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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Language sample analysis has been the “golden standard” in language assess-
ment for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pinions of SLPs on their experi-
ences with children’s language analysis and to find alternatives that could make the analy-
sis more useful and robust. Methods: Eight SLPs with experience in language sample anal-
ysi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on the needs, implementation, and obstacles of 
language sample analysis in child language evaluation and interven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individually with the first researcher based on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and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nd coded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ults: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by transferring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2 topics and 8 sub-themes were derived for the current state 
of utterance analysis, and 4 topics for the alternatives to utterance analysis and 11 topics 
accordingly. Conclusion: All experts recognized the need for utterance analysis, but noted 
that there were practical difficulties in conducting utterance analysis in clinical settings. In 
order to properly realize the value of speech analysis in children’s language evaluation, 
three things need to be developed; systematic sampling procedures, objective analysis us-
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and norms and criteria through accumula-
tion of sufficient language sample data for various age groups. 
 
Keywords: Language sample analysis, Child language, Qualitative research, Natural lan-
guage processing,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언어표본분석(language sample analysis)은 오랫동안 연구자나 

임상가들에게 표현언어능력을 평가하는 표준(golden standard) 절

차로 여겨져 왔다(Bloom & Lahey, 1978; Miller, Andriacchi, & 

Nockerts, 2016; Miller, 1981). 국내외 언어장애의 평가에 관한 교재 

및 문헌들에서도 발화를 유도하고 수집하는 방법이나 의미, 구문, 

화용영역의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고 언어발달장애 등의 과목에서 발화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과 실습을 거치게 된다. 임상실습에서도 발화 분석을 실

시하여 보고서 양식은 이러한 발화 분석을 염두에 두고 영역별로 

공식검사 결과와 더불어 발화를 분석한 내용, 행동 관찰 사항을 차

례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Kim, 2014; Nelson, 2009; Paul & No-

bury, 2012). 

언어표본분석은 비공식적 절차라는 점, 규준에 의한 상대적 비

교보다는 연령이나 발달에 따른 준거 수행 여부를 관찰하고 기술

하는 평가라는 점, 또 탈맥락적인 언어검사들과는 달리 비교적 자

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언어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

식적 절차인 표준화 검사와 자주 비교되어왔다. 발화 분석과 함께 

주요 언어평가 절차 중 하나인 표준화 언어검사도구에 대해서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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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확도(민감도와 특이도) 문제나 표본(sample) 구성에서의 언어

적, 문화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Betz, Eickhoff, & 

Sullivan, 2013; McCabe & Champion, 2010). 이에 비해 언어표본

분석은 대표성 있는 표본 수집만 가능하다면 자연스러운 상황에

서 대상자의 언어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는지 등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고 보고되었다(Sticker, 1987). 또, 다른 비공식 평가 절차인 보호자 

면담이나 역동적 평가에 비교해서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의 

실제 언어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Paul & 

Norbury, 2012).

어떻게 하면 대표성 있고 자연스러운 발화 표본을 구할 수 있는

지 표본 수집 과제나 분석 절차, 발화 샘플의 크기, 대화 상대방 같

은 발화 표본 수집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왔다. 발

화 수집 과제로는 대화와 이야기/내러티브 산출 과제, 설명하기 과

제, 그림 기술하기 등의 과제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하나의 과제

가 다른 과제에 비해 낫다고 보고되기 보다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

라 적절한 과제를 적용하거나 복수의 과제를 선택하는 것이 권고되

었다. 연령 별로는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내러티브 과제가 유용하

고, 설명하기(expository) 과제가 복문산출 기회가 많아 학령기 이

후 연령에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Nippold et al., 2014; Scott & 

Winsor, 2000). 발화 길이로는 전통적으로는 100개 발화나(Scar-

borough, 1990), 50개 발화(Owens, 2014; Yoon, Kim, Kim, Chang, 

& Cha, 2013)가 어휘나 구문을 살펴보기에 타당하다고 보고되기

도 하였으나 좀더 짧은 샘플로도 양호한 분석 신뢰도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다(Heilmann et al., 2008). 

의사소통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간혹 언급되는 몇몇 발화 수집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주로 언어재활사가 

스스로 고안한 발화 수집 절차로 발화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에서는 LARSP (Language Assessment Remediation 

and Screening Procedure; Crystal, Fletcher, & Garman, 1989), 

DSS (Developmental Sentence Scoring; Lee, 1974), IPSyn (Index of 

Productive Syntax; Scarborough, 1990), SUGAR (Sampling Utter-

ances and Grammatical Analysis Revised; Pavelko & Owens, 2017) 

등의 다양한 표준화된 발화 수집 및 분석 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발화 분석 체계를 컴퓨터화한 프로그램들도 보편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데 SALT (Systematic Analysis of Language Transcripts; 

Miller & Iglesias, 2015)나 CL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

sis; MacWhinney, 2000)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컴퓨터 언

어 분석 프로그램들은 발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규준이

나 분석법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환경 전체를 기록하고, 양육자의 말

과 아동의 발성, 대화 차례, 심지어 TV 등을 구분하여 전사, 측정할 

수 있는 LENA (Language Environment Analysis system; Xu, Yap-

anel, Gray, & Baer, 2008)가 상용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컴퓨터 언

어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KCLA (Pae, 2000)가 개발되었

으나 널리 사용되진 못한 상태에 있다가 최근 KLA (Korean Lan-

guage analysis)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으나 상용화되지는 않은 채 

일부 연구에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Ha, Seol, So, & Pae, 2016). 

언어발달이나 장애 연구에서는 의미(Song et al., 2015), 구문(Fin-

estack, Rohwer, Hilliard, & Abbeduto, 2020; Han & Yim, 2016), 상

호작용(Yim, Park, Cheon, Lee, & Lee, 2015), 조음 등 각 영역별로 

발화표본분석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정작 언어치료 임상현장

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이 몇몇 현

장 설문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연구에 따라 임상가들이 발화 분

석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큰 편차를 보였다. 취학 전 아동을 

주로 치료하는 미국의 언어임상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Kemp와 

Klee (1997)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발화 분석을 실시한다고 보

고하고 15% 정도만 평가에서 언어표본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Pavelko, Owens JR, Ireland 그리고 Hahs-Vaughn 

(2016)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학교 근무 언어재활사들은 67%가 

사용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들이 연간 분석하는 발화 표본의 수

는 대부분 10개 미만이라고 대답하였다. 발화 분석을 실시하지 않

는 이유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컴

퓨터 자원 부족, 전문성 결여, 금전적 제약 등을 꼽았다(Kemp & 

Klee, 1997). 또, 발화 수집 시 매우 제한적인 발화만을 수집하여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전사하고 표본을 녹화, 녹음하지 않거나 

기존의 개발, 확립된 표준화된 프로토콜보다 본인이 고안한 절차대

로 발화표본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직접적으로 복문을 유도하는 

등의 근거기반 실제에 어긋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연구에서 평가

에서 언어표본분석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참여자의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보고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평

가 절차는 표준화검사였다(Lee, Oh, Yoon, & Choi, in press). 표준

화된 검사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언어표본분석이 권고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가에서도 발화 분석보다는 표준화 언어검사

를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2). 언어 평가에서 언어표본분석

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나 문헌에서 이견 없이 언급되어 왔고(Evans, 

1996), 특히 언어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아동 대상 평가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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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과정에서는 발달을 확인하고 중재에 따른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발화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 

언어표본분석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는 언어치료 임상가들이 발화 분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제 실시하고 있는지, 그 과정

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언어장애 사례에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들

을 대상으로 언어표본분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현재 임상

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그에 따른 어려움, 발화 분석 관련한 요

구나 개선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언어재활사들의 발화 분석 경험이나 인식에 대하여는 아직까

지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분야에 대해 

실제적인 탐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Strauss & Corbin, 2001). 사용현황이나 문제를 단편적으로 묻고 

응답결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면담 자료 분석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나 문제들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혹시 있을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해하고 그 원인이나 대안을 깊

이 있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언어평가와 발화 분석에 대한 직접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들

을 대상으로 언어표본분석의 의의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고, 언어치료 현장에서 언어표본분석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으

며, 이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발화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발화 분석에 대한 어려움들이 서로 어

떤 관련을 맺고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가능한 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봄으로써 이후 양적, 실증적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면담 참여자

본 연구는 아동언어장애 치료 전문인 언어재활사 8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언어재활사의 경우는 언어병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

하고 있는 1-2급 언어재활사로, 언어치료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아동언어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아

동을 대상으로 평가와 중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에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아동 언어를 평가한 경험이 

3사례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였다. 연구자는 조건을 만족하는 언어

재활사를 직접 섭외 혹은 주변을 받아 연락하였으며 이중에 최종 8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력이 학부 졸업부터 박사까지, 경력은 2

년부터 20년까지 다양한 치료사를 섭외하였다. 이 중 2명은 10년 이

상의 치료 경력 후에 대학교에서 언어 분석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

이었다. 면담 질문 선정을 위해 예비 면담에 참여한 1명을 제외하고 

선정된 8명의 전문가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절차

면담 질문지 작성

먼저 자발화 분석에 대한 설문이나 현황연구 등 관련된 선행연

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1차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1차

적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3명의 공동연구자가 모여 유사한 

항목을 통합, 조정하고 전환 질문을 보강하였으며 발화 분석 현황

에 대한 질문을 추가 보완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

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항목은 대상자의 자격

증 현황, 근무 현황 및 주 담당 사례 등의 기본정보로 시작하여 본

격적인 면담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질문 항목으로 사례 특성, 진

단 · 평가 및 중재 비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 및 비공식 평가 절

차들의 장단점을 포함하였다. 이후 핵심질문 부분에서는 영역/연

령/장애 별 평가 내용, 발화 분석 실시 현황과 어려움 및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요구사항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화 분

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과 해외나 국내에서 실시되

고 있는 컴퓨터 언어분석 시스템에 대한 사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후 1명의 언어재활사에게 1차로 

개발된 질문지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질문의 내용과 면담 방법에 

대하여 피드백을 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논의하여 질

문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

 

면담 실시 및 기록

대상자 면담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하였다. 면

담은 제1 연구자가 모두 실시하였고, 면담 대상자의 직장을 방문하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No. Degree Certifi-
cate level Gender Age  

(yr)
Clinical 

career (yr) Work setting

S1 Master’s 1 F 45 20 Private center/hospital
S2 Master’s 1 F 40 12 Private center
S3 Master’s 1 F 49 23 Private center
S4 Bachelor’s 2 F 26   2 Private center
S5 Doctoral 1 F 44 20 Hospital
S6 Doctoral 1 F 44 22 University
S7 Doctoral 1 F 43 15 University
S8 Master’s 1 F 28   4 Hospital

y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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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하거나 근처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작 

전 대략적인 질문 내용과 주제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면담 대상자

가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

았다. 면담 시간은 총 1시간 30분-2시간 정도였으며, 20-30분간의 

라포형성을 위한 시간을 제외한 순수 면담 시간은 1시간-1시간 30

분 정도였다. 면담 시 면담 대상자의 동의 하에 면담 내용을 Apple 

Iphone 6의 녹음 앱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 내용은 면담을 

실시한 이후 3-5일 이내에 전사하였으며, 완성된 전사본을 분석한 

후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추후 확인 면담 과정을 거쳐 결과를 정

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면담 내용이 11 point 줄간격 

160%로 정렬하였을 때 A4 용지 약 107장으로 전사되었다.

자료분석

전사된 자료는 질적 분석 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의 연속적 비

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따라 부호화(coding)하였

고, 부호(codes)들 간의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 범주와 주제를 도출

하였다(Lincoln & Guba, 1985). 

먼저 8개의 전사본 중 2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제1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코딩한 후 함께 모여 논의를 거쳐 첫 번째 

코드북(codebook)을 작성하였다. 그 다음 전사본을 첫 번째 코드

북의 코드들을 이용하여 코딩하고 기존의 코드들을 통합 또는 분

리하거나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 두 번째 코딩북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3개의 부호집이 

작성되었고, 관련된 부호들을 범주로 묶고 범주들을 다시 묶고 분

류하여 발화분석 현황에 대하여 2개 주제와 그에 따른 8개 소주제

를 도출하였으며, 발화 분석에 대안에 대하여 4개 주제와 그에 따

른 11개 소주제를 도출하여 총 6개의 주제와 19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 도출과정에서 새로이 중요성이 부각된 질문 내용에 대해 일

부 면담 대상자들에게 추후 온라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질적 분석

이 모두 끝난 후,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1명의 면담자에게 확인 면

담을 실시하였다. 확인 면담의 대상자는 결과 요약 보고서에 중요

한 사항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없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 절차에 관련하여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아동언어장애 평가 경험

이 많은 언어재활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학력과 경력

의 언어재활사들을 면담자로 섭외하였다. 둘째, 제1 연구자가 모든 

면담을 실시하고 모든 연구자가 함께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이 각자 2-3명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뒤 모여 

공통되는 키워드와 코드로 1차 코딩북을 작성하였고 이후 3차례

의 온 ·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최종 코딩북을 제작하였다. 셋째, 면

담 내용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추후 확인하여 연구

자들의 주관적 해석의 위험을 피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Mexwell, 2004).

연구결과

질적 연구 분석 절차를 거친 자료들에서 발화 분석의 현황에 대

하여 2개 주제와 그에 따른 8개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발화 분

석에 대안에 대하여 4개 주제와 그에 따른 11개 하위 주제로 정리하

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발화 분석 실시 현황

발화 분석의 필요성 인정

면담 참여자들은 대체로 발화 분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

다. 다만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 절차로는 표준화 검사도구

를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양육자에게 아동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중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질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발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표준화 검사의 한계 보완

전문가들은 표준화 검사가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검사도구로 양

육자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언급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언어평가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언

급하였다. 덧붙여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기 표준화 언어 검사도구들

의 규준이 너무 오래 전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 문항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검사 자체를 거

부해 버리고 아니면 이제 과제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다른 아이

들은 집에서는 자기가 익숙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져오거

나 할 수 있지만 그림을 보고 뭐 아예 포인팅을 안 하려고 한다

거나. (S1) 

·  동반 장애가 있으니까 언어 문제가... 요즘에는 시각장애 학교

에도 동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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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맹이었으니까 발화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S1)

· 우선은 요즘 아이들의 평균 또래 발달 수준이 (예전보다) 빠르

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개월 수에 실제의 아이의 또래 수준

과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안심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언어치료를 해야 하는데 결과만 보고는 ‘아 이제 언어치료를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면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치료를 선택에서 빼시는 

경우가 있으신 거 같아서. (S2)

·  단점은 그 검사 도구가 엄마들이 어디선가 평가를 언어평가

를 받아 왔는데 그 언어평가 검사 결과에 1년 이내 이렇게만 

나와도 정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보면 그 애는 분명히 정상

이 아닌데 어머님들은 다 언어평가 결과가 정상이라서 언어치

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중략) 숙련되지 않

은 치료사는 그냥 ‘얜 평가 결과가 이러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보는 거에요. (S3)

·  등가연령에서 6개월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진

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 생각하는 거죠. (S4)

· 표준화검사를 하면 꼭 해야 하는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

간을 오래 걸리지 않기도 하는데 업데이트가 너무 안되고 있

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한계는 있는 거 같습니다. 표준화 등

가연령같은 것을 계산할 때, 이 정도가 과연 진짜 차이가 없는 

건가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 같습니다. (S4)

·  예를 들어, PRES나 REVT 같은 경우에 어떤 문항이 있으면 

‘이거는 확실할까?’ 싶은 것이 그림 같은 것도 옛날 거니까. 지

금 친구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컴

퓨터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이런 컴퓨터는 아예 안 보이는 거

잖아요. 몰라도 모를 수 있으니까. (S5)

·  PRES 검사에서 이제 발화 분석하는 부분이 정말 일부이잖아

요. 의미관계 하는 검사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 대변할 수 없으니깐 그래서 오히려 자발화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의미관계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더 정확한 거 같

긴 해요. (S7)

특히 영유아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부족한 현실이

Figure 1. Themes & concepts related to current status and alternatives of langu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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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있다 하더라고 아동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 검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부모 보고의 경우 과소/과

대 평가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영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화 분

석을 조금 더 영유아 수준이라든지, 2세 전 수준 아이들한테

는 조금 더 자발화 분석에 비중을 더 두는 거 같고 그 이후의 

아이들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영유아 수준의 아이들은 발화가 없이 비구어적인 행동이 많

이 나타나니깐 조금 더 관찰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할 거 같고 

조금 더 발화 분석 비율이 많아져야 할 거 같아요. (S7)

의사소통 기능, 화용 평가 가능

영역 별로는 특히 어휘나 문법보다는 의사소통기능의 경우 표준

화 검사로는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영유아 시기 아동

들의 경우 무발화 수준이나 초기 발화기 수준인 경우 문법보다는 

기능이 중요하므로 발화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령전기

나 학령기 검사도구들도 화용이나 담화를 다루는 도구가 부족하

기 때문에 화용영역의 평가에서는 발화 분석을 좀더 비중 있게 사

용한다고 보고하였다.

·  다른 동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동이 어리거나 그런 경

우에는 실제 기능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순 있어서. 

(중략) 표준화 검사에서 어... 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 특히 

의사소통 기능 부분은 크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을 해주고. (S1)

· 사실은 언어치료는 화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많은 평가도

구가 화용을 특히, 자폐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가장 답답해하

시는 부분이 평가 결과는 좋게 나오는데 얘는 늘 대화는 안 되

고, 사실 그게 어머님께 뭔가를 설명 드리려면 자발화 분석을 

하던 대화 기능을 평가하던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뭐 기록이라

도 해서. (S3)

·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 한

계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다양한 정말 화용이

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S4)

·  일단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친구들도 가끔씩 보니깐요. 정말 

백지장인 친구들이 오면 이 친구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사용

하고 있는지 행동을 분석 함으로써 확인을 하니깐 의사소통

행동 수단 이런걸 할 수 있어서 공식검사 보다는 이렇게 분석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또 큰 완전 초

등학교 입학한 친구는 공식검사로도 확인을 하지만 덩이말들

을 이제 확인해야 하고 담화적인 것도 확인해야 하니깐 꼭 필

요한 거 같아요. (S8)

언어능력의 구체적 양상 파악 가능

대체로 표준화 검사도구는 양적인 측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객관성 등 여러 이유로 더 비중 있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아동 언어능력의 구체적이고 질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

점이 있음도 언급하였다.

·  음... 표준화된 검사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

도 있고 아동이 가진 강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S1)

·  이 친구가 정확하게 학습 어휘가 부족한지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가 부족한지 사회생활에서 쓰는 어휘가 부족한지 그런 

질적인 것들을 알 수 없고 볼 수는 없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

는 어휘의 양은 부족하다 이런거만 알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단점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자발화 분석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중략) 그래서 이 어휘들은 잘 안 쓰더라 이 어휘는 

잘 쓰더라 관용어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구어를 사용하면서 관용어구는 잘 이해하더라 쓰

더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으니. (S8)

· 강약점을 잘 찾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뭐가 부족한 거 같은데 

잘 격리해서 잘 안 나오는 경우라든지 제가 확인을 못하는 경

우라든지 그런 경우들은 자발화 분석을 해보면 구문 부분이

라 던지 확인하면서 ‘아 이 친구는 이게 부족했구나’ 라는 거

를 잘 확인해볼 수 있는 거 같고 저희는 큰 아이들이 많은 편

이니깐, 이야기라든지 담화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 문

법도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에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전체 에

피소드에서 에피소드가 전체가 통으로 날아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거 같아요. (S8)

치료관련 의사결정의 근거

전문가들은 공식검사도구들에 비해 발화 분석은 치료목표를 세

우거나 진전을 확인하는 근거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시간 

제약과 분석 어려움 등에도 발화 분석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가 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어휘리스트를 만든다거

나 아이 연령에 맞게 한다거나 구문 같은 경우에도 잘 나타난 

것도 있지만 안 나타난다거나 적은 횟수로 나타난다거나 하는 

것들을 목표를 잡기도 하고. (S8)

·  아이들에 대해서 물론 뭐 K MB-CDI나 이런 것들이 보완적

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게 설문으로 밖에 안 되는 영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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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관찰이나 그때의 발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기초선으

로 보는 것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치료를 하려면 그 

데이터 가지고는 그 아이에 대한 세밀한 반응들을 알 수 없으

니, 자발화 분석이나 행동 평가는 사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S6)

· 저는 오히려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우선 평가는 아무래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 보기에

도 판단하기에 백분위 수가 얼마고 지금 어느 정도에 몇 살 수

준이고 이제 그런 것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

기에 편해서 계속 쓰게 되는 거고, 근데 실제 똑같은 언어연령

이라도 얘가 가진 문제와 쟤가 가진 문제의 양상이 다를 수 있

어서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오히려 치료 상황에서는 더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1)

· 저는 일반화가 되는지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깐 

치료 활동 안에서도 놀이 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가르치는데 

그게 이후에 저희와 있는 상황이라든지 다른 상황에서 확장

이 되었는지가 조금 확인이 되는 거 같아요. (S8)

·  아 물론 평가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매 회기 치료를 하면서 치

료가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한 평가도구도 될 수 있는데. (중

략) 매번 공식적인 검사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학령기 아이들한테는 자발화 분석이 좀 더 된다면 

다음 치료를 목표를 세우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 같아요. (S2)

·  이제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말을 할 땐 되지만 그림을 보

고 설명을 할 땐 못하고 이러면 그걸 또 이제 전사를 해놨다가 

또 얘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전사를 해놨다가 어머니께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수업에 치료 목표

로 해야 하는지 사실 어머님께 설명을 드릴려면 뭐가 확실하

게 제시가 돼야 하는데 그게 근거가 없으면 어머님은 ‘왜 선생

님은 이렇게 쉬운 것을 시키지 얘한테?’ 사실 그러거든요. (S3)

·  발화 분석은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 좀 더 많이 했던 걸로 생

각이 되는데요. (중략) 없는 의사소통의도의 목표를 세워서 

치료 목표로 활용하는 거 같습니다. (S4)

· 진전도가 느려도 자라고는 있잖아요. 근데 치료사든 부모든 

지치기 쉬울 수 있는데 느린 속도지만 자라고 있는 준거가 표

준화 보다는. 거기에서는 잡히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활용

해 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2세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생

님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진전도 이걸로는 안 나

오니까. (S6)

·  어떤 애는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애는 어릴 때 치료실에 다

녔는데 병원도 가봤는데 심지어 언어재활사가 얘 언어 필요 

없다고 해서 몇 년을 치료 안 받고 있다가 오셨어요. 근데 자폐

에다가 대화 주고받는 것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 

결과 상으로는 괜찮은 거죠. 인지가 되니까. 개념적인 것은 이

제 다 패스되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는 치료를 빨리 받

고 싶었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S3)

발화 분석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표준화 검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보

고하면서도 발화 분석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화 분석을 많이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한 이유는 발화 분석에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발화 수집뿐 아니라 분석

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발화 분석 시간은 치료나 평가 

시간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근무가 끝난 후나 치료 사이의 빈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시간이나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로 발화 분석을 하기

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발화를 전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하

는 일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S1)

·  음 대부분 임상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듯이 계속 

치료를 하는 중간 중간 평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평가 

때문에 다른 일들을 계속 미룰 수 없는 거고 뭐 어쨌든 제한

된 시간에서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발

화 분석을 위해서 시간을 빼놓을 수도 없고 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약간 시간을 내야 추가로 시간을 더 내야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순간 그 치료하고 끝나

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여서 조금 더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번거로움. (S2)

· 지금은 치료 끝나고 비는 시간이 있거나 그럴 때. (S2)

· 그걸 나중에 분석하려면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머리

가 빠질 것 같은 너무 힘들어요. (S3)

·  수업 때 내가 느끼기에 ‘얘가 지금 이런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딱 이해해서 끝나는 거지 그것을 막 나중에 따로 타이

핑하고 그러기에는 사실 치료도 좀 많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나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로 너무 시

간과 노력이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한 애만 노력을 

기울여 줄 수도 없고, 해주려면 전부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누

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순 없어서 그렇긴 하죠.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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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전사도 하고 분석도 하는데 제때 보

고서를 낼 수 없을 거 같아서. 결과를 들으러 오는 날짜까지는 

써야 하니깐. (S4)

· 보고서 쓰고 분석하는데 사실은 업무 시간 이외에 많은 시간

을 할애했던 거 같아요. 치료가 끝나고 나면 특히 보고서 쓰는 

저희는 항상 조금 더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고 그랬던 거 같아

요. (S7)

제한적, 임의적 표집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발화 수집을 하고 있다고 언

급하면서도 본격적인 발화 수집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표집 상황

이나 기록 방법, 샘플 크기, 대화 상대자에 있어서 매우 임의적이고 

제한적인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발

화 분석을 위한 시간을 낼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본격적으로 발화

를 충분히 수집, 분석하기 보다는 제한된 치료나 평가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화를 제한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거나 아예 수집과 분

석의 과정을 거치치 않고 아동의 말을 듣고 바로 주관적 인상에 의

존하여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자발화 분석을 어.... 그걸 가지고 뭐 진짜로 MLU를 점수로 산

출 하기 보다는 현재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길이가 뭐 한 낱

말이다 아니면 최장 두 낱말 까지는 나오나? 뭐 주로 발성과 

제스쳐를 사용한다든지 그냥 정확한 빈도를 카운트해서 세

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때 봤던 인상으로. (S1)

·  수업할 때 다 적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

현을 한다거나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알잖아요. 얘

가 늘 하던 말인데 오늘은 길고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했다거

나 평소에 쓰지 않는 의미관계를 썼다거나 그러면 바로 기록

을 해요. (S3)

·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절이나 구나 얘가 뭐 어떤 구를 제대로 쓴

다거나 어떤 절을 제대로 쓴다거나 이렇게는 하지만 그리고 기

본적인 의미관계를. (중략) 기본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막 그렇

게 분석을.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가르

치게 되는 거지 막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뭐 없어요. (S3)

· 뭐 얘가 어느 정도 썼다. 이렇게 딱 봐서 보는 편인데, 나눠서 

뭐 형태소 이렇게 나눠서 보지는 않고. (중략) 저는 길이도 보

기도 보는데, 그렇게 MLU 따져서는 잘 안 하는데 길이도 같

이 그냥 딱 보고. (S5)

· 실제로 할 때 사실, 많이 데이터로 하지 않았고 거의 10발화로 

해서 더 길게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반복? 횟

수 세고 이러는 게 너무. 10문장 정도는 이렇게 몇 분의 몇 이

게 바로 나오니까. 대표되는 뭐 이렇게 10발화 정도만 해도 아

이의 현재 수준 이런 것이 가늠이 되어서. (S6)

·  학령기 아이들은 구문 분석을 할 때 LSSC를 쓰면서 했고 다 따로 

그 아이들의 자발화를 수집해서 분석하지는 않았거든요. (S7)

아동의 발화를 기록하는 방법도 대부분 조음이나 유창성 등의 

말문제를 동반하는 경우에나 진전 평가를 위한 경우에만 녹화나 

녹음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듣고 전사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고 보고하였다.

·  원칙적으로 하려면 비디오 테이핑이나 녹음도 하고 그거를 다

시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그것을 매 아동마다 사용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어... 특징적으로 들리는 말

들을 그때 그때 평가하면서 적어놓고. (S1)

· 보통 발화가 짧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적고, 

왜냐하면 녹음이나 녹화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치

료 처음부터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는 그냥 기록하

고요. (S2)

·  발화 분석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보지는 않고요. 녹음이나 녹

화는 유창성장애 평가할 때 정도고, 아이들의 발화 분석은 녹

화나 녹음을 활용하지 않는데 수기로. (S4)

· 조음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녹음하는 편이고, 아니면 저는 

전사하는 편이에요. 전사할 내용이 많으면 녹음하는 편이고, 

그 정도의 아동은 많이 없어서 하면서 다 적는 편이에요. (S5)

·  거의 실시간으로 치료 중일 때는 바로 적었고, 사전 사후 평가

를 좀 해야 할 때는 녹화를 해놨던 자료를 가지고 하고. 그러려

고 노력을 했는데요. 물론 상황이 늘 다른 거라 자발화 분석

만을 위한 영상은 아니고. (S6)

발화 수집 상황도 가정이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혹은 아동의 

행동 관찰로 목록표 작성하기 등으로 다양했으며, 대화 상대방도 

평가자, 양육자, 또래 등으로 다양했다.

·  발화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낯선 환경에서보다는 친숙한 환경에서 샘플을 따는 것

이 좋겠죠.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녹화는 

잘 됐으나 발화는 잘 들리지 않고, 막 아이 얼굴만 나오게 찍어

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뭔갈 가르쳐 주시고. 그리

고 이제 뭔갈 보여줘야 한다고 그러시는 건지 본인이 계속 지

시하시고 어떤 면에서 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S1)

·  주로 보는 게 아동 발달 아동 언어발달, 아이가 표현을 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저는 상호 또래와 놀잇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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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어머니와 짧지만 어머니와 상호

작용하는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2) 

·  어떤 의도가 몇 가지 정도 나오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의도 

목록표를 놓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거나. (S4)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 문제

발화를 수집한 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분석이 정확한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동료와

의 의사소통이나 관련 자료 찾아보기 등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그

러한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해결한다기 보다는 기준이나 지침에 대

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발화 분석 기준에 ‘미완성 문

장은 포함하지 않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을 위

해서 그 문장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가 사실 평소에 조

금 의아했고, 치료를 위한 상황, 아동을 평가할 때는 미완성 

문장도 나름 가치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S6)

·  제가 하고 있는 게 잘 맞나? 맞는건가? 정확한가? 그런 느낌. 

하면서도 항상 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이 아이의 발화를 

정확하게 분석한 게 맞나라는. (중략) 동료 치료사와의 의사

소통이 굉장히 저한테 필요한 거 같아요. (중략) 결과를 다 써

서 보고서 한 장에 이 아이의 의사소통능력을 잘 반영했나 라

는 의문점?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있는 

다른 치료사분께 이제 뭐 확인? 아니면 의견. (S2)

·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발화 분석 수업시간에 수업 때 하기는 

했지만 하면서도 계속 교수님께 뭐 다 자기가 발화 분석 해온 

것을 뭐 확인을 받는 차원에서 뭐는 뭐가 교수님께서 그거는 

뭐다 이랬는데 사실 그게 딱 떨어지지 않게 되게 어렵고 애매

한 부분이 많아요. (S3) 

· 교수자의 기준이랑 학생들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평가를 다하고 나서도 교수자가 평가를 하는 그 상황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하고 나서도 같이 논의해서 기준을 

이렇게 합치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시간적인 요소를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거 같아요. (S7)

·  아니면 물어봐요. ‘선배는 어떻게 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제가 틀린 거에요?’ 이렇게 이 선생님 말과 저 선생님 말이 

또 다른 경우들이 기준이 또 다 같이 배웠는데. (S8)

구체적으로 의미, 문법 등 특정 영역의 분석 방법에 대하여 기준

이 애매하여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특정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 그게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형태소랑 단어랑 구별

하고 이게 저는 제일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거 제일 많이 물어

보는 거 같아요. 기준이 이제 생기면 좀 좋을 거 같아요. (S8)

·  TTR 할 때, 같은 낱말 세는 거 할 때 포함되는 문장, 뭐 이런 

것들이 아동에 따라서 약간 또 다른 느낌으로 와 닿을 때가 

있어서. 예를 들면, 애가 놀면서 ‘에디가, 에디는, 에디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두 개를 버려야 되는지, 버리긴 또 아깝

고, ‘얘가 저런 조사도 쓰는데’ 이런 것을 남겨두고 싶은데 그

런 것들. (S6)

·  특히 학생들이 틀리죠. 특히 이제 의미관계 그 자체를 정확하

게 특히 대상이라든지 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S7)

·  어쨌든 좀 낮은 수준의 아이들일 때 그것들을 사실 하나하나 

그 아이의 발화를 수집해서 이렇게 치료 수준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음성 언어를 어디까지 넣고, 빼고. (S6)

· 저 이야기 분석할 때도 많이 혼동스럽고 이게 결속표지로 들

어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다 책으로 다 찾아봤었는데. (S8)

결과 해석을 위한 규준 부재

발화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어렵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발화를 

수집해 분석을 마치고 나서도 그 결과 해석과 활용에 있어서도 문

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분석한 결과를 비교 하

여 언급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또, 발화가 제한적

으로 표집되다보니 발화 분석 결과가 주관적인 인상 언급에 그치거

나 아동이 보인 의사소통행동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힘든 분석 과정에 비해 최종적 결과가 빈약하

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이 다시 

발화 수집과 분석이 더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었다.

·  네. 발화 빈도를 몇 분에 몇 개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발화 빈도가 매우 낮았다든지 그런데 

그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죠. 내 인

상으로 너무 적다든지 뭐 발화 빈도는 낮지 않으나 뭐 특정 발

화를 계속 반복한다든지. (S1)

·  발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서

에 밑에 몇 줄로 막 다른 항목으로 정해서 쓴다기 보다는 표현

언어를 기술하면서 자발화를 봤더니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이

더라 정도로 기술을 해서. (S1)

· 우선은 가장 바로는 부모 아이 부모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었

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고 해서 부모 상담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요. 그 다음에는 보고서 기록을 하고요.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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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선생님들이 라포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1, 2회기 안에 그

런 것들이 하는데 그때 행동 기준의 준거? 이런 것들을 좀 있

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S5)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발화 분석에 대한 비교 기준이나 연구

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령전기 아동 발화 분석에 비해 더욱

더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데 실제로 고 또래 아이들이 발화가 취학 전과 초등 일학년

을 지나면서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그런 규준이 

있으면 지금 초등 입학을 나두고 유예를 하냐 안 하냐 그거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아이가 일 년 동안 이 정도 속도로 발달을 하면 일 년 

동안 발달 속도를 잘 따라잡고 아이가 또래와 같이 잘 초등학

교 입학해서 생활을 할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일학년 그 규준이 현재는 정확히 없으니깐 그냥 추

정치이거나 차이가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거 

같거든요. 그 규준이 딱 있을 때 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는 실

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면 좋을 

지가 나올 거 같아서. (S2)

또,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에는 구문 영역의 평균발화길이(MLU) 

등에서 결과를 비교할 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연구들도 너무 

오래된 것이고 대규모 전국적 샘플에서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비

교하면서도 현재의 아이들 수준을 잘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하였다. 

·  특히 규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영태 교수님 규준밖에 없

잖아요. 사실은 그게 10년도 넘은 규준인데. 그래도 좀 검증된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하긴 하죠. 그때는 사실 기준

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에서 배운 대로 보통 만 1세 정

도 되면 MLU가 1-2사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치가 있

잖아요. 그런걸 가지고 예측을 했던 거 같고 비교를 한다면 그

랬던 거 같고 주로 언어발달의 지연이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

문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죠. 그 아이들

이 보이는 현재의 보이는 상태 현재의 능력을 확인하는 차원

에서 사용했던 거 같구요. (S7)

발화 분석에 대한 개선 요구

샘플링

표준화되고 편리한 표집 절차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발화 수집의 어려움의 하나로 상황

과 수집하는 발화의 양, 대화 상대방, 기록 방법 등에 대해 각자 매

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되지 

못한 표집 절차는 이후 결과 해석과 활용에도 제약을 주어 전반적

으로 발화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발화 수집 상황이나 교구 등을 표준화할 필요성이나 

발화 분석의 표준화된 절차,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였

다. 또한 연령이나 장애 별로 주요 관심되는 영역이나 문제에 따라 

분석 내용, 측정치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발화 표집

이나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정,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함을 언

급하기도 하였다.

·  아무래도 공식검사보다는 제가 할애 해야 하는 시간이 많고, 

그 많은 거에 비해서 제가 한 것은 표준화되지 않았으니까 제

가 틀릴 수도 있고. (S5)

·  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록해서 분석돼서 나오면 엄청 많은 

분들이 쓰시지 않을까. 표준화되게 되어있다면. (S5)

·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이냐 이런 것이 변수일 수도 있겠다라

는 생각이 드네요. (중략) 무엇 무엇을 제시하고. (S7)

· 장애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자폐 아이들은 아무래도 의

사소통기능을 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수단으

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수단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거를 확인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 같고요. 지적장

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느리니깐 이 친구는 구문을 어디까지 

사용하였는지 복문을 시작하였는지 안긴문장은 시작하였는

지 그 다음에 오류는 많이 있는지 문법형태소 오류는 많이 있

는지 확인을 하는 거 같아요. (S8)

·  자폐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평가 

결과는 좋게 나오는데 얘는 늘 대화는 안 되고, 사실 그게 어

머님께 뭔가를 설명드리려면 자발화 분석을 하던 대화 기능

을 평가하던 그런 것이 사실을 중요 하잖아요. (중략) 뇌병변 

장애 애들도 발화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손에 

많이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낯 병동에 가니까 어른들이 하는 

표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또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 그

러니까 너무 어른스럽게 이야길 하니까 어른들은 얘가 말을 

잘하고 의젓하다고 이야길 하지만 막상 또래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고. (S3)

덧붙여 표준화된 절차대로 발화 수집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프

로그램을 PC나 핸드폰이나 앱을 연계한다면 편리하게 실시하고 언

제 어디서든 발화 수집이 가능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  치료실 밖에서 아이들의 반응들을 기록한다거나 특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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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이가 발화가 없는 집에서는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들을 ‘노는 거 찍어서 보내 주

세요.’ 라는 정도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해서 그걸

로 활용을. (S2)

·  근데 컴퓨터로 이런 게 되면 편리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복잡해지면 더 다가가기 귀찮은? 사용하기 어려우면 AAC처

럼요. 그림을 붙이지 컴퓨터를 켜서 사용하게 되지는 않더라

고요. 예상보다 복잡하다 싶으면. AAC처럼 핸드폰으로도 사

용하게 할 수 있으면. (S3)

자동 전사

발화 분석에서 단순한 작업이지만 가장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

로 언급된 것이 전사 과정이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스마트폰

의 음성인식 등의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컴퓨

터를 이용하여 발화를 전사할 수 있다면 언어 분석 과정에 드는 노

력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하였다.

· 뭐 만약에 치료사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반응 같은 

것에 대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나눠서 해줄 수 있으면 

따로 기록을 안 해도 돼서 최고인데. (S3)

·  이렇게 저희가 카톡 음성으로 하면 얘가 적어주잖아요. 그런

거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아까 어려운 점의 고충이 전사를 하

는 것이 영상을 보면서 전사를 하는 것이 시간적인. (S6)

·  (이전에 사용해본 컴퓨터화된 언어 분석 프로그램이) 전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그러니까 그거 포함. 내가 분석을 해

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녹음이나 녹화만 하면 전사부터 해

주면 좋겠네요. (S8)

·  제가 우리말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인식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

에요. 그리고 기록도 되고 저장도 되니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인식률이 꽤 좋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인식률이 좋으면 

발화하는 거 전사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S2)

·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에 말을 하면 그게 적히잖

아요. 이거 음성이 텍스트가 되는 거랑 음성 파일을 그대로 넣

으면 컴퓨터 자체에서 문자로 변환을 하겠죠.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 (S7)

· 시간을 들여서 전사하지 않아도 되니깐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4)

그러면서도 언어치료 대상이나 평가 대상자의 말은 조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어린 아동의 경우 불분명한 말이 많을 수 있으며, 대

상자의 말과 상대방 발화와의 구별, 사투리 및 비문 처리 등의 문제 

때문에 일단 자동 전사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일차적인 자동 전

사를 거친 후에 평가자가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했다.

· 그게 왜 요즘은 사운드 텍스트? 그런 프로그램들 있으니까 그

걸 돌려서 만약에 그리고 그게 잘 됐는지 아이들 같은 경우 소

리가 웅얼거리고 조음 오류가 있어서 컴퓨터가 잘못 전사한 

부분만 체크하고 음.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1)

· 전사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아이들이 웅얼거린 부분 그리고 이제 조음 오류 때문에 걔가 

틀리게 발음했는데 그것을 컴퓨터는 또 다른 단어로 오해해

서 잘못 번역을 한다든지. (S1)

·  만약에 녹음한 것만 가지고 입력을 하면 전사를 해주고 거기

에 사람이 어느 정도 보완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래도 

꽤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S1)

·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구 의

미 인식이 돼서 그거로 변화되기도 하더라고요. 문맥상,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소리 그대로 해

야 하는데. 그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약간 뭔가 

통제될 수 있으면, 온전히 그 소리를 그대로 녹음해서 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S2)

· 사실 아동의 발화들은 그 목소리로 전사돼서 텍스트로 전환

돼서 딱 되어있을 때는 알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은 사실은 영상과 같이 보면서 아이들의 행동이나 제스처 부

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 담기 어려울 거 같고. (S2)

·  구분을 해서 아동 목소리인지 치료사 목소리인지 분석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아이들이 반복하는 거라든지 묶어서 

필요 없는 발화는 빼주고 그 다음에 분석을 걔네가 해주면 좋

을 거 같은데요. (S8) 

· 전사할 때 정확하지 않은 소리를 얘가 얼마만큼 잘 전사를 할 

것인지 그 상황에 있다면 뭐 가방을 다방이라고 했어도 ‘아 가

방을 다방으로 잘못 말한 거구나.’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음. 그

냥 녹음한 샘플만 컴퓨터가 전사를 하게 되면 어... 그거는 이

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만 예를 들어, 얘가 그 뒷말도 다르게 예측을 해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자기가 예측한 다른 소리로 전사를 해버린다든지. (S1)

·  이거랑 분석할 때, 그 사투리 같은 거 할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랑 표준어랑 다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계란’인데 ‘겨란’

이라고 한다던가 그게 뭐 틀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S5)



https://doi.org/10.12963/csd.20732180    https://www.e-csd.org

So Jung Oh, et al.  •  A Qualitative Study on Child Language Analysis 

수가 반영으로 실시 확대

발화 분석이 매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임에도 이에 상당

하는 평가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항목 별로 평가비가 책정되

는 병원 세팅에서 일하는 전문가일수록 발화 분석의 수가 반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발화 분석에 들이는 과외의 시간과 노력이 반영

되려면 발화 분석의 수가 포함 및 현실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많이 비싸져야 되는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랑 잠깐 

뭐 한 30분 놀았는데 돈 많이 내라고 그러면 음.. 그리고 공식 

검사는 이거에 몇 점 이렇게 뭔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

은데 이거는 뭐라고 뭐라고 거기에 MLU라고 쓸 수 있는데 엄

마들은 그래서 이게 몇 살이라는 거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

고 의사들도 그게 중요하니까. (S1)

·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되면 하면 좋으나.. 그런데 우리가 평가

비를 얼마로 측정할 것이냐에 사실 그 내가 들이는 시간과 그

게 다 포함이 되려면. (S1)

분석

컴퓨터 언어분석 시스템으로 시간, 노력 절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발화 분석의 어려움은 시간과 노

력 집약적인 일이라는 점이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컴

퓨터 언어분석이었다. 이는 과거 언어치료학계에서 개발, 보급되었

던 언어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었

고, 자연어처리기술에 기반한 형태소 분석기나 프로그램을 알고 있

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컴퓨터 언어분석 프로그램이 출

시된 것은 꽤 오래 전이었는데 사용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이 프

로그램들이 매우 편리하다기 보다는 수기로 분석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노력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최근 더 발전된 언어분석 기술들을 반영하여 좀더 객관

적이고 편리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드러냈다. 하지

만 자연어처리기술에 대하여 그리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거나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자동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을 보

였다.

·  예전에 그 뭐였죠? 그것을 좀 써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자

발화를 손으로 다 따야하고 뭐 카운트해서 거기에다 넣으면 

평균 정도만 구해주는 거여서. 계산만 해주는 거여서 그렇게 

편리해지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해야 할 것은 다하고 거기서 

해주는 계산들은 뭐 나도 뭐 그냥 계산기를 사용해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S1) 

·  자동으로 나눠주고 분석까지 해주면 뭐. (S5) 

· 조음에도 보면 음성을 분석해주는 것이 나왔는데. (중략) 근

데 국제음성기호대로만 하면 걔가 음운변동 뭐 자음정확도? 

뭐 이런 것이 도표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S6)

· 그건 분석을 내가 해야 하는 건데 사실 컴퓨터가 보조를 조금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자동화가 아닌가? 어쨌든 만약

에 얘가 음성을 넣어서 얘가 처리해서 가는 것이 완벽해지면 

모르겠는데 사람 손을 거치게 해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내

가 봤을 때 이거는 형용사고, 이거는 체언이고 뭐 어미고 이러

는 것들은 컴퓨터화가 아니거든요. (S6) 

·  일단 불편한 게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거 같고. (S8)

·  MLU 계산하거나 TTR 계산할 때 귀찮으니깐 여기 낱말만 딱

딱 넣으면 마지막에 계산이 되도록. 발화 수랑 낱말이라든지 

그런 거. (S8)

·  거기서 해주었으면 하는 거는 형태소 분석해서 발화 길이를 

확인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게 좋은 거 같은데 머

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얼토당토

하지 않나. (S8)

·  일단 시간이 확실히 절약되니까. 사실 치는 것은 금방인데 분

석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S5)

·  (사용해본 언어분석 프로그램이)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 하

나를 똑같은 것을 분석할 때 저희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딱 치

면은 바로 제가 분석한 것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때 이미지가 

그냥 빠르다. (S5)

·  일단 (컴퓨터로) 하게 되면,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못 하시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 절약이 

많이 돼서 쓸 것 같기도 하고 나오게 되면 신뢰도가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쓸 것 같아요. (S5)

자연어 처리기술(NLP)을 활용한 어휘, 문법의 객관적 분석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음성인식 비서프로그램

이나 번역 앱을 경험하면서 자연언어 처리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언

어 분석에 처리할 수 있다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 발화 분석에서 분

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을 비추어볼 때 

이런 부분을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활용한다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이를 언급하고 

있었다. 영역 별로 보면 화용 영역보다는 어휘나 구문에서도 좀더 

확실하게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 그거는 아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인데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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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그리고 임상에서 치료사들이 교차로 검증을 하는 것

이 아니라 혼자 하다 보면 틀릴 수 있는데 그걸 컴퓨터가 보완

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S1)

· 뭐 어휘 다양도? 그런 것들도 오히려 컴퓨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어휘들 목록을 가지고. 그리고... 기술이 많이 발

전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1)

·  구문이나 어휘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한번 해서 다 

되면 다 좋을 거 같은데 치료사가 선택해서 MLU를 원하면 

MLU를, 어휘다양도를 원하면 어휘다양도를. (S2)

· 또래랑 비교하는 거랑 문법 같은 거나 길이 같은 것이 근데 또 

사람마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모든 선생님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프로

그램이 대신해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중

략). (S5)

· 사실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것이, 종이로 지표가 있어도 보고 

선생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니까 참고를 해도 보고 결

과를 내는데 차이가 있어서 저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S5)

·  친구들끼리 해도 조금씩 달랐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면 

다 똑같이 나오니까. (S5)

의사소통과 담화 등 화용 분석 포함

전문가들이 발화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표준화 검사

로는 의사소통기능, 화용 평가가 어려워서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의사소통기능이나 대화 등은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나 발화 수집 

상황이나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

았다.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화용 영역의 발화 수집 프로토콜이

나 표준화된 절차,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언급하였다. 앞서 어휘, 구

문에서 언급한 컴퓨터화된 분석이 화용 영역에서는 적용되기 어려

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혹시 화용 영역의 분석도 자연어처리기

술 적용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휘나 

문법에 비해 화용은 비언어적인 행동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거나 억

양, 비유언어나 동음이의어 처리 등으로 앞서의 컴퓨터화된 언어 

분석에서의 자동화되고 기계적인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언급하였

다. 그러나 시리나 빅스비 등의 자연어처리 기술에 기반한 음성인식 

비서를 사용한 경험에 비추어 대화 분석도 가능할지 궁금해 하기

도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1차 분석 후 평가자가 재확인 

하는 정도로라도 가능했으면 하는 기대를 언급하였다.

·  다른 화용 기능 같은 것들은 그것을 잘 모르겠고. 그거는 아

무래도 그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아

동들 같은 경우에 그 상황에서 몸짓이나 그런 것들이 동반될 

수도 있고. (S1)

· 문법형태소를 잘 못 써서 이런 걸 만약에 걔가 체크를 해준다

면요. 그런 걸 잘하지만 예로 들어서 ‘바위 크다’ 이런 의미를 

관용어구니깐 이런 게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치료사가 이거

는 오류가 아니고 관용어니깐. (S8)

· 그 행동으로도 할 수 있었고 주제변경이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적절하게 바꿨을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표면적인 거만 확인을 

하니 그게 잘 안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S8)

·  만약에 ‘목소리가 맑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 의도가 목소리

가 청아하다라는 표현인데 컴퓨터는 그런 걸 잘 알까? 틀렸다 

라고는 이 어휘는 잘 못써서 틀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

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 같아요. (S8)

·  기능 분석할 때는 상황이 맥락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음성 파일로만은 파악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니깐 그거는 동영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들어가야 하

는데 그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드네

요. 그니깐 그런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초음절적인 자

질을 캐치할 수 있을까? 잘했어 이런 거. (S7)

·  화용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어요. 대화

를 딱 넣었을 때 얘가 어떤 부분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지가 

분석적으로 딱 나와주면 그거는 어머님들이 가장 사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얘가 그 부분이 어렵고, 

뭐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따 나와주면 나름 

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발화로. 그

렇게 되면 좋기야 하겠죠. (S3)

결과 해석

영역별 결과 비교 규준, 준거 마련

발화 분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실시되고 있지 못한 것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도 있지만 힘들게 실시한다 하

더라도 분석 결과가 객관성, 신뢰도 면에서 부족한 주관적 관찰 기

술이라는 점도 몇 차례 언급되었다. 이 때문에 양육자나 다른 전문

가들에게 줄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 정보, 즉 비교 규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  연령 규준 뭐 어떤 수준인지.. MLU라든지 화용이라든지 다 

규준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규준들을 지금 현재 다 가지

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 규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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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일 것 같은데요? 방대한 샘플을 모아야 하니까. (S1)

·  약간 공식검사 보면 또래와 비교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

었으면. (S5) 

·  (표준화검사의 경우) 점수만 나오면 학년지수라든지 표준점

수라든지 다 나오니깐 편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좋

을 거 같은데요. (S8)

·  자동으로 전사된 것들을 분석한다면 업무시간이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러고 또 데이터가 모이다 보면 조금 평균이라던가 그

런 자료들이 많이 모여서 그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를 

파악할 수 있게. (S2)

· 사실 그 뭔가를 어머님께서 이런 부분을 또래 아이들에서는 

이런데, 얘는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한다고 설명을 해드려야 하

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뭔가 자발화를 하면서 일반 아이들의 

표준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언어가 느린 아이들

은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느리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얘

가 지금 또래 규준에 비해서 지금 이런 관계들을 사용하는 것

에 있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근데 그게 얘가 한 말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니까 엄마들이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S3)

· 분석의 기준 같은 것들이 좀 공통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

지 않을까. 언어의 의미, 구문, 화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것에 

대한.. 아까 말한 MLU라던가 의사소통 의도의 기준도 있어야 

할 거 그런 것들? (S4)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 보고서 제공

전문가들은 발화 분석 결과를 표준화 검사의 결과들처럼 규준

과 비교한 객관적 비교 수치를 언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

하였다. 또한 최근 웹 상으로 결과 처리를 하는 표준화 검사들처럼 

발화 분석 결과를 그래프나 표 등 시각적인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

망하였다.

· 지금 막상 어떤 건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것들을 

객관화해서 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S2) 

· 그게 뭔가 쫙 나와서 누군가에게 데이터로 보여주기가 편하고 

그게 뭐 누군가에게 상담 자료, 신뢰도가 높은 자료. (S3)

· 그게 뭔가 이렇게 물론 그게 종이에 딱 나와서 우리가 체크해

서 ‘얘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보여드리면 되긴 하지만 뭔가 그

렇게 나오면 엄마들한테 보여드리기가 더 좋기는 하죠. (S3) 

·  여튼, 뭔가 예쁜 프린트물로 나오면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게 편했었거든요. 왜 이것도 만약에 그런 정도로 결과물까

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신뢰도가 훅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저도 많이 안 하고 

하는 이유가 REVT, PRES에 비해 시간은 많이 드는데 결과물

은. (S6)

· 서류 한 장이나 두 장처럼 나오면 좋을 거 같아요. 근데 분석

을 어떻게 했는지 세세한 그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S8)

결과 활용

결과에 기반한 중재 지침 제공

발화 분석 절차나 프로그램, 분석 방법이 체계적으로 표준화되

고 연령 별 아동 자료가 축적되어 규준이나 기준이 마련되고 나면 

발화 분석 결과로 아동이 어떠한 수준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지 진

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냈다. 특히 낱말, 문장 길이에 따

른 기존의 언어발달 단계 외에 영유아기의 의사소통 발달단계를 보

다 세분화 하여 진단, 판정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냈다.

·  영유아용에 조금 그런 것 같은데. 2어구 이상의 발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랑 2어구 미만으로 단계를 세분화해서 ‘이 정

도면 아직 음절성 옹알이 단계입니다’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MLU 2. 얼마면 ‘몇 개월 수준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밑에 수준도 나오면 좋겠다. 이쪽에 대

한 커버가 너무 약하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이쪽의 아이들

은 많이 오는데 이쪽에 아이가 오든.. 영유아, 발화 전 단계의 

영유아. 그러니까 구어 전 단계의 영유아가 오든 구어 단계의 

영유아가 오든 선생님들은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대하게 되

는 거죠. (중략)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단계를 이렇게 

가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많이. (S6)

표준화 검사에 비해 발화 분석이 중재 목표를 수립하거나 중재 

결과 진전을 확인하고 목표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고

려하여 전문가들은 발화 분석의 절차나 분석 방법 등이 구체적이

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언급

했고, 발화 분석의 결과가 중재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제시되어 

‘이런 정도의 분석 결과를 보이는 아동에게는 이러한 중재가 권고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중재지침이 있으면 하는 기대를 나타내었다.

· 그리고 그 분석 결과가 물론 그것을 세밀하게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에 대한 설명이 사실. (중략) 지침서를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지침서가 사실은 저는 있어요. (중략) 그 지침

서 결과 해석을 치료사가 딱 봐서 이해하기 쉽게 결과가 되어

야 할 것 같아요. 지침이 되게 세밀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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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이해하고 대강 사용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지침서를 할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2)

·  이 아이가 오류를 많이 보이는 거 위주로 순위를 정해가주고 

치료에 장기목표에 넣을 수 있겠죠, 아니면 오류들을 모아서 

구조화시켜서 영역별로 목표를 짜도 될 거 같고. (S7)

영역 별 오류 분석 제공

연구 참여 전문가들은 앞서 결과보고서에 객관적으로 또래 비교 

규준이나 준거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분석 양상을 영역 별로 아동의 수행이나 오류 양상을 요약,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결과 제시 후 뒤에 그 결과가 어떻

게 나오게 되었는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세세리 기록,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 오류 분석 우리 아이들은 자발화를 이렇게 사용해도 틀린 발

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문법형태소라든지 아니면 첨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류 분석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아요. 격조

사 중에서도 이 아이가 어떤 조사를 이 얘가 틀리는 경향이 있

다 이런 것들. (S7)

· 조음에도 보면 음성을 분석해주는 것이 나왔는데. (중략) 근

데 국제음성기호대로만 하면 걔가 음운변동 뭐 자음정확도? 

뭐 이런 것이 도표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S6)

·  만약에 녹음으로 이렇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얘가 얘기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음 오류가 어느 정도

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얘가 약간 발

음이 나쁜데 사실 단어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

으로 얘기할 때 명료도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뭔가 체킹

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뭐 한 번의 자발화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체크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되게 좋을 것 같

아요. (S3)

발화 자료 누적으로 언어발달 연구 및 치료사 역량강화에 기여

연구 참여자들은 발화 분석 절차가 표준화되고 영역별 규준이 

마련되면 자료가 누적 수집되고 비슷한 연령대, 장애, 문제별 아동

을 비교하거나 진전사항을 객관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언어재활사들의 교육 시에도 활용 가능하

고 전문가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그 비슷한 아이들 이렇게 옛날의 걔랑 비슷한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치료했네? 라고 보기도 하고. 컴퓨터 자발화 분석을 하

려면 근데 백업이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S6)

·  발화분석 자료 저장되서 전후 비교가 되겠죠? (S3)

·  자발화 분석을 하는 것은 치료 진단에 치료사의 역량을 계속 

올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이 자꾸 세밀해지는 거

니까. (S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언어장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동 언어표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 나아가 발화 분석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 발

화 분석의 과정 별로 개선 요구사항, 대안이 될 만한 주제를 도출하

였다.

발화 분석의 필요성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발화 분석에 대한 중요성과 실시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검

사는 의사소통기능이나 화용 영역의 평가 항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소통 평가가 중요한 영유아의 경우 표준화검사만으

로는 제대로 된 진단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또, 영유아나 장애를 

동반한 아동들을 표준화검사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과제로, 검사 자체를 거

부하거나 치료 시간에 관찰되는 언어 행동이 표준화검사의 질문과 

그림 자극 유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언급되었다. 해

외 미숙아 연구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언어능력이 표준화

검사보다는 언어표본분석에서 더 잘 드러났다고 보고되기도 하였

다(Imgrund, Loeb, & Barlow, 201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의외로 발화 분석을 실시하는 주된 연령대가 영유아기

라고 보고하였고, 발화 분석에서 주로 관심을 두거나 분석하는 영

역은 의사소통기능이나 화용 영역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언급

은 최근 임상현장에 영유아 사례가 많아진 영향도 있지만 발화 분

석이 발화 길이나, 문법 형태소 사용 등의 구문형태론적인 분석 위

주였던 것이 최근에는 의사소통기능이나 상호작용을 중시하기 때

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소통기능을 체

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발화표본 수집 절차나 분석 체

계 등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대상자의 실제 언어수준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화 검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성인 신경언어장

애를 주로 담당하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동일하였

으며(Yoon, Oh, & Lee, 2020), 언어표본분석에서 화용적 측면을 주

로 분석한다는 점은 최근 실시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Lee et al.,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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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검사에서 상대적으로 같은 언어수준을 보인다 해도 실제

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상당히 다를 수 있어서 표준화검사가 언어

문제의 유무 판별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후 중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언어

능력의 양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구체적, 질적인 양상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표준화검사의 제한점으로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던 

것인데 현장 전문가의 언급으로 다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중재에 대한 계획이나 기초선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발화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표준화검사의 강점 

중 하나인 상대적인 비교 면에서도 현재 검사도구들의 경우에는 진

단의 정확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검사도구의 출

판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준이 최근 아동들을 진단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언어장애 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는 언어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고되는 아동임에도 표준화검사 

결과로는 지연이나 장애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면담 참여자들은 그 대안으로 아동의 실

제 발화를 관찰, 분석한 것으로 보호자들에게 치료를 권고한다고 

하여 발화 분석이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발화 분석의 실시 현황과 한계점

본 연구 참여자들은 발화 분석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

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학교 근무 언어재활

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언어재활사가 제

한적인 경우에만 언어 분석을 실시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

구의 결과도 이에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67%의 언어재활사가 언어표본분석을 사용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이들 중 과반수는 일년에 10개 미만의 표본을 분석한다고 보고하

였다. 즉, 3명의 1명 꼴로는 언어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

시하였다는 응답자들 중 반 이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고 보고하였다(Pavelko et al., 2016). 본 연구 참여자 또한 치료나 다

른 평가 과정에서의 제한적 발화를 즉시 전사하여 분석해 보거나 

특정 대상자에게 한정해서 언어표본분석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

다. 언어평가에서 발화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많

이 언급된 것은 발화의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다는 점이었다. 이는 국내 언어재활사 대상 설문연구(Lee et al., in 

press)나 성인 신경언어장애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Yoon et al., 2020)에서 언어표본분석을 실

시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한 결과이며, 해외에서의 언어표본분석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Baker, 1988; Kemp & 

Klee, 1997; Pavelko et al., 2016).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병원 세팅의 경우 검사나 평가 항목별로 수

가가 정해지는데 발화 분석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발

화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되는 이유로 언급되었다. 또한 중재로 이

어지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초기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 세

팅의 경우에는 아동을 충분히 관찰하고 발화를 수집할 시간이 특

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발화 수집이 가능하다고 

해도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발화량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수집하는 

상황이나 절차도 아동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제한적, 임의

적 표집 절차로 인해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활용도가 표준화 검

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수집한 발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발화 구분이나 문법적 분

석에서 치료사들은 자신들의 분석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확인해 

줄만한 확실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

히 의사소통 의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서 발화 분석에 있어서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다고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도 결과를 비교할 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표준화검사와 비교했을 때 발화 분석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조할 준거

와 규준이 부족하여 발화 분석 결과는 표준화검사 결과에 덧붙여 

아동의 말이나 행동을 기술하는 정도로 사용할 뿐, 표준화검사의 

결과처럼 이를 근거로 중재를 권유하거나 진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

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비해 표준화검사는 보고서에 제시할 

만한 객관적인 수치나 규준에 근거한 비교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보호

자와 다른 전문가들이 중재 권유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등의 중

재 관련 결정을 하는데 발화 분석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고하였다. 

아동 언어를 직접 관찰, 분석하는 것은 표준화검사에 비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강점이 있다고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표집, 분석, 

결과 해석에서의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현재 언어치료 임상현장에

서는 발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초기 구어 수준 아동의 경우 한 낱말 발화 수

준이면 한두 낱말이 추가된 형태의 발화나 두세 낱말 조합을 중재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아직 구어 발화가 많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나 

언어발달 초기 이후 학령기 이후의 구문이나 문법형태소 발달 양

상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발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중재 계획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되었다. 

표준화된 표집, 분석체계 마련과 더불어 분석 결과 축적을 통해 구

체적인 발달 순서나 양상이 파악되고 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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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분석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발화 분석에 대한 현

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대안적 평가 모형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과정에서는 발화 수집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 표준화

하여 발화 분석에 대한 접근성과 결과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발화를 수집한다

는 일관된 지침과 함께, 연령 등을 고려한 세부 수집 절차가 체계적

으로 마련된다면 치료사들의 분석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 고민을 

덜 수 있어서 발화 분석을 보다 많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발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어떤 상황이 어느 구문이나 어휘 

유도에 유리하다는 등의 유도 전략의 개인차 때문에 치료사 간 발

화 분석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양한 발

화 수집 및 분석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해외에서는 표준화된 발

화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임상가가 스스로 고안된 절

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거기반실제(evidence based practice)에 비

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데 비해(Pavelko et al., 2016) 국

내에서는 표준화된 기존 발화 수집 절차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적고(Lee et al., in press) 언어재활사가 그때 그때 다른 발화 

수집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분석과 결과 해석에서의 객관성과 신뢰

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나 휴대폰 앱 

등으로 앞서의 지침 하에 발화 수집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면 치료

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대표성 있는 발화를 보다 손쉽게 수

집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휴대

폰 음성인식 비서서비스에 사용되는 음성인식기술 등을 적용하여 

완전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초벌 자동 전사 후 평가자가 확인 보

완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표집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매

우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해외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발화를 폭넓게 수집, 기록하고 자동으로 전사해주는 소프트웨어

가 점차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Pezold, Imgrund, & Storkel, 

2020), 이미 오래전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 시간을 

줄이는 것이 권고되었다(Kemp & Klee, 1997). 최근에는 자동 전사

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연구와 수동 전사한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usch, Sangen, Vanpoucke, & Wierin-

gen, 2017; Canault, le Normand, Foudil, Loundon, & Hung, 2016).

두 번째, 분석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 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의 정

확도나 수준이 평가자 개인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 

아직 경력이 짧고 노하우가 부족한 언어재활사들의 경우 분석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행동의 경우 같은 행동에 대한 분석

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발화

표본분석의 어려운 점으로 문헌들에서 언급되어 오던 것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의 면담 내용에서도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Pavelko et al., 2016; Haynes & Pinzola, 2017). 해외의 선행연구에

서도 훈련과 전문성 부족이 발화 분석의 장애물 중 하나로 언급되

었고(Kemp & Klee, 1997), 최근 국내 설문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

의 교육수준과 자격증 급수에 따라 언어표본 분석 실시 비율이 달

라짐을 보고하였다(Lee et al., in press).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서는 재활사 대상 앞서의 표준화된 발화 수집 절차에 이어 구체

적이고 명확한 분석 지침이 제시되는 표준화된 분석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영어권의 경우 이미 문법이나 어휘, 발화 차례 등을 분석

하는 다양한 분석체계가 개발되고 컴퓨터화되어 상용화되어 왔다. 

특히 구문 문법 영역의 경우 Ipsyn이나 DSS나 LARSP과 같은 다양

한 분석 체계 중 과제나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CLAN과 SALT는 전반적인 언어학적 분석을 지원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는 한국어 형태소를 분

석하는 분석기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이를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는 꼬꼬마(KKMA)나 KoNLPy처

럼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Park & Cho, 

2014) 아직까지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알려지거나 사용되지 않아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컴퓨터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

연히 기대하면서도 막상 그렇게까지 자동적으로 발화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언급이 많았다. 이러한 표준화된 분석체계

와 함께 그 분석체계를 활용함에 있어 대상자의 연령이나 장애 영

역 별로 어떠한 분석 항목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발화 분석 자료를 축적을 통해 발화 분석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규준이나 발달 단계를 분류할 수 있는 준거 참조 기준의 마련

이 필요하다. 언어표본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표준화된다면 

같은 체계로 수집, 분석된 발화 자료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

준이나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준거 참조 기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전사나 분석에서 컴퓨터화된 언어처리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 언어분석 프로그램인 SALT (Miller & Iglesias, 

2015)의 경우 초기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누적하여 규준

을 개정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30년간 3-18세 대상자들의 수천 개 

발화 샘플을 규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발화표본분

석 자료로 구어산출을 분석,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Miller et al., 

2016). 이러한 발화 분석에서의 영역 별 규준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참여자들이 언급한 대로 ‘표준화 검사 결과의 보고서처럼 표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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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 등의 객관적, 시각적 자료로 아동의 언어능력을 보고’할 수 있

게 될 것이며 누적된 자료는 임상현장뿐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청소

년, 성인기까지 영역별 언어발달 양상 연구에도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령 전기에 비해 학령기 이후의 구

문이나 화용 발달 양상은 연구결과나 자료가 매우 부족한 수준인

데 이 연령대 발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전 생애 언어발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언어장애 전문가들의 언어표본분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평가에서의 언어표본분석이 활용 현황과 그 과정

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발

화 분석은 여러가지 장애요인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지

만 평가도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었으며, 현재 

임상현장에서 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평가 과정에서 보다 편리

하고 신뢰도 높은 절차로 활용되려면 표집이나 분석체계가 체계화, 

표준화, 최종적으로는 자동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표집, 분석체계

로 수집 · 분석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연령별, 영역별 언어발달에 

대한 모형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소수의 전문가들을 심

층 면담하여 발화 분석에 대한 견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참여자가 소수였다는 한계

가 있다. 이후에는 대규모 설문 연구 등으로 본 연구 결과를 재확인

하고 발화 표본 수집과 분석의 구체적인 표준화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집단 비교 연구 등의 실험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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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재활사의 언어표본분석 경험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언어장애를 중심으로 

오소정1·윤지혜2·이윤경2

1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재활사의 아동의 언어표본분석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언어분석의 필요

성이나 현황, 어려움에 대한 면담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언어평가 과정에서 발화 분석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

색하는 것이었다. 방법: 아동언어분석에 경험이 있는 8명의 언어재활사가 아동언어평가 및 중재과정에서의 발화 분석의 필요성, 실시 

현황과 요구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면담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에 기초하여 제 1연구자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

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질적 연구의 연속적 비교법에 따라 전사, 코딩하였다. 결과: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질적 분석한 결과 발화 

분석의 현황에 대하여 2개 주제와 그에 따른 8개 소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발화 분석에 대안에 대하여 4개 주제와 그에 따른 11개 소주

제가 도출되었다. 논의 및 결론: 전문가들은 발화분석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임상현장에서 발화분석을 실시하는 데에

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체계적인 표집 절차와 표준화된 분석 체계를 이용한 객관적 분석, 발화

자료 축적을 통한 규준 비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과 절약하기 위하여 자연어 처리기술이 포함된 컴퓨터화된 언어분석 

활용도 논의되었다.

핵심어: 언어표본분석, 아동언어, 질적 연구, 자연언어처리, 컴퓨터 언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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