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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lthough telegraphic utterance is a natural stage of children’s language devel-
opment, there is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use of telegraphic input to young chil-
dren, especially those with language delay. Therefore, understanding whether telegraphic 
input is effective is important because many SLPs reported using the input while feeling it 
was not usef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children with lan-
guage delay are more likely to respond to input in a grammatically complete condition 
rather than to input in a telegraphic condition. Methods: Subjects in this study were four 
children between 3 and 4 years of age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They partici-
pated in a single-case alternating treatment design with 3 baseline phase sessions, 12 
treatment phase sessions, and 3 maintenance phase sessions. Alternating orders of the 12 
sessions in the treatment phase were randomly assigned splitting into grammatical and 
telegraphic conditions. Children were repetitively given 6 particles and 4 connective end-
ings in natural and various script play contexts using focused stimulation and expansion 
methods. Results: Children produced significantly more particles when presented with 
grammatically complete sentences. No differences between conditions in 2 out of 4 chil-
dren were found for the rates of connective endings. Conclusion: These findings revealed 
that children who are ready for immediate change would benefit more from grammati-
cally complete prompts whereas those who are less ready would need more support. 
Overall, children are likely to respond to a grammatically complete input as an intervention 
technique. Clin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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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성인이 대상의 인

지 및 이해 수준에 적합하게 자신의 언어 형식을, 아마도 무의식적

으로, 여러 방식으로 변형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를 엄마 말

(motherese) 혹은 아동대상 말(child-directed speech)이라고 일컬

었다(Fernald et al., 1989; Grieser & Kuhl, 1988; Hoff, 2014). 아동

에게 말을 할 때 성인의 음조는 높아지고, 길게 쉬며, 짧은 구를 사

용하는데 유아는 그런 특질에 흥미를 좀 더 보이고 성인스타일의 

말투보다 더 선호한다고 한다(Trainor & Desjardins, 2002). 성인이 

영아나 아동에게 사용하는 언어 형식은 모음을 길게 연장하기 때

문에 영아가 뚜렷이 지각할 수 있고(Liu, Kuhl, & Tsao, 2003), 한 단

어씩 끊어서 들려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문장에서 단어

를 분절하기에도 용이하다(Lew-Williams, Pelucchi, & Saffran, 

2011). 다시 말하면 이는 양육자가 분절 없이 길고 복잡한 특징 없

는 문장으로 말한다면 일반아동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

이거나 주어진 언어 자극 간의 패턴을 찾아내는 통계적 학습을 하

기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Aslin & Newport, 2012). 때문에 

단단어 및 초기 다단어 조합 문장 수준의 언어장애아동을 다루는 

연구자와 임상가는 모두 아동의 발화보다 조금 더 확장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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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문장을 사용해야 함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단순한 문장’이

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 

전보식 문장(telegraphic speech)은 유아기 언어 발달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용어 중심의 초기 다단어 조합 문장 형식을 

일컫는다. 전보식 문장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조사, 어미, 접속

사와 같은 의존형태소는 생략하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내용

어는 유지하기 때문에(예: 그네 밀어, 아가 손 아파) 아동뿐 아니라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양육자의 발화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문장

형식이다(Brown, 1973; Hoff, 2014). 이런 형식의 문장은 어휘다양

도가 낮고, 처리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며, 구어 모방이 용이하여 아

동이 발화의 의미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기 쉬우므로 언어장애아동

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극 형식이라고 알려졌다(Van 

Kleeck et al., 2010 참고). 반면, 비록 전보식 문장이 발달과정에서 나

타나는 자연스러운 언어 형식이라 하더라도 양육자나 임상가가 어

린 아동, 특히 언어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에게 제시하는 언어자

극의 형식으로 적합한가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었다(Bre-

din-Oja & Fey, 2014; Lorang, Venker, & Sterling, 2020; Venker et 

al., 2015). 이 논의는 아마도 아동이 왜 특정 발달 시점에 문법형태

소라는 구조적 기능을 생략한 채 문장을 형성하는가에 관한 설명

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Hoff (2014)는 기능어와 굴절어는 그 단

어나 형태소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지닌 인지적 제한 때문에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법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인지 상의 제한과 

기능적 이유 때문에 덜 중요한 요소를 생략하여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은 아동이 구어로 표현하기 전부터 상당량의 형태소 

혹은 형태소의 문법적 기능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되었다(Eyer et al., 2002; Fernald, & Hurtado, 2006; To-

masello & Olguin, 1993). 따라서 기능어나 굴절어가 생략된 발화를 

보이는 아동일지라도 이미 문법 요소를 학습하기 위한 잠재력을 지

니고 있을 터이므로 단순하지만 문법 요소가 정확히 포함된 문장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Bredin-Oja와 Fey (2014)는 5명의 언어

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14회기에 걸쳐 다른 문장자극 유형의 효

과를 탐색하는 단일대상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보식 문장

과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 자극이 의미관계 습득에는 서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자극을 제공하는 경

우 문법형태소의 습득이 유의하게 촉진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Van Kleeck 등(2010) 또한 전보식 언어자극과 문법적으로 완전

한 언어자극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근거중심중재의 관점

에서 전문가들이 전보식 자극을 사용하는데 부정적이었음을 보고

하였다. Venker, Yasick과 McDaniel (2019)이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도 대부분의 언어영역 전문인들이 문법형태소가 생략된 전보식 문

장자극의 효과에 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흥미로운 부분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2% 이상의 전문인들이 중재상황에서는 여

전히 전보식의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었다. 인식과 적용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중재유형이나 접근법에 

관한 합의가 이론과 경험에 기반한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의 제언만

이 아니라 다년간의 풍부한 연구결과에 근거해야 하는 것임에도 해

당 주제에 관한 논의가 실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영어권의 유아기 전보식 발화에는 동사 굴절어, 관사, 전

치사 등이 생략되는 반면, 한국어의 전보식 발화에는 조사나 어미

와 같은 문법형태소의 생략이 두드러지므로(Lee, Chang-Song, 

Choi, & Lee, 2008) 한국어의 특성과 발달과정을 고려한 연구가 필

요하다. 국내에서는 Chang-Song, Lim과 Kwak (2004)이 책 읽기 상

황에서 보이는 어머니 말을 품사별로 분류하여 13개월부터 36개월 

아동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 말 

중 대명사와 관형사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

러나 이 연구들은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을 명사와 동사, 관형사 등

의 품사로 한정하였고, 발화 내 기능어 출현 여부에 초점을 맞추거

나 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 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아니었다. 그 외

에도 놀이 상호작용 상황에서 전보식 문장이 포함되는 모성어(moth-

erese) 사용 등의 발화촉진행동을 하였을 때 15개월에서 17개월 영

아의 의사표현 몸짓과 어휘발달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되

기도 하였다(Song, 2016).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성인이 단순하고 쉬운 언

어를 양적으로 많이 반복할 때보다 질문하기나 피드백 제공 등의 방

식과 함께 상호작용과정에서 질적으로 복잡하고 풍부한 어휘를 단

순한 문장 형식과 함께 제공할 때 높은 수준의 언어발달이 촉진된

다고 설명하였다(Chang, Lee, Kwak, & Sung, 2003; Weizman & 

Snow, 2001). Song (2016)은 전보식 발화 형식의 모성어로 흥미를 끌

고 주의를 전환하는 것 만으로 향상된 수준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문법이 파괴된 불완전한 형태의 단순하고 

쉬운 언어적 자극을 제시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완전한 형태의 풍부

하고 체계적인 언어 자극이 영아의 언어발달을 돕는다(p. 11).’고 첨

언하였다.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질적으로 복잡하고 풍부한 

어휘’에는 명사, 동사, 관형사뿐만 아니라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도 포함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문법 요소의 중재에 초

점을 맞추어 자극 형식의 차이를 탐색한 국내 연구는 미비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학령전기 언어발달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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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대상으로 전보식과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 형식의 두 가지 

언어 자극 유형이 기능어 표현에 유의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목적은 문법적으로 완전

한 문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다양한 문법형태소 자극이 

아동으로 하여금 해당 문법 요소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지 파악

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인지적 처리가 용이하고, 새로운 단어나 

문장의 습득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는 스크립트 맥락을 활용

하였으며, 소수의 아동에게 여러 중재를 단기간에 교환하여 실시함

으로써 중재들 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교대중재설계(alternat-

ing treatment design, ATD) 단일대상연구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특성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2-1041055-AB-

N-01-2016-0015)의 승인을 얻은 후 대상아동의 양육자에게 실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

은 생활연령 3, 4세의 언어발달지연아동 4명으로 공통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주 양육자로부터 신체, 운동, 감각, 정서 등의 영

역에서 발달상의 결함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2) 한국판 라이터 비

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Shin & Cho, 2012) 결과 비언어 지능

이 80점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해당하고, (3)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Kim, Seong, & Lee, 2003) 결과 

수용 또는 표현 언어의 백분위수가 10 미만에 속하거나 통합언어 

발달연령이 생활연령 대비 1년 이상 지연을 보이는 아동이다. 또한 

(4) 스크립트 활동을 이용한 자유놀이 상황에서 자발화를 수집하

여 분석하였을 때 평균 어절 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MLU-c; Kim, 2016 참고)가 아동에 따라 1.4에서 2.0사이

에 해당하여 구문표현 상에서 또래보다 지연을 보인 경우로 선정하

였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 SD에 속하는 수

준이기 때문이다(Kim, 2014). 해당 아동들은 모두 (5)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에 

언어치료를 시작하지 않음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위 공통적인 조건에 부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대상 아

동 4명의 생활연령, 비언어 지능, 언어 수준, MLU-c는 Table 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아동 별로 언어 특성을 살펴보면, P1 아동은 자발적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놀이상황에서 주로 두 단어 조합문장을 사용

하여 대답하였고 세 단어 조합문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동은 

‘이거’ 대용어를 사용한 문장과 의문사 질문(예: “이거는 올리고”, “이

거 꽂을까?”)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이거는?’과 같은 질문으로 상대

방이 사물의 이름을 말해주기를 계속 요청하였다. 기능어로는 주격

조사 ‘-는’, 공존격조사 ‘-랑’, 연결어미 ‘-는데’를 표현할 수 있었다. 

P2 아동은 놀이상황에서 한 단어와 두 단어 조합문장을 사용해

서 자주 설명하였고 간혹 세 단어 조합문장도 표현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00 꺼”, “00 숟가락 줘” 등으로 말하였으며, 대용어 

‘이거’의 사용도 빈번하였다. 기능어로는 주격조사 과잉일반화가 자

주 나타났고(예: “선생님이가 써”) 공존격조사 ‘-랑’과 보조격조사  

‘-이/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연결어미 ‘-는데’ 또한 관찰되었다. 

P3 아동은 한 단어와 두 단어 조합문장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세 

단어 조합문장도 말할 수 있었다. 놀이 상황에서 행동요구가 빈번

하였으며(예: “불 주세요”, “여기 내려놔요”, “계속 봐봐요”), 격조사

의 오류가 자주 나타났다(예: “마트에가 있어요”, “숟가락이 가져와

요”, “초코가 줘야지요”). 자발화에서 주격조사 ‘-이/가’, 공존격조

사 ‘-랑’, 보격조사 ‘-이/가’, 보조사 ‘-만’ 등의 여러 조사를 사용하였

으나 연결어미 사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P4 아동은 주로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조합문장을 사용하였으며, 

세 단어 조합문장 표현은 매우 드물었다. 놀이상황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빈번히 언급하였으며(예: “뽀로로 잡았지”, “케이크 있어”, 

“사진기 있네”), 기능어 측면에서 연결어미 ‘-는데’는 자주 출현한 

반면 주격조사 ‘-는’과 보격조사 ‘-이’만을 간혹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 및 활동

자극 제시 조건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언어자극 제시 유형에 따라 전보식 언어촉

진활동(telegraphic Input, TI) 조건과 문법완성식 언어촉진활동

(grammatically complete input, GI) 조건으로 나누어 중재를 실시

하였다. TI 조건에서는 연구자가 아동에게 조사, 연결어미 등의 기

능어를 생략한 문장을 제공하고, GI 조건에서는 기능어가 모두 포

함되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GI 조건

에서 중재 단계 동안 제공할 기능어는 격조사, 보조사, 연결어미로 

제한하였다. 

Table 1. Pre-experiment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 Sex Age K-Leiter-R PRES (%ile) MLU-c

P1 Male 3;1 100 R: 4%ile, E: 13%ile 1.9
P2 Female 4;3   87 R: 44%ile, E: 8%ile 1.8
P3 Male 3;3   93 R: 3%ile, E: 2%ile 1.9
P4 female 4;0   93 R: 8%ile, E: under 1%ile 1.7

All reported sores are raw scores except for Nonverbal IQ scores. 
PRES=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Kim et al., 2003); R= Recep-
tive; E= Expressive; MLU-c=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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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단계에서 자극을 제시하는 문장형식으로는 Kim (2014)이 

제시한 의미관계 유형의 평균 출현 순위를 근거로 기능어를 제공하

기 위한 실체-서술, 대상-행위, 배경-행위, 행위자-행위의 두 단어 의

미관계와 실체-배경-서술, 대상-배경-행위, 행위자-대상-행위, 행위

자-배경-행위의 세 단어 의미관계를 선정하였다. 

두 가지 촉진활동 조건에서 모두 아동의 모방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집중적인 자극법(focused stimulation)과 간접적인 구어적 단

서를 사용하였다. TI조건에서는 아동의 말을 연구자가 그대로 모

방함으로써 아동에게 자신의 말이 전달되었음을 알리거나, 기능어

가 생략된 문장으로 집중적인 언어자극을 제공하였다. GI 조건에

서는 아동의 문장구조를 유지한 채 본 연구에서 목표한 기능어(조

사 및 연결어미)를 첨가한 구문 확장 전략을 적용하였다. 일례로, 

미술놀이 스크립트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가 제공하는 TI 

조건의 자극은 ‘별 색칠해요’, ‘선생님 기차 꺼내요’와 같으며, GI 조

건의 자극은 ‘별도 색칠해요’, ‘선생님이 기차를 꺼내요’와 같이 목표

한 기능어를 포함하는 문장이다. 

 

기능어 유형

선행연구에 의하면 2세부터 주격조사가, 3-4세부터는 처소격, 목

적격, 도구격 조사가(Pae, 1997; Yi, 2000) 빈번히 출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주격조사를 제외하고 3

세 경 사용이 보고되는 처소격 ‘-에/에서’, 목적격 ‘-을/를’, 도구격  

‘-로’(Kwon & Lee, 1999), 보조사 ‘-도’(Kwon & Jung, 1999; Yi, 2000) 

의 총 여섯 개 조사를 제공될 기능어로 선정하였다. 연결어미에서

도 마찬가지로 3세 경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 나열 ‘-고’, 이

유/원인 ‘-아/어서’, 조건 ‘-면’의 총 네 개 연결어미를 기능어로 선정

하였다(Chung, 2013).

중재활동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에게 동일한 활동 맥락을 제공하기 위

해 미술 놀이, 옷 입고 놀이터 가기, 마트 놀이의 3가지 스크립트 활

동(각 20분)을 구성하였다. 스크립트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사건에

서 상황 지식을 공유하며 하위 사건을 인지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인과관계 추론이 용이하기 때문에 두세 단어 의미관계 문장 수준 

아동을 위한 중재활동으로 적합하다(Kim & Lombardino, 1991). 

본 연구에서는 총 12번의 중재 회기 동안 3가지 스크립트 활동을  

4회씩 되풀이함으로써 언어발달지연아동의 인지 및 언어적 부하

를 줄이고 목표한 기능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중재활동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 활동의 종류와 도구, 상세

한 활동의 예는 Appendix 1과 2에 제시하였다.

연구설계 및 절차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TI 조건과 GI 조건에서 

나타나는 기능어의 산출 비율을 비교하여 어떤 언어촉진자극이 

아동의 기능어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탐색하기 위해 

교대중재설계(alternating treatments design, ATD)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TI과 GI이며 종속변인은 기능어의 산출 

비율이었다. 모든 중재는 아동이 속한 교육기관이나 가정의 독립되

고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 아동과 연구자

의 대화 및 상호작용이 잘 관찰될 수 있는 곳에 캠코더(소니 HDR-

AZ1)를 설치하고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전사하였다. 

연구절차

중재절차는 기초선, 중재, 유지 회기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선 단계

기초선 단계는 독립변인이 주어지기 전 목표한 기능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선 단계에서는 

스크립트 활동을 적용한 자유 놀이 상황에서 3회기 동안 20분씩 

실시한 후 아동 별로 자발화에서 보인 기능어의 산출비율과 MLU-c

를 측정하였다. 이때 스크립트 활동은 중재 단계에서 진행되지 않

는 활동(생일파티 놀이)으로 선정하였다. 이 기간에는 독립변인과 

관련된 구어 자극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사전 예비연구를 통해 작

성한 분석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기능어 산출 비율을 그래프로 제

시하여 안정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중재 단계

중재 단계는 기초선이 3회 이상 안정되었을 때 각 아동을 대상으

로 회기당 주 3회씩 2주 동안 총 12회기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매 회기는 20분 간 지속되었다. 매 중재 회기 후 동영상 전사 및 분

석을 진행하여 아동의 수행을 분석하였다. 중재활동은 3가지 스크

립트 활동과 2가지의 언어촉진 활동 조건을 짝 지은 후 이를 2회씩 

반복하여 총 12회기로 진행하였다(3×2×2). 동일한 스크립트 활

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어휘의 다양성을 통제하고, 미리 선정한 기

능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교대중재설계의 순

서효과와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중재 회기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열하였으며, 연습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속으

로 동일한 스크립트 활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중재 단

계에서 매 회기 스크립트 활동이 다르게 배치되어 성인이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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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가 달라지므로 이월효과를 통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배열된 중재 회기의 순서는 Table 2와 같으며, 각 대상아동에게 동

일하게 적용되었다. 중재의 종결은 TI 조건 6회기, GI 조건 6회기 총 

12회기가 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유지 단계

유지 단계는 GI 조건의 결과 아동의 기능성 표현 비율이 잘 유지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재가 종결된 지 2주 후에 기초선과 

동일한 생일파티 놀이상황에서 실시하였고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

용하여 발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 및 방법

발화를 분석하는 기준은 기능어 산출비율로서 아동의 발화를 전

사한 후 해당 조건 내 전체 발화에서 목표한 기능어가 산출된 빈도

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즉, 매 회기마다 아동이 표현한 각 기능어의 

총 수를 해당 회기 전체 발화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이었다. 

신뢰도

ATD에서는 연구자의 일관된 중재, 즉 독립변인의 신뢰도가 주

요 변수이기에(Lee, Park, & Kim, 2000), 본 연구에서는 중재의 준

비 및 중재과정의 적절성, 충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연구

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중재충실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언어치료경

력 3년 이상의 언어치료 전공자이자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인 평가자 1인과 연구자가 전체 중재 회기 중 25%에 해당하는 영상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살펴본 후 미리 작성한 중재충실도 체

크리스트의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를 하였다. 해당 체크

리스트는 ‘연구자가 스크립트 내용에 충실하게 중재하였는가?’, ‘스

크립트 과제가 아동의 수준에 적절한가?’, ‘아동의 반응에 적절한 

집중적인 자극과 간접적인 구어가 제시되었는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4명의 아동에 걸쳐 91.4-98.1의 중재충실도 

평균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종속변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위 평가자 1인과 

연구자가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사전연습을 진행하여 일치도

가 95% 이상이 되도록 연습하였다. 그 후 전체 중재 회기의 25%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화와 기능어 산출 비율을 각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아동에 걸쳐 88.3-100에 이르는 조사 및 연결어미 분석 일치

도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

언어촉진방법에 따른 조사 표현 비율

본 연구에서 TI 조건과 GI 조건 중 어떤 조건에서 진행한 촉진 활동

이 언어발달지연아동의 조사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기초선 단계 3회기, 중재 단계 12회기(TI 6회기, GI 6회기), 

유지 단계 3회기 동안 매 회 표현된 여섯 개 조사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각 아동이 보인 단계 별 조사 표현 비율의 평균 및 범

위는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그 추세는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P1이 기초선 단계 동안 보인 평균 조사 표현 비율은 4.72%로 3회

에 걸쳐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중재 단계 동안 TI 조건에서는 

평균 6.54%, GI 조건에서는 평균 7.55%의 조사 표현 비율을 보였으

며, 유지 단계에서는 평균 11.87% 조사 표현 비율을 보여 기초선 기

간보다 증가한 유지율을 보였다. P2의 경우 기초선 단계 동안 조사 

표현 비율은 평균 3.55%로 저조한 편에 속하였다. 그러나 중재 회기

가 진행되면서 TI 조건에서는 평균 5.40%의 비율을 보인 반면, GI 

조건에서 11.12%의 평균 조사 표현 비율을 보였으며, 유지 단계에

서도 평균 9.19%의 비율로 기초선 단계보다 높은 유지율을 나타냈

다. P3은 기초선 단계 동안 평균 5.89%의 조사 표현 비율을 보였으

며, 중재 단계에서는 TI 6.70%, GI 11.60%으로 GI 조건에서 전반적

Table 2. Experimental procedures of scripts and conditions throughout ses-
sions

Session Scripts in conditions Repetition order

  1 Art play in TI condition 1st
  2 Shopping play in TI condition 1st
  3 Dressing and playground play in GI condition 1st
  4  Shopping play in TI condition 2nd
  5 Art Play in GI condition 1st
  6 Dressing and playground play in TI condition 1st
  7 Shopping play in GI condition 1st
  8 Art Play in GI condition 2nd
  9 Dressing and playground play in TI condition 2nd
10 Art Play in TI condition 2nd
11 Shopping play in GI condition 2nd
12 Dressing and playground play in GI condition 2nd

Table 3. Mean and range of production rate in particles in TI and GI conditions 
(%)

Participant Baseline  
phase

Intervention phase Maintenance 
phaseTI GI

P1 4.72 (4-7) 6.54 (3-11) 7.55 (4-12) 11.87 (10-13)
P2 3.55 (3-5) 5.40 (2-14) 11.12 (4-24) 9.19 (8-10)
P3 5.89 (6-8) 6.70 (3-12) 11.60 (8-15) 6.85 (5-8)
P4 2.92 (1-4) 5.63 (1-9) 6.64 (4-11) 5.82 (4-7)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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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조사 표현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단계

에서도 평균 6.85%로 기초선이나 TI 조건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

으로 조사 표현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P4는 기초선 

단계의 조사 표현 비율이 2.92%로 낮았고, 중재 단계에서 TI 5.63%, 

GI 6.64%로 그 차이가 다른 아동에 비해 크지 않았다. 유지 단계에

서는 5.82%의 조사 표현 비율을 보여 기초선 단계 및 TI 조건보다 

다소 높은 유지율을 지속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P1, P2, P3의 경우 중재 단계의 초기 TI 조

건에 비해 GI 조건에서 문장과 함께 조사를 제공하기 시작하자 아

동의 조사 표현 비율의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P2와 P3에게서

는 회기가 지속되면서 뚜렷한 조사 표현 비율의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다. 비록 중재 회기 단계에서 P1과 P4가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

이지는 않았으나 2주 후 유지 단계에서 관찰한 조사 표현의 비율은 

기초선 단계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별로 살펴보면 P1은 기초선 단계에서는 낮은 빈도로 사용

했던 ‘-로’와 ‘-도’가 중재 단계와 유지 단계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

였다. 반면 ‘-을/를’은 기초선, 중재 및 유지 단계에서 사용이 확인되

지 않았다. P2는 기초선 단계에서 드물게 사용하였던 모든 목표 조

사의 빈도가 GI 조건에서 뚜렷이 증가하였으며, 유지 단계에서도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유지 단계에서 목표하지 않았던 보

조사 ‘-만’ ‘-은/는’도 추가로 나타났다. P3과 P4의 경우 기초선 단계

에서 자주 사용하던 조사인 ‘-에’와 ‘-도’는 GI 조건에서 그 사용빈

도가 증가하였고, 기초선 단계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던 ‘-을/

를’과 ‘-로’는 GI와 TI 조건 모두에서 여전히 사용하지 않거나 조건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언어촉진방법에 따른 연결어미 표현 비율

본 연구에서 TI 조건과 GI 조건 중 어떤 조건의 촉진 활동이 언어

Figure 1. Rate of production in particles. 
TI= Input in telegraphic condition; GI= Input in grammatic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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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and range of production rate in connective ending in TI and GI 
conditions (%)

Participant Baseline  
phase

Intervention phase Maintenance 
phaseTI GI

P1 3.27 (2-4) 0.97 (0-3) 2.19 (0-6) 6.75 (6-8)
P2 0.37 (0-1) 2.33 (0-5) 3.58 (2-5) 2.47 (2-3)
P3 5.98 (4-9) 2.68 (0-5) 5.89 (3-9) 7.56 (7-9)
P4 3.37 (2-4) 1.97 (0-4) 5.02 (0-8) 3.09 (2-5)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range).

Figure 2. Rate of production in connective endings. 
TI= Input in telegraphic condition; GI= Input in grammatic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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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아동의 연결어미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기초선 단계 3회기, 중재 단계 12회기(TI 6회기, GI 6회

기), 유지 단계 3회기 동안 매 회 표현된 네 개 연결어미의 비율을 계

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각 아동이 보인 연결어미 표현 비율의 평

균 및 범위는 Table 4에, 그 추세는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P1의 경우 기초선 단계 동안 연결어미의 표현 비율은 평균 3.27%

였는데 이때 아동은 연결어미 ‘-고’만을 빈번히 산출하였다. 중재가 

시작된 후 TI 조건에서는 평균 0.97%, GI 조건에서는 평균 2.19%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하게 분석되지는 않았다. 반면 유지 단

계에서는 6.75%의 연결어미 표현 비율을 보여 조사 표현 비율의 경

향과 유사하게 유지 단계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P2는 기초선 단계 동안 평균 0.37%로 연결어미 표현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중재 회기 동안 TI 조건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던 연

결어미가 GI 조건에서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평균 연결어미 표

현 비율은 TI 2.33%, GI 3.58%로 전반적으로 GI 조건에서 연결어

미 표현 비율을 좀 더 보였으며, 유지 단계에서는 평균 2.47%로 기

초선에 비해 높아진 연결어미 비율을 꾸준히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P3이 기초선 단계 동안 보인 연결어미 표현 비율은 P1과 P2에 

비해 높아 평균 5.98%를 나타냈다. 중재 단계에서는 TI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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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GI 조건에서 5.89%를 보였고, 유지 단계에서는 7.56%의 높

은 표현비율을 보였다. P4의 경우 기초선 단계 동안 3.37%의 연결어

미 표현 비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중재 회기 동안 TI 조건에

서는 1.97%, GI 조건에서는 5.02%의 연결어미 표현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유지 단계에서는 평균 3.09%의 비율로 연결어미를 표현하

여 기초선 단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과 연결어미 표현 비율을 종합하였을 때, P4를 제외한 나

머지 아동은 기초선 단계와 유지 단계에서 증가한 연결어미 표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재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P3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에게서 두 조건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

지 않았고, P4의 경우 GI 조건에서 더 높은 연결어미 표현 비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결어미 별로 살펴보면, P1은 기초선 단계에서 연결어미 ‘-고’만

을 높은 비율로 사용하였으나, 중재 단계 GI 조건에서 제시한 목표 

연결어미가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중재 후반기에 다양한 연결어미 

유형의 산출빈도가 증가하였고 유지 단계까지 지속되었다. P2의 경

우 기초선 단계에서 연결어미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으며, 중재 단

계에서도 ‘-고’, ‘-서’ 등이 새롭게 나타났으나 그 빈도는 높지 않았

다. 반면 ‘-면’은 TI 조건보다 GI 조건에서 더 빈번하였고 유지 단계

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었다. P3과 P4는 기초선 단계에서 목표 연결

어미가 모두 출현하였으며, GI 조건에서 산출 빈도가 증가하였다. 

두 아동은 기초선 단계에서 P3은 ‘-면’, P4는 ‘-고’의 사용 빈도가 높

아 평균 비율이 높아졌으나, 중재 및 유지 단계에서는 GI 조건에서 

나머지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보식 및 문법완성식의 두 가지 언어자극 유형이 언

어발달지연아동의 기능어(조사와 연결어미) 습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학령전기 언

어발달지연아동 4명을 대상으로 교대중재설계를 적용하여 기초선 

단계, 중재 단계, 유지 단계를 거치며 조사 및 연결어미 표현 비율에

서 보이는 추이를 두 자극 유형 조건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보식 문장을 제공한 조건에 비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

장으로 조사를 제시한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조사 표현의 비

율이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비슷한 연령대인 30개월에

서 51개월의 표현언어지연아동을 대상으로 한 Bredin-Oja와 Fey 

(2014)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었다. 이 연구는 의미관계와 

문법형태소를 모두 종속변인으로 하여 즉각적인 모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두 조건을 비교하였는데, 의미관계보다는 문법적 요소를 

모방하는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해 덜 구조적이

고 더 자연스러운 스크립트 상황에서 아동의 발화를 유도한 본 연

구에서도 GI 조건에서 조사 표현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전보식 

언어촉진방식에 비해 문법적으로 완전하고 단순한 문장을 제시하

는 방식이 조사 표현 촉진에 좀 더 효과적임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자극조건을 제외한 성인언어의 기타 의미관계 

수준, 어휘의 내용, 그리고 놀이 스크립트 상황을 모두 유사하게 적

용하도록 중재환경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Bredin-Oja와 Fey (2014)

의 실험방식과 달리 아동에게 모방을 요구하지 않는 간접적 언어자

극 전략을 활용하였으므로 부모-아동 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상황이나 아동중심 중재상황에도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 단계에서 언어자극조건에 따라 나타난 조사 표현 비율의 추

이를 살펴보면 특히 P2와 P3아동에게서 증가 폭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두 아동이 보인 조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다른 아동에 

비해 주격조사 외에 공존격, 보격조사와 보조사를 다양하게 활용

하였으며 해당 조사의 표현이 잘 유지되었다. 반면, P1의 경우 유지 

단계에서 높은 조사 표현 비율을 보였으나 조사의 다양성이 부족

하며 동일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중재만으로도 조사를 새로 습득하거나, 습

득한 조사를 다양하게 적용하는 학습잠재력의 크기가 아동에 따

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Bain & Olswang, 1995). 

본 연구에서는 중재 단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능어를 습득하기 

위한 아동의 준비도(학습잠재력)를 확인하기 위해 MLU를 분석하

였다. 이는 기능어 습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구문의 길이’라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결과 자극유형에 따라 중재 및 유지 

단계에서 다양하고 많은 조사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정도에 아동

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이 차이는 중재 이전에 아동이 이미 사용하

였던 조사의 유형이나 빈도와 좀 더 관련이 있는 듯하였다. 즉, 기초

선 단계에서 P1과 P4와 달리 P2와 P3은 빈도는 낮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조사를 부정확하더라도 표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문법

적으로 완성된 문장 속에서 기능어를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상황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Brain과 Olswang (1995) 

역시 역동적 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중재에 대한 학습잠재

력이 높은 아동은 동일한 단서에도 더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고 설

명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탐색

되어야 할 영역으로 사료되었다.

다음으로, 언어촉진조건에 따른 연결어미 표현 비율에 관한 분

석결과 P3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게서 전보식 및 문법완성식 촉

진방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선행연구는 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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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습득연령이 조사에 비해 다소 느리고(Chung, 2013),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의 경우 나열 연결어미 ‘-고’를 제외한 나머지 연결어미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다고 보고하였다(Hwang, 2003). 앞서 설명

하였듯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모두 MLU-c 1.7에서 1.9로 단단어 

수준의 표현이 주를 이루거나, 두 세 단어 조합 수준의 문장이 출현

하기 시작하는 3세 1개월에서 4세 3개월의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

이었다. 더욱이 P1, P3, P4아동은 유지 단계에서 나열형 연결어미  

‘-고’ 혹은 조건형 연결어미 ‘-면’을 반복 사용하여(예: ‘신발 신고, 모

자 입고, 의자 있고’, ‘먹으면 안돼요. 먹으면 배 아파요. 불 먹으면’), 

중재 단계와 유지 단계에서 증가 비율을 보였음에도 Figure 2의 추

이에서 그 차이가 변별력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결어미별로 살펴

보았을 때 P3과 P4는 기존에 사용하던 연결어미를 GI 조건에서 좀 

더 높은 빈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극 유형의 효과는 중재 전에 사용하였던 문법형태소의 빈도를 높

이는 데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결과적으

로 본 연구대상 아동의 대부분이 연결어미 촉진문장에 큰 폭의 증

진을 보이지 않았으나, 각 연결어미별 사용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는 

문법완성식 문장을 제시하는 조건이 전보식 언어촉진조건에 비해 

연결어미를 습득하고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능어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아동이 기존에 습

득한 기능어의 유형과 빈도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학습잠재력에 따

라 표현 비율의 증감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언어를 

촉진하는 자극이 정확한 문법요소를 포함할수록 제시된 기능어뿐

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어의 표현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nker와 Stronach (2017)은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자극이 아동

으로 하여금 뒤이을 단어를 예측하도록 도움으로써 언어처리를 촉

진하고, 새로운 단어 학습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한 바 있

다. 예를 들어, 격조사가 포함된 ‘아빠한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뒤

이을 동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동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찬가지로 ‘인형한테 사과랑 키위를 주자’라는 문장을 들은 아

동이 ‘키위’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랑’이라는 접속조사

를 이해한다면 사과와 같은 범주의 사물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법발달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생득적이고 내재된 문법적 역량(grammatical competence)을 가정

하는 생성주의적 접근을 지지할 수도, 경험을 통한 문법지식의 형

성을 옹호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중재 방식의 효과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한 언어 자극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스크립

트 활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앞선 경험의 이월효과(carryover ef-

fect)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여 TI 조건에서도 기능어 사용의 빈

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유놀이의 특성 상 성인

이 목표 기능어를 제시하는 빈도와 비율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

웠다. 후속연구에서는 기능어 자극과 반응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

는 중재 맥락을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 아동이 기존에 습득하고 사용한 다양한 조사와 연결

어미를 파악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와 연결어

미의 비율로 측정하였기에 아동이 동일한 문법형태소를 반복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 높은 비율이라는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되는 연구는 소수의 문법형태소에 초점을 

맞추거나, 조사와 연결어미별 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대상 아동의 충분한 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

애군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평가 및 중재를 

위해 유용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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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중재활동에서 사용한 스크립트의 종류와 도구

스크립트 도구

1 미술 놀이 기차모형, 크레파스, 색연필, 풀, 테이프 등

2 옷 입고 놀이터 가기 가족인형, 의류모형, 놀이터 교구 등

3 마트 놀이 인형, 사물카드, 사물모형, 계산기 모형, 카트, 봉지 등

Appendix 2. 중재활동에서 사용한 스크립트의 순서 및 구어자극의 예

GI 조건: 미술놀이(기차 만들기)

활동순서 구어자극
기능어

조사 연결어미

활동 소개 선생님이 재미있는 걸 가져왔어요

(ST) 기차(를) 꺼내요.

(ST) 기차(를) 만들 거예요.

를(2)

활동 진행 (ST) 기차(를) 색칠하(고)

(ST) 기차(에) 붙여요.

(PT) 00(도) 색칠해요.

(PT) 가위(로) 자르(면)

를(1)

에(1)

도(1)

로(1)

고(1)

면(1)

활동 마무리 (PT) 00이(도) 만들었어요

(ST) 뽀로로가 타(고), 포비(도) 타고

(ST) 엄마(도) 보여줘요. 

도(3) 고(1)

ST=혼잣말 기법(self-talk); PT=평행적 발화(parallel-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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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인의 언어자극 유형이 언어발달지연아동의 기능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

정부자1·김미리2 

1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2준재활의학과의원

배경 및 목적: 전보식 문장이 언어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화형식이긴 하나, 언어적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언어자극의 형식으로 적합한가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세에서 4세 언어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전보식 

및 문법완성식의 두 가지 언어촉진방법이 조사 및 연결어미라는 기능어 표현에 유의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방

법: 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6개의 조사와 4개의 연결어미를 제공하는 문법완성식 언어촉진활동조건과 기능어가 생략된 내용어 중심의 

전보식 문장을 제공하는 언어촉진활동 조건의 두 가지를 다양한 스크립트 활동 속에서 진행하였다. 두 조건에서 나타나는 기능어의 산

출비율을 비교하기위해 교대중재설계(alternating treatment design, ATD)를 적용하였다. 결과: 전보식 문장을 제공한 조건에 비해 문법

적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조사와 연결어미를 제공한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표현이 비율이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결어미의 경우 

조사에 비해 두 조건 간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의 및 결론: 아동에 따라 조사와 연결어미 표현의 비율에서 다른 추이를 보

였으며, 이는 아동들의 학습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종합적으로 언어촉진방식에 따라, 기능어의 종류에 따라, 그리

고 아동의 반응성에 따라 표현비유의 증감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양한 중재방식의 효과를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핵심어: 전보식 언어촉진, 문법완성식 언어촉진, 스크립트, 언어발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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