다구요.

경 (만 3세):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진짜 아기니깐.

(S 어린이집, 2015. 08. 17)

관찰 8에서의 공간은 역할놀이영역으로 유아들에게 이 공

간은 집이 되었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

에서 집이라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쭈쭈”라는 의성어 . 의

태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

으며 놀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함께 놀이가 공유된다는 뜻

이기도 하다. 함께 공유된 공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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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 의태어는 놀이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주기도 한다. 

신체성과 관계성의 공존

신체는 일차적으로 촉각이며 촉각은 운동감각이다. 모든 감각

은 동시에 촉각이라 지칭할 수 있는 운동감각이다. 촉각은 가

장 처음 이루어지는 운동감각이다(Z. Choi, 2009). 이처럼 촉각

을 시작으로 움직임이 시작되고 신체 움직임의 수반은 당연하

다. 그리고 놀이 관계는 이러한 움직임의 반응에 따라 맺어진

다. 움직임의 활동량과 놀이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공존되느냐

에 따라 의성어 . 의태어 또한 영향을 받으며 나타났다. 큰 움직

임을 요구하는 놀이에서는 대부분 남자 유아들이 놀이를 공유

하며 관계를 맺었고, 반대로 작은 움직임을 요구하는 놀이에서

는 여자 유아들이 놀이를 공유하며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성어 . 의태어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관찰 9

성 (만 4세): 못간다! OOOOO(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 

피유우웅!

민 (만 5세): 나 갈거야!

성 (만 4세): 못간다!! OOOOO(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 피유우우우웅! (포즈를 취

하며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민 (만 5세): 나 갈거라구!(성 를 뿌리친다.)

성 (만 4세): 물리치자! 포스~~~~ 얍! 얍! 얍! (민  앞을 가

로막으며)

민 (만 5세):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으....으으으....

성 (만 4세): (놀랐는지 멈칫하고 민  팔을 잡는다.)아.. 

으.. 아냐...

민 (만 5세): (성 가 팔을 잡자 더 서럽게 운다.)으아아

앙!!

성 (만 4세): (당황했는지 팔을 잡은 손을 놓는다.)

(M 어린이집, 2015. 07. 13)

관찰 9는 남자 유아들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표현하

고 있는 상황이며 애니메이션 속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의성

어 . 의태어를 사용하여 극대화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

다. 함께 애니메이션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고 놀이

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은 애니메이

션 속 캐릭터들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신체 

즉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의성어 . 의태어는 놀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놀이에서 나타난 유아 의성어 · 의태어의 의미

유아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물

음의 답은 유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

로 사려 깊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교육적 함의를 고찰

하는데 있다. 유아가 놀이 속에서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생각과 사고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과정들은 단순

하게 많이 사용되는 언어형태로만 예측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

었다. 의성어 . 의태어의 독특한 특성들인 함축성, 은유성, 반복

성, 유연성, 개인적인 표현의 폭이 넓게 허용되는 특성들이(S. 

B. Bae & Park, 2012; Chae, 2002; You, 2003) 놀이 속 유아의 언

어를 매끄럽게 해주었고, 언어를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언어로 쏟아내게 해주었다. 

놀이가 점차 견고하게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성

어 . 의태어는 윤활유, 확장제, 기폭제 같은 무엇을 첨가하여 

본 성질의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다음

은 의성어 . 의태어가 놀이에서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놀이 속 언어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의성어 . 의태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유연성(Chae, 2003; 

Saussure, 1983/1990)은 놀이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끄러

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놀이에서 일

어나는 의사소통이라는 현상은 논리적인 모습과 비논리적인 

모습이 혼용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의성어 . 의태어는 유연한 

모습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쳤다. 놀이 전개 과정에서 의

성어 . 의태어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함께 놀이를 공유하는 

상대방과 생각과 느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매끄러

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의성어 . 의태어가 갖고 있는 

유연성이라는 특성은 기계에 마찰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줄이

거나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용

되는 물질인 윤활유(Lubricating oil; Doosan Corporation, n.d.) 

같은 첨가제 역할이 되어주었다. 다음 관찰을 살펴보면 의성

어 . 의태어의 유연함으로 놀이가 매끄럽게 흐르고 있는 상황

을 살펴볼 수 있다.

관찰 10

지 (만 5세): (청진기를 그림책에 대고) 흠..멜랑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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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약이 필요하군요... 

예 (만 5세): 약 여기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를 

흉내내며) 

지 (만 5세): 자 아시겠죠? 이러다 비틀거려요. 약이요! 

잘 먹어야합니다! 꼬박꼬박

지 (만 5세): 아니!!! 뭐요? (무언가에 놀라는 듯한.. 상대

는 의자) 

예 (만 5세): 후다다닥!! 여기습니다. 

지 (만 5세): 비틀비틀하면 안되요. 빨리 빨리 일어나야

죠! (의자를 쓰다듬는다.)

예 (만 5세): 약을 다시 지어야겠어요. (약을 다시 병원

놀이 가방에 주워 담으며)

(M 어린이집, 2015. 07. 13)

위의 관찰 상황을 살펴보면 유아들이 의성어 . 의태어를 매

끄럽게 사용하여 놀이를 완성해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관찰 10의 놀이 상황에서 사용된 “비틀비틀”, “꼬박꼬박”은 반

복형에 속하는 의성어 . 의태어다. 의미상 복수성, 계속성, 반

복성 등을 표현하는 의성어 . 의태어로(Chae, 2003) 예를 들어 

‘비틀거리다’가 일회적 동작이라면 ‘비틀비틀 거리다’는 반복

적 동작을 가리키며 뜻을 더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신의 동작을 확장시키며 상대방에게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

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유아들의 모습에서 유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의도를 의성어 .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통해 놀이가 매끄럽고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놀이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의성어 . 의태어라는 언어 형

태는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막힘없이 유연하게 

놀이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것은 바로 놀이를 지속

시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첨가제 같은 윤활유의 모습으로 

의성어 .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놀이 속 언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확장제

의성어 . 의태어는 놀이를 풍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원

천이 되어 액체 또는 고체의 표면에 소량의 액체 방울을 얇

은 피막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인 확장제(Sehwa on the 

Editorial Department, 2001) 같은 역할을 하였다. 유아의 표현

에 의성어 . 의태어를 덧입힘으로써 놀이 구성이 보다 풍성하

게 만들어지는 현상을 관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본래 언

어가 갖는 정의는 해석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의성

어 . 의태어는 공감각적으로 용법을 넘나들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의 묘미를 엿볼 수 있다(Chae, 2003). 하나의 의성어 . 의

태어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것은 언

어를 풍부하게 하고 그 풍부함이 놀이 또한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다음 관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찰 11

하 (만 3세): 라면 주세요.

경 (만 3세): 네~ 라면이요! 잠시만요. 쓱쓱 싹싹! 쓱쓱쓱 

싹싹싹 (칼질하는 행동을 하며) 보글보글 맛있겠다! (냄

비에 라면 넣는 행동을 하며) 자 라면이요!

하 (만 3세): (건네받은 그릇을 받아들고) 후루루룩, 쩝

쩝. 후루룩! 맛있다! 

(S 어린이집, 2015. 08. 17)

관찰 11 속 유아들은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놀이가 시작되

면서 유아들은 아무 말 없이 부지런히 소꿉놀이 장난감을 바

닥 한 곳에 모았다. 모아진 소꿉놀이 장난감을 잘 정돈하고 누

가 먼저랄 것 없이 하 가 “라면 주세요.”라고 놀이를 시작한

다. 경 도 놀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잠

시만요.”라고 대화를 이어간다. 경 는 칼질하는 행동을 하며 

“쓱쓱싹싹”이라는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는데 자신의 행동

을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였다. 칼질하는 행

동이 끝나자 빈 장난감 그릇에 라면을 넣는 행동을 하며 “보글

보글”이라는 의성어 . 의태어를 사용하는데 라면이 맛있게 되

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위의 관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성어 . 의태어는 풍

부한 표현으로 유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놀이 또한 풍성하고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의

성어 . 의태어가 갖고 있는 은유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 언어

를 풍부하게 만들고 놀이를 확장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놀이 속 언어 상상을 폭발하게 하는 기폭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행위는  창조적  행위

(Vygotsky, 1930/2014)로 불리며 아동은 자신이 겪었던 것을 단

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것 느낀 것을 새

롭게 나타내며 이것은 창조적 행위에 기반을 둔다. 놀이 속에

서 유아는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자유자재로 놀이를 만들어

내는데 이때 의성어 . 의태어는 유아가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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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상상 속 이야기를 표현할 때 나타나

는 의성어 . 의태어는 유아들의 세계에서 새롭게 만든 말로 독

창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이것은 의성어 . 의태어의 신조어라

는 범주에 속하며 개인이 자체적으로 신조어를 만든다 하더

라도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넓게 허용되는 특징(Chae, 

2002; Im, 2015)으로 유아들이 새롭게 만든 말이더라도 사회

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음의 관찰을 통해서 유아가 어떻게 새롭게 언어를 만들

어내는지 유아의 유능하고 창조적인 면모가 유감없이 발현되

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관찰 12

도 (만 4세): 우리 기린 촉촉이 만들자.

승 (만 4세): 기린 촉촉이?

도 (만 4세): 응 기린 촉촉이. 완전 작은 기린 촉촉이 만

들거야. 

승 (만 4세): 응 그래!!

도 (만 4세): 기린 촉촉이! 넌 모만들거야?

승 (만 4세): 나도 기린 촉촉이! 아니다! 난 뱅뱅이 만들

거야.

도 (만 4세): 뱅뱅이 만든다고? 흠....

승 (만 4세): 응 너도 뱅뱅이 만들어서 가지고 놀자!

도 (만 4세): (자신이 만들고 있는 블록을 잠시 보더니)

그래! 뱅뱅이 만들어서 가지고 놀자.

(S 어린이집, 2015. 09. 14)

위의 관찰에서 나타난 의성어 . 의태어는 유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다. “촉촉이”라는 표현은 과거 유아들이 수업

시간에 기린이 침을 많이 흘린다는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의성어 . 의태어다. 또한 “뱅뱅이”라는 의성어 . 의태어 역시 

유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인데 무언가가 돌아가는 모

습에 만들어진 의성어 . 의태어다. 이처럼 유아들이 새롭게 만

들었지만 그 뜻이 함께 통용되고 있기에 “촉촉이”와 “뱅뱅이”

는 신조어라는 새로운 언어가 창조되었는데, 약간의 충격이나 

마찰, 감전으로 쉽게 발화하여 작약이나 폭파약을 폭발시키는

데 쓰이는 화약을 뜻하는(NIKL, 1999) 기폭제 같이 언어 상상

을 폭발하게 해주었다. 놀이 속에서 상상한 것을 의성어 . 의태

어로 표현하며 상상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유아

들의 사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언어는 그들만의 문화 안

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사회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는 의성어 . 의태어가 갖고 있는 특성 중 사회성을 획득할 수 

있는 특성으로 유아들의 언어 상상을 폭발하게 해주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의성어 . 의태어가 유아 언어 사용의 50%를 차지한

다는 선행연구(Y.-T. Kim et al., 2014)를 기반으로 유아들의 놀

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의성어 . 의태어가 유아 언어 사용에 어떤 의미

를 갖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의성어 . 의태어가 유아 

언어 사용에 중심이 되어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논의를 제시한다. 

첫째, 놀이 상황에서 사용된 의성어 . 의태어는 크게 세 가

지 유형으로 첫 번째 움직임을 표현하는 유형, 두 번째 소리를 

표현하는 유형, 세 번째 형태를 표현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의성어 . 의태어 개념(Chae, 2003)을 토대로 분류한 위의 유형

들은 놀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인 자유로움(M. Y. Sung, 

2014)이 바탕이 되어 신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방안, 사물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안으로 의성

어 . 의태어를 사용하였다. 관찰을 통해 살펴본 의성어 . 의태

어는 그림책, 동요, 애니메이션 등의 다매체에서 표현된 예측 

가능한 형태(Chae, 2003)와는 다른 형태였으며 기존에 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언어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사용하는 의성어 . 의태어 형태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성어 . 의태어 자료들은 

유아와 관련된 다매체에서 적극 활용하여 기술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기본적인 주

제들인 공간과 신체 그리고 시간, 타인 혹은 사물과의 관계라

는 네 가지 실존적 근거(van Manen, 1990)들은 의성어 . 의태어

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위의 

실존적 근거를 토대로 공간, 신체, 관계는 하나의 그물망에서 

서로 영향을 받으며 유아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유아의 움직임을 동적 혹은 정적으로 만들

어주었고 유아들의 관계 또한 소그룹과 대그룹으로 결속시키

는 힘이 되었다. 즉 의성어 . 의태어가 갖고 있는 공감각적 언

어 표현 특징(Chae, 2003)이 위의 생활세계의 변화(van Manen, 

1990)에 반응하며 존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놀이라는 생

활세계만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은 의성어 . 의태어의 

존재 모습 또한 놀이가 갖는 자유로움이라는 특징에 국한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학습 공간 생활세계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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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속 생활세계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 관찰 탐구가 이루어진

다면, 유아의 언어 발달에 의성어 . 의태어가 언어 습득 빈도를 

높이므로(S. B. Bae & Park, 2012) 유아 교육 측면에서 언어 발

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성어 . 의태어의 유연한 특성, 공감각적 특성, 표현

의 제한이 없는 특성들은 유아가 다채롭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S. B. Bae & Park, 2012; Chae, 2003; You, 2003). 

문법체계라는 틀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아에게 의성어 . 의태

어는 생각과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

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유아 언

어가 풍부해짐으로써 놀이 자체 또한 풍부해졌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동적인 학습

자가 아닌 능동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유능한 유아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의성어 . 의태어 사용 독려는 유아의 언어 능

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끊임없이 상상

의 세계가 펼쳐지는 놀이 속에서 유아들은 상상 공간을 창조

해냈고, 상상에서 존재하는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유아들은 놀

이를 공유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성어 . 의태어가 유아들

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

아들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은 감각적 경험 즉 놀이 경험과 언

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S. B. Bae & 

Park, 2012) 한국어 수준과는 관계없이 충분한 소통이 가능하

다(Y.-B. Choi, 2013)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성어 . 의태어

는 윤활유, 확장제, 기폭제 같은 무엇을 첨가하여 본 성질의 것

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의 첨가제가 되어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자면,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두 곳의 어

린이집 중 M 어린이집에서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이 더 풍부하

게 나타났는데 어떤 차이로 인한 까닭인지 밝히는 것은 어려

움이 있었다. 두 곳의 연구 환경과 조건이 각각 달랐고 연구문

제를 토대로 분석된 코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 두 곳의 연구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 환경 설계를 최대한 

비슷하게 한 후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을 살핀다면 그 차이의 까

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 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둘째로 이 연구는 놀이 상황이라는 연구 배경에만 초점

이 맞춰져있어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의 의성어 . 의

태어 사용은 살피지 못했다. 하지만 의성어 . 의태어가 성인과

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Jang, 2015) 교사가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

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셋째로 의

성어 . 의태어 사용 연령을 유아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는데, 영

아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다

는 점에서 아직 언어표현이 미흡한 영아의 의성어 . 의태어 사

용이 영아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 연

구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유아의 의성어 . 의태어 사용을 살핌

으로써 유아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실제 유아들이 사용한 의성

어 . 의태어가 기존의 그림책, 동요, 애니메이션 등의 기성품처

럼 비슷한 의성어 . 의태어 유형들을 벗어나 색다른 모습들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좀 더 풍부한 매체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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