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의 조기 발달은 여정입니다. 이 발달지표  
지도를 사용하여 여정 중에 관찰할 발달지표를  

확인하세요. 

생후 4년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님용

아이의 
발달지표를 
확인하세요

영유아기에 아이의 여정에는 놀고, 
배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관한 
많은 발달지표가 포함됩니다. 

아이에게서 관찰할 발달지표에 대해 
알아보려면 안쪽을 보세요. 이 발달지표에 
관하여 아이의 의사와 상담하세요. 

발달지표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다른 
아이에 비해 도달이 늦다면 발달지체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1-800-232-4636
“징후 감지. 조기대응.” 부모용 무료 키트를 
요청하시거나 거주 지역의 서비스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얻으세요. 

아이의 발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다음을 방문하세요:

www.cdc.gov/ActEarly
또는 전화:

기다리지 마세요. 
조기 대응은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의사가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위해 의사에게 전문의 
진료 의뢰를 요청하고 1-800-232-4636
으로 전화하여 거주하시는 주의 조기 아동 
프로그램 연락처를 문의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아이의 발달이 걱정되신다면 아이의 
의사에게 이야기하세요. 

징후 감지. 조기 대응. 

징후 감지. 조기 대응. 

www.cdc.gov/ActEarly
1-800-232-4636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발달지표는 다음 저작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Caring for 
Your Baby and Young Child: Birth to Age 5 (AAP, 2009) 및 Bright 
Futures: Guidelines for Health Supervision of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AP, 2008). 

미국 보건복지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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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리를 흉내 낸다

q 도움 없이 앉기  
 시작한다

q  다른 사람, 특히 부모
님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q  이름을 부르면  
반응한다

q   옹알이를 할 때  
모음을 연결하여  
말한다(“아,” “에,”  
“오”)

q   머리를 흔들어 “아니요”라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는 등 
간단한 제스처를 사용한다

q  제스처를 따라 한다
q  말로 간단한 
 요청을 하면  
 반응한다

q   인형에게 먹이는 등  

간단한 시늉을 한다

q  흥미로운 것을 가리켜

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다

q  “마마”와 “다다” 
라고 말한다

q   일상 용품의 용도를 

안다. 예: 전화기, 

칫솔, 숟가락
q 2-4단어로 문장을  
 말한다

q  다른 아이와 함께  
있으면 신이 난다

q   어른과 친구의 
행동을 따라 
한다 (예: 다른 
아이들이 
달리면 같이 
달린다)

q  물건을 잡고  
 일어선다

q 명칭을 말하면  
 물건이나 그림을  
 가리킨다

아이의 조기 발달은 여정입니다
아이가 도달한 발달지표에 체크 표시를 해두고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발달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 발달지표들은 관찰해야 할 중요한 여러 발달지표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다 상세한 연령별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면 www.cdc.gov/ActEarly 를 
방문하거나 1-800-232-4636 으로 전화하세요. 

q   간단한 지시사항을 
 따른다

q  공을 찬다

q  2-4개의 신체 
부위가 있는 
사람을 그린다

q  협동하여  
놀이를 한다

q   혼자보다는 다른  
아이와 함께  
놀려고 한다

q 이야기를 한다

q   깡충 뛰고 한  
발로 최대 2초간  
서 있는다

여기서 시작q3

q   몇 개의 간단한  

단어를 말한다

q 스스로 걷는다

q   인형, 동물, 사람과  
흉내 내기 놀이를 한다

q  친구에 대한 애정을  
자발적으로 표현한다

q   2-3개의 문장을  
사용하여 대화를  
이어나간다

q 잘 기어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