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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Korean and English research trends regarding lan-
guage development and language impairment,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later 
research. Methods: Sixty-five Korean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Communication Sci-
ence & Disorders and 129 English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ubject, time dimension, observa-
tional method,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The frequency and rate of 
publication of each type were yielded. Results: Nearly half of the subjects were typically 
developing toddlers,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research in the two 
journals. Cross-sectional studies had higher rates in Korean research, and longitudinal 
studies had higher rates in English research. In Korean journals, most articles were descrip-
tive studies, with very few experimental studies. In English journals,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were used relatively evenly, whereas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were used at higher rates in the Korean journals. Both journals mostly used 
variables associated with expressive language as dependent variables. Conclusion: Al-
though more research has been published and the types of studies have become more di-
verse than in the past, during the recent decade in Korea the amount and types of studies 
are limited when compared to English research. In this regard, this study discussed the di-
rection in which future research related to infant language disorder should proceed.
  
Keywords: Infancy and toddlerhood, Research trends, Subjects, Research type, Indepen-
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영유아 시기의 의사소통능력은 이후의 언어 이해능력과 표현능

력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Armstrong et al., 2018; Lee & Lee, 

2016). 또한 초기 언어능력은 사회, 인지, 정서와 같은 언어 외의 다

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Aro, Eklund, Nurmi, & 

Poikkeus, 2012; Henrichs et al., 2013), 후기의 발달능력에 대한 예

측요인이 되기도 한다(Alcock & Connor, 2021; Sansavini et al., 

2021). 이와 같이 영유아기의 언어능력이 이후의 언어 및 다양한 발

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 언어발달에 대한 풍

부한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치료 임상현장에서 

이들의 평가 및 치료에 대한 임상적 지식을 획득하는 중요한 통로

가 된다. 따라서 최근의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영유아기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로

는 Kim과 Hong (2008), Kim, Lee와 Jo (2017)가 있다. Kim과 Hong 

(2008)은 1999년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국내의 주요 의사소통장

애 학술지인『언어청각장애연구』와 국외의 관련 주요 학술지인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JSLHR)를 대

상으로 연구대상, 연구유형, 독립변인, 종속변인의 측면에서 국내

외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영유아기 언어

발달 관련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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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일반 아

동에 치중되었고, 연구유형도 기술연구와 실험연구 위주로 비교, 

예측 및 중재와 같은 유형은 매우 부족하였으며, 종단적 연구도 매

우 적었다. 독립변인도 주로 연령과 성별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바

탕으로 연구자들은 향후 영유아기 언어발달에 대한 국내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Kim 등(2017)은 국내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2007년

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 중, 12개월에서 만 5세까지의 장애 영유아

의 언어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Kim과 Hong (2008)의 연구와 달리, 영유아의 연령 범위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국내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역시 국내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유형 등의 제한성을 

지적하고 다양화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10년간의 국내와 국외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영유아 언어장애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

하고, 과거 10년 대비 국내 연구의 변화와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영유아 언어발달 및 언어장

애 관련 연구의 동향과 흐름을 분석하고, 국내 학술지인 Commu-

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CSD)와 국외 학술지인 JSLHR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 간 차이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전반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이후의 연구와 평가 및 중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im과 Hong (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2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외 두 학술

지에 게재된 연구들 중에서 만 3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상인 언어발

달 및 언어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을 연구대상, 연구유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방법

분석 대상

최근 10년간 영유아기 언어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영어권 학술지 JSLH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

ing Research)과 국내 학술지 CSD (Communication Science & 

Disorders)에 출판된 연구들 중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연

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만 3세 이하 영유아와 관련된 부모, 교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만 3세 이하의 영유

아와 함께 만 4세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4

세 이상 집단이 한 집단인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하고, 4세 이상 집

단이 두 집단 이상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기

준은 종단연구와 횡단연구 모두에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 목

적이 조음음운능력, 음성, 유창성 등 말 특성과 관련 있는 경우 분

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JSLHR 129편, CSD 

56편, 총 185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 포함

된 두 학술지의 연구논문 수를 출판 연도에 따라 Figure 1에 제시하

였다.

분석 내용 및 기준

연구논문은 크게 연구대상, 시간관점, 관찰방법, 독립변인, 종속

변인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2000년대 초반의 영유아기 언어

장애 연구동향을 살펴본 Kim과 Hong (2008)을 참고하여 전반적

인 분석 내용과 기준을 정하였다.

연구대상 분석

연구대상 유형은 각 연구에 포함된 실험 집단 대상자들의 장애 

및 사례력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유

형을 일반발달, 말늦은 아동, 청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언어발

달지체, 격리 및 입양, 가족력,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최근 10년의 연

구논문에 포함된 주된 연구대상과 과거 10년의 주된 연구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유형에서 격리 및 

입양 유형을 제외하고 구개열, 이중언어/다문화, 미숙아 유형을 추

가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 유형은 일반발달, 말

늦은 아동, 청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언어발달지체, 구개열, 이

중언어/다문화, 미숙아, 가족력, 기타, 총 10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구

체적인 분류 기준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유형의 분석 기준에서 대상자들의 장애 및 사례력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각 연구논문에 명시된 유형 명칭을 그대

Figure 1. Number of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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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랐다. 단, 3세 이하의 영유아 시기가 특정 장애들로 진단하기

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라는 점과 배타적인 집단 분류가 제한적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발달지체 유형에는 발달지체, 지적장애, 다

운증후군 등을 진단받고 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이는 아동들을 

포함하였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 유형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말늦은 아동 유형에

는 late language emergence를 비롯해 말늦은 아동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과 더불어, 다른 발달 영역에서의 결함이나 지체에 

대한 보고 없이 언어발달에 지연이 있다고 보고된 경우가 포함되었

다. 통제 집단 대상자의 유형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둘 이상

의 연구대상 유형이 각기 다른 실험 집단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모

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하나의 실험 집단에 둘 이상의 연구대상 유

형이 집단 구분 없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시간관점에 따른 분석

시간관점에 따른 유형은 종단연구와 횡단연구로 분류하였으며, 

문헌연구와 같이 특정한 시간관점으로의 분류가 어려운 연구의 경

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한 연구 논문에 종단연구와 횡단연구가 모

두 포함된 경우 두 유형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관찰방법에 따른 분석

관찰방법에 따른 유형은 크게 기술연구와 실험연구로 분류하였

는데, 기술연구는 6가지 하위유형, 발달특성, 비교, 예측요인, 상관, 

문헌리뷰, 평가도구/방법으로 분류하고 실험연구는 2가지 하위유

형, 중재효과와 실험처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기술연구 중 발

달특성, 비교, 예측요인, 상관, 평가도구/방법 유형은 각 관찰방법이 

연구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하였다. 하나

의 연구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유형이 포함된 경우, 특히 둘 이상의 

연구문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는 각각의 유

형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기준

은 Table 2와 같다.

독립변인 분석

독립변인 유형은 크게 중재, 실험처치, 대상자 특성, 평가도구/방

법,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대상자 특성은 장애/사례력, 의사소통관

련, 연령/성별, 가족관련, 인공와우, 총 다섯 가지 세부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한 연구 논문에서 두 개 이상의 독립변인을 사용한 경우, 

해당 독립변인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독립변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인 분석

종속변인 유형은 크게 수용언어, 표현언어, 기타로 분류하였는

데,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는 각각 전반, 음운, 문법, 의미, 화용, 기타

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유형에는 언어전반, 상징놀이, 가족관련, 장

애출현율, 평가도구/방법, 기타 유형이 포함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는 종속변인을 세부적인 언어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특

정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수용 및 표현 영역 평가 결과를 종속변인

Table 1. Types of subjects and criteria for classification 

Type Criteria

Typical development Typical developing toddlers
Late-talking Toddlers with language developmental delays without 

any other developmental deficit
Hearing impairment Toddlers with hearing impairment
Autism spectrum  

disorders
Toddlers diagnosed with or suspected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Toddlers diagnosed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down 

syndrome, or developmental delays with language 
delays

Cleft palate Toddlers with cleft palate
Bilingual/Multicultural Toddlers who are bilingual or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reterm birth Toddlers who were born before 37 weeks of pregnancy 
Family history Toddlers with a family history of specific disorders
Others In case not falling within the above types

Table 2. Types of studies depending on the observational method and criteria for classification  

Type Subtype Criteria

Descriptive study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Study observing and analyzing a developmental change according to age within a homogeneous group
Comparison Study comparing and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heterogeneous groups
Predictive factor Study on variables that predict later development or affect other factors
Correlation Study on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Literature review Study providing a comprehensive summary of previous research
Assessment tool /method Study verifying the validity or reliability of assessment tools, measures, and methods for evaluating and analyzing

Experimental study Interventional experiment Study assigning subjects to a treatment and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vention
Non-interventional experiment Study determining the influence of a trial condition without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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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한 연구 논문들을 수용의 기타 및 표현의 기타로 구분하

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 수용 및 표현의 기타 비율이 낮지 않

았던 점과 언어의 특정 하위 영역으로 구분될 수 없는 변인들과 구

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용 전반 및 표

현 전반 유형을 포함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으로 표준화된 검사도구

의 수용 및 표현언어 영역의 결과를 합산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사

용한 경우 기타의 하위유형인 언어전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방법

최근 10년간 두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논문을 연구대상, 시간관점, 관찰방법, 독립변인, 종속변

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의 연도별 출판 빈도를 제시하였

다. 또한 국내와 국외의 연구 동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총 10년 동

안의 빈도를 합산하여 각 유형의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Table 3. Type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criteria for classification 

Type Criteria

Intervention Specific treatment method of interventional experiment
Trial condition Trial condition used to control in a non-interventional experiment
Subject’s disorder/history Presence of disorders, type, severity, and history of the subject
Subject’s communication skill Variables related to the subject’s communication skills
Subject’s age/gender Subject’s age and gender
Subject’s family-related variable Family socioeconomic status, family history of communication problems or disorders, characteristics related to communication of 

family members, and parents' educational level
Subject’s CI-related variable Age of cochlear implant (CI) activation or fitting hearing aids and other variables related to CI
Assessment tool/method Variables used in the study verifying the validity or reliability of assessment tools, measures, and methods for evaluating and  

analyzing
Others Variables not falling within the above types

Table 4. Types of subject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

JSLHR
Typical developing 8 3 6 3 3 8 6 13 8 9 67 (45.6)
Late-talking 1 1 3 2 0 5 1 1 5 4 23 (15.6)
Hearing impairment 0 1 0 2 0 2 2 4 2 3 16 (10.9)
Autism spectrum disorders 0 1 3 0 1 1 0 1 4 0 11 (7.5)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0 3 1 0 0 0 0 1 1 1 7 (4.8)
Cleft palate 0 0 0 0 0 0 0 1 0 1 2 (1.4)
Bilingual/Multicultural 0 1 0 0 1 0 0 0 0 2 4 (2.7)
Preterm birth 0 0 1 0 0 0 2 0 1 1 5 (3.4)
Family history 0 1 0 0 1 1 1 1 1 1 7 (4.8)
Others 1 0 1 0 1 0 0 2 0 0 5 (3.4)
Total 10 11 15 7 7 17 12 24 22 22 147 (100)

CSD
Typical developing 0 3 2 1 3 3 6 3 1 8 30 (48.4)
Late-talking 1 2 2 3 0 2 3 2 1 2 18 (29.0)
Hearing impairment 0 0 0 0 1 0 0 0 1 0 2 (3.2)
Autism spectrum disorders 0 1 0 0 0 0 0 0 0 0 1 (1.6)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0 0 0 0 0 0 0 0 0 0 0 (0)
Cleft palate 1 1 0 0 1 1 1 1 0 1 7 (11.3)
Bilingual/Multicultural 1 0 0 0 0 0 0 0 0 0 1 (1.6)
Preterm birth 0 0 0 0 2 1 0 0 0 0 3 (4.8)
Family history 0 0 0 0 0 0 0 0 0 0 0 (0)
Others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3 7 4 4 7 7 10 6 3 11 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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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연구대상 분석 결과

두 학술지 연구 논문에 포함된 연구대상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연도별로 제시하였으며, 학술지별 전체 연구대상 유형 비

율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JSLHR과 CSD 모두 일반발달 유형이 각각 45.6%, 48.4%로 가장 많

았는데, 일반발달 유형에 이어서 JSLHR의 경우 말늦은 아동

(15.6%), 청각장애(10.9%), 자폐스펙트럼장애(7.5%), 언어발달지체

와 가족력(각 4.8%), 미숙아와 기타(각 3.4%), 이중언어/다문화

(2.7%), 구개열(1.4%) 순으로, CSD의 경우 말늦은 아동(29%), 구개

열(11.3%), 미숙아(4.8%), 청각장애(3.2%),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이

중언어/다문화(각 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CSD에서 언어발달

지체와 가족력, 기타 유형을 대상자로 한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

며, JSLHR의 기타 유형에는 취약x증후군과 중이염을 지닌 아동들

이 포함되었다.

시간관점에 따른 분석 결과

시간관점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연도별로 제시하였으

며, 학술지별 시간관점에 따른 연구유형의 전체 비율을 Figure3에 

제시하였다. 최근 10년간 JSLHR에는 종단연구(51.2%)가 횡단연구

(47.3%)보다 더 많이 출판되었으나, CSD에는 횡단연구(67.2%)가 

종단연구(32.8%)보다 더 많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SLHR에는 기타, 즉 시간관점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문헌연구가 

두 편 출판되었으나, CSD의 경우 한 편도 출판되지 않았다. 

관찰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관찰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학

술지별 관찰방법에 따른 연구유형의 전체 비율을 Figures 4, 5에 제

시하였다. 먼저 관찰방법을 크게 기술연구와 실험연구로 나누어 살

펴보았을 때, JSLHR과 CSD 모두 기술연구가 각각 80.8%, 96.2%로 

실험연구보다 더 많이 출판되었으나, 두 학술지에 발표된 실험연구

는 JSLHR이 19.2%, CSD가 3.8%로, 적지 않은 비율 차이를 보였다. 

하위유형을 살펴보면, JSLHR은 예측요인(26.2%) 연구가 가장 많았

고 이어서 비교(23.8%), 평가도구/방법(13.4%), 상관(10.5%), 중재효

과(9.9%), 실험처치(9.3%), 발달특성(5.8%), 문헌리뷰(1.2%) 순이었

으며, CSD는 비교(37.2%)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발달특성

(23.1%), 예측요인(15.4%), 상관(11.5%), 평가도구/방법(9%), 중재효

과(3.8%) 순이었다. 두 학술지 간 비율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유형은 발달특성 유형과 실험처치 유형이었는데, 발달특성 연구의 

Table 5. Types of studies depending on a time dimension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

JSLHR
Longitudinal study 7 7 5 1 2 7 5 8 14 10 66 (51.2)
Cross-sectional study 3 2 8 6 3 5 5 13 5 11 61 (47.3)
Others 0 0 0 0 1 1 0 0 0 0 2 (1.6)
Total 10 9 13 7 6 13 10 21 19 21 129 (100)

CSD
Longitudinal study 0 1 0 1 2 2 5 3 3 2 19 (32.8)
Cross-sectional study 3 4 4 3 4 4 5 3 1 8 39 (67.2)
Others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3 5 4 4 6 6 10 6 4 10 58 (100)

0%               20%              40%               60%              80%             100%

JSLHR

CSD

Figure 3. Types of studies depending on a time dimension.

Figure 2. Types of subjects. 
TD = Typical Developing; LT = Late-talking; HI = Hearing Impairment; 
ASD = Autism spectrum disorders; DLD =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CP= Cleft palate; BIL= Bilingual/Multilingual; PTB= Preterm birth.

JSLHR 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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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JSLHR은 그 비율이 낮은 반면에 CSD는 비교적 비율이 높았

고, 실험처치 연구의 경우 JSLHR에서는 16편(9.3%)의 연구가 발표

되었으나 CSD에서는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독립변인 분석 결과

독립변인 분석 결과는 Table 7에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학술지별 

연구 논문에 포함된 독립변인 유형들의 전체 비율을 Figure 6에 제

시하였다. 총 10년간의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JSLHR의 독립변인 

유형은 인공와우를 제외하고 각 8.1-15.2%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

되어 있었으나, CSD의 독립변인 유형은 대상자의 특성인 장애/사

례력과 연령/성별을 합한 비율이 62.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

다. 두 학술지별 각 독립변인 유형의 비율 순위를 살펴보면, JSLHR

은 의사소통관련(16.8%), 장애/사례력(15.2%), 연령/성별과 기타(각 

Table 6. Types of studies depending on the observational method

Typ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JSLHR
Descriptive study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2 1 0 0 0 3 1 2 1 0 10 (5.8)
Comparison 2 5 3 4 1 4 4 7 6 5 41 (23.8)
Predictive factor 3 5 4 1 2 4 5 7 5 9 45 (26.2)
Correlation 3 1 2 3 1 2 0 1 2 3 18 (10.5)
Literature review 0 0 0 0 1 1 0 0 0 0 2 (1.2)
Assessment tool/method 1 0 2 1 2 3 1 5 2 6 23 (13.4)

Experimental study
Interventional experiment 1 2 3 0 0 1 0 3 4 3 17 (9.9)
Non-interventional experiment 2 1 3 1 0 2 2 2 2 1 16 (9.3)

Total 14 172 (100)
CSD

Descriptive study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0 1 1 0 4 1 3 3 2 3 18 (23.1)
Comparison 3 3 2 2 4 4 3 2 1 5 29 (37.2)
Predictive factor 0 0 0 0 3 1 3 2 0 3 12 (15.4)
Correlation 0 0 0 1 1 2 1 0 0 4 9 (11.5)
Literature review 0 0 0 0 0 0 0 0 0 0 0 (0)
Assessment tool/method 0 2 2 1 0 0 1 0 0 1 7 (9.0)

Experimental study
Interventional experiment 0 0 0 1 0 0 1 0 1 0 3 (3.8)
Non-interventional experiment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3 78 (100)

JSLHR

CSD

0%               20%              40%               60%              80%             100%

Figure 4. Types of studies depending on the observational method.

Figure 5. Subtypes of studies depending on the observational method.

D1=Developmental characteristic

D5=Literature review

D3=Predictive factor

E1= Interventional experiment

D2=Comparison

D6=Assessment tool/method

D4=Correlation

E2=Non-interventional Experiment

JSLHR 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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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평가도구/방법(11.7%), 가족관련(11.2%), 중재(8.6%), 실험

처치(8.1%), 인공와우(3%) 순이었고, CSD는 장애/사례력(33.3%), 

연령/성별(29.2%), 의사소통관련(12.5%), 평가도구/방법(9.7%), 기

타(8.3%), 중재(4.2%), 가족관련(2.8%) 순이었다. CSD에서 실험처

치와 인공와우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JSLHR의 기타 독립변인으로는 대상자의 인지, 운동, 주의력, 청력

수준, 언어 및 문화권 등이 있었으며, CSD의 기타 독립변인으로는 

대상자의 인지, 운동, 기질 등이 있었다.

종속변인 분석 결과

종속변인 분석 결과는 Table 8에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학술지별 

연구 논문에 포함된 종속변인 유형들의 전체 비율은 Figures 7,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인 유형을 표현언어, 수용언어, 기타로 크

게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JSLHR과 CSD 모두 표현언어 관련 변인

이 전체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SD의 

사용 비율이 61.4%로, JSLHR (55.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수

용언어 관련 변인의 경우 두 학술지 모두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 JSLHR의 사용 비율(18%)이 CSD(12.6%)보다 더 높게 나타

Table 7. Types of independent variable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

JSLHR
Intervention 1 2 3 0 0 1 0 3 4 3 17 (8.6)
Trial condition 2 1 3 1 0 2 2 2 2 1 16 (8.1)
Subject’s disorder/history 0 4 0 3 0 3 3 6 6 5 30 (15.2)
Subject’s communication skill 4 4 4 0 2 4 3 4 4 4 33 (16.8)
Subject’s age/gender 3 3 3 1 1 4 2 3 1 4 25 (12.7)
Subject’s family-related variable 0 3 1 0 0 4 1 5 3 5 22 (11.2)
Subject’s CI-related variable 0 1 0 1 0 1 0 1 0 2 6 (3.0)
Assessment tool/method 1 0 2 1 2 3 1 5 2 6 23 (11.7)
Others 0 3 3 1 2 2 4 4 2 4 25 (12.7)
Total 11 21 19 8 7 24 16 33 24 34 197 (100)

CSD
Intervention 0 0 0 1 0 0 1 0 1 0 3 (4.2)
Trial condition 0 0 0 0 0 0 0 0 0 0 0 (0)
Subject’s disorder/history 3 3 2 2 4 3 2 2 1 2 24 (33.3)
Subject’s communication skill 0 0 0 0 2 1 3 0 0 3 9 (12.5)
Subject’s age/gender 0 1 1 0 4 2 4 4 2 3 21 (29.2)
Subject’s family-related variable 0 0 0 0 0 1 1 0 0 0 2 (2.8)
Subject’s CI-related variable 0 0 0 0 0 0 0 0 0 0 0 (0)
Assessment tool/method 0 2 2 1 0 0 1 0 0 1 7 (9.7)
Others 0 0 0 0 0 1 1 1 0 3 6 (8.3)
Total 3 6 5 4 10 8 13 7 4 12 72 (100)

I= Intervention

S3=Subject’s age/gender

S1=Subject’s disorder/history

S5=Subject’s CI-related variable

TC=Trial condition

S4=Subject’s family-related variable

S2=Subject’s communication skill

ATM=Assessment tool/method
Others

Figure 6. Subtypes of independent variables.

JSLHR 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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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기타 종속변인의 사용 비율은 두 학술지 모두 26-26.6%로 거

의 유사했다. 종속변인의 세부유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JSLHR

과 CSD 모두 표현 의미 관련 변인이 각각 20.3%, 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JSLHR에서는 표현 전반(10.9%), 기타 평가

도구/방법과 기타의 기타(각 9%), 수용 전반(8.6%), 표현 화용

(7.8%) 순으로, CSD에서는 표현 음운(14.2%), 표현 화용(11%), 기타

의 기타(8.7%), 표현 문법(7.9%), 표현 전반(7.1%) 순으로 변인이 많

이 사용되었다. 수용 화용을 제외한 수용언어 관련 변인들은 

JSLHR에서의 사용 비율이 CSD보다 높았고, 표현 의미를 제외한 

표현언어 관련 변인들은 CSD에서의 사용 비율이 JSLHR보다 높았

다. 기타 종속변인 중 하위 기타 유형은 두 학술지 모두에서 10%에 

근접한 비율로 사용되었는데, JSLHR에서는 대상자의 인지, 운동, 

사회성, 적응, 감각, 문해력 등이, CSD에서는 인지, 운동, 학업 수행

력, 기질 등이 하위 기타 유형에 포함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학술지인 CSD와 국외의 학술지인 JSLHR에 최

근 10년간 발표된 영유아기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2008년 이전 10년간의 동향을 분

석한 Kim과 Hong(2008)과 비교하여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최근 10년간 CSD와 JSLHR의 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CSD와 JSLHR에서 영유아기 언어발달과 관련되어 발표된 총 

연구 논문 수는 각각 56편, 129편으로, 국외가 국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두 학술지의 연구 수 차이는 2019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는

데, 국외는 22편이 발표된 반면 국내는 5편에 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국내외 모두 일반 아동 연구가 가장 많았으

며, 더불어 국내는 말늦은 아동과 구개열 아동에 관심이 많았고, 국

외는 말늦은 아동과 청각장애 아동에 관심이 많았다. 두 학술지에

서 일반 아동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3세 이하의 영유아들은 구조적

으로 선천적인 결함 문제를 제외하고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며, 영유

아 언어장애 아동의 조기 선별 및 중재를 위해서 일반 아동의 발달

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말늦은 

아동은 두 번째로 많은 대상이었는데, 국내의 경우 말늦은 아동 연

구는 주로 통제군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

보았고, 중재효과나 예측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반

면 국외의 경우 말늦은 아동 연구는 비교뿐 아니라 중재효과와 예

측요인을 살피는 연구가 함께 주를 이루어 연구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간관점의 측면에서 국내는 약 70%가 횡단적으로 연구되었으

나, 국외는 종단연구의 비율이 51%로 횡단보다 약간 높아 횡단연

JSLHR CSD

Figure 7.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Figure 8. Subtypes of dependent variables. 
PNL = Phonological; GRM = Grammatical; SMT = Semantic; PRM = Pragmatic; WL = Whole language; SP = Symbolic play; F = Family-related; PRV = Prevalence; 
ATM= Assessment tool/method.

25.0%

20.0%

15.0%

10.0%

5.0%

0.0%

Receptive language Expressive language Others

Whole     PNL      GRM      SMT      PRM    Others Whole     PNL      GRM      SMT      PRM    Others    WL         SP          F         PRV       ATM    Others

JSLHR CSD



https://doi.org/10.12963/csd.22920 https://www.e-csd.org    453

영유아기 언어발달 및 언어장애 연구 동향  •  홍경훈 외

Table 8.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Typ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JSLHR
RL

Whole 4 0 0 1 2 2 1 1 7 4 22 (8.6)
Phonological 0 0 1 0 0 0 0 2 0 0 3 (1.2)
Grammatical 0 0 0 0 0 0 0 0 1 1 2 (0.8)
Semantic 1 1 0 0 0 2 1 0 5 7 17 (6.6)
Pragmatic 0 0 0 1 0 0 0 0 0 0 1 (0.4)
Others 0 0 0 0 0 0 0 0 0 1 1 (0.4)
Total 5 1 1 2 2 4 2 3 13 13 46 (18.0)

EL
Whole 3 1 1 1 2 3 2 4 7 4 28 (10.9)
Phonological 3 2 2 2 0 3 0 1 1 3 17 (6.6)
Grammatical 3 1 4 1 0 1 2 1 2 4 19 (7.4)
Semantic 3 7 4 3 2 5 1 6 11 10 52 (20.3)
Pragmatic 2 3 2 1 0 1 2 3 2 4 20 (7.8)
Others 0 0 0 0 0 1 2 0 1 2 6 (2.3)
Total 14 14 13 8 4 14 9 15 24 27 142 (55.5)

Others
Whole language 3 0 1 0 0 0 2 0 0 1 7 (2.7)
Symbolic play 0 0 0 0 0 0 0 0 1 2 3 (1.2)
Family-related 0 0 2 1 0 1 0 4 0 2 10 (3.9)
Prevalence 0 1 1 0 0 0 0 0 0 0 2 (0.8)
Assessment tool/method 1 0 2 1 2 3 1 5 2 6 23 (9.0)
Others 3 2 0 2 1 2 4 2 3 4 23 (9.0)
Total 7 3 6 4 3 6 7 11 6 15 68 (26.6)

Total 26 18 20 14 9 24 18 29 43 55 256 (100)
CSD

RL
Whole 0 1 0 1 2 1 1 0 1 1 8 (6.3)
Phonological 0 0 0 0 0 0 0 0 0 0 0 (0)
Grammatical 0 0 0 0 0 0 0 0 0 0 0 (0)
Semantic 0 2 0 0 0 0 2 0 1 2 7 (5.5)
Pragmatic 0 0 0 1 0 0 0 0 0 0 1 (0.8)
Others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0 3 0 2 2 1 3 0 2 3 16 (12.6)

EL
Whole 0 1 0 1 2 1 1 1 1 1 9 (7.1)
Phonological 1 2 1 0 3 2 3 4 1 1 18 (14.2)
Grammatical 0 1 0 0 1 0 2 0 2 4 10 (7.9)
Semantic 0 1 1 1 3 2 6 1 1 3 19 (15.0)
Pragmatic 1 1 0 3 3 2 2 1 1 0 14 (11.0)
Others 1 0 1 1 0 0 0 2 0 3 8 (6.3)
Total 3 6 3 6 12 7 14 9 6 12 78 (61.4)

Others
Whole language 0 0 0 0 2 3 0 1 0 1 7(5.5)
Symbolic play 0 0 0 0 0 0 0 0 0 0 0 (0)
Family-related 1 0 0 1 0 2 0 0 0 2 6 (4.7)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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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종단연구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관찰

방법에 따른 연구유형 중 예측요인과 중재효과를 살펴본 연구의 

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측요인과 중재효과 연구는 후

일의 언어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다. 연구유형 분석 결과 국내는 국외에 비해 예측요인과 중재효과

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두 학술지 간 유형의 비율이 모두 10% 

이상 차이 났다. 따라서 국내외의 연구유형 비율 차이가 시간관점

의 차이를 야기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찰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국내외 모두 기술연구가 실험연구보

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는 국외에 비

해 기술연구 비율이 높았고 실험연구 비율이 낮았다. 국내는 중재

효과 연구가 3편, 실험처치 연구는 하나도 발표되지 않은 반면에, 

국외는 중재효과와 실험처치가 각 17편, 16편이 발표되어 두 학술

지 간 실험연구는 대략 5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는 비교 연구가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은 비

율을 차지했는데, 국외는 비교와 예측요인 연구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예측요인이 조금 더 많았다. 또한 국내는 발달

특성 연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국외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Figure 5와 같이 국내는 국외보다 연구되는 유형이 한정

적이지만 골고루 분산되었고, 국외는 비록 낮은 비율일지라도 국내

보다 더 다양한 연구유형이 발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분석 결과 국내는 연령/성별과 장애/사례력 변인에 집

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국외는 어느 한 변인에 치우치지 않고 골

고루 살펴보는 경향을 보였다. 특이하게도 국내는 가족관련을 독립

변인으로 한 연구가 2.7%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그에 비해 

국외는 11.2%로 독립변인들 중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연구가 영유아의 직접적인 이해 및 표현언어에

는 관심이 많으나, 영유아의 가족과 관련된 연구에는 관심이 부족

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는 인공와우 변인이 하

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국외보다 청각장애 대상 연구가 현

저히 적었기 때문이었다.

종속변인 분석 결과 국내외 모두 수용언어보다 표현언어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용언어, 표현언어, 기타 영역의 비율은 두 

학술지 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용언어에서

는 국내외 모두 전반과 의미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주

가 되었고, 표현언어에서 국내는 의미, 음운, 화용 등 여러 영역을 골

고루 살펴본 반면에 국외는 의미 영역에 치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

한 국내외 모두 기타 영역의 비율이 수용언어보다 높았는데, 대상

자의 인지나 운동능력과 같은 타 영역의 특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국외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언어의 영

역은 국내외 모두 표현언어와 다른 발달 영역의 연구들에 비해 종

속변인의 영역이 제한적이고 연구 비율도 상당히 낮았다.

둘째, 연구 결과를 Kim과 Hong (2008)과 비교함으로써 국내외의 

전반적인 흐름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선행연구에

서 언급한 제언점들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두 학술지에 발표된 영유아기 언어발달 관련 연구 

논문의 수는 Kim과 Hong (2008)의 결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영유아기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측면에서 선행 연구는 국내의 70%, 국외의 44%가 일

반 아동 비율로 연구대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보

고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 아동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일치하나, 국내의 비율이 48%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국외는 45%로 

이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는 국내의 연구대상이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지체에 편향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이 줄고 말늦은 아동이나 구개열 등의 다

양한 대상 연구가 늘면서 이전보다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이하게도 본 연구에서 언어발달지체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한 

편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4%에 불과했던 말늦은 아동 연구

가 최근에 29%를 차지하면서 국내의 영유아기에 대한 관심이 말늦

은 아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국외는 일반 

아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상들이 골고루 연구되었는데, 본 연구

에서도 연구대상의 비율이 과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국외의 

연구대상이 국내보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과거부터 최근까

지 국내와 국외의 동향 변화를 비교해보면, 국내가 국외의 흐름을 

Typ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Prevalence 0 0 0 0 1 0 1 0 0 0 2 (1.6)
Assessment tool/method 0 2 2 1 0 0 1 0 0 1 7 (5.5)
Others 1 2 1 0 0 2 1 1 1 2 11 (8.7)
Total 2 4 3 2 3 7 3 2 1 6 33 (26.0)

Total 5 13 6 10 17 15 20 11 9 21 127 (100)

RL= Receptive language; EL= Expressive language.

Table 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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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연구대상 측면에서 국외는 

과거부터 말늦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컸던 반면에 국내는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관찰방법에 따른 연구유형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 국내는 발달특성 연구에 치중해 있었으나, 국외

는 발달특성, 비교, 예측요인 연구가 각각 20% 이상으로 많은 비율

을 차지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최근의 국내 연구

유형은 발달특성을 비롯해 비교와 예측요인 연구로도 골고루 분산

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발달특성의 비중이 낮아지고 비교와 예

측요인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 세 유형이 국내 동향의 주요한 흐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

구유형은 주로 발달특성, 비교, 예측요인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발달특성의 비중은 낮아지면서 비교, 예측요인, 평가도구/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요약하면 국내 동향은 과거의 국외 동향을 최근에 

따라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영어권의 동향을 느리게 

따라간다는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다.

시간관점의 측면에서, 국내는 선행연구보다 더 많은 연구들이 횡

단적으로 연구되었으나, 반대로 국외는 선행연구보다 종단연구의 

비중이 커졌다. 관찰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높은 기

술연구의 비중은 국내외 모두 해당하였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 비슷하였다. 과거부터 실험연구에 대한 관심은 국외가 많았으

며, 국외는 12%에서 19%로, 국내는 5%에서 3%로 변화하였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국내외 연구 수가 선행연구에 비해 2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학술지 모두 실험연구의 동

향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는 국내의 실험연구

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국

내가 국외보다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중재 및 실험

처치와 관련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는 국내가 연령/성별을 중요하게 

보았고 최근에는 더불어 장애/사례력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국외가 장애/사례력, 의사소통관련, 연

령/성별로 분산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최근에는 가족관련의 비중

도 커져 여러 변인들을 고르게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보다는 더 다양한 독립변인을 보았으나 여전히 일

부 독립변인에 한정되는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타 독립변인으로 분류된 변인들은 기질, 운

동, 인지 영역이나 문화 및 상황별 맥락 등이었는데, 국내외 모두 선

행연구에 비해 기타 독립변인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최근 10년의 

국내외 연구가 대상자의 언어, 의사소통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영역의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타 영역과의 

관계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종속변인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는 국내외 종속변인이 모두 의미

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의 의미가 더 많았

고, 전반적으로 국내에 비해 국외의 종속변인이 더 다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과거와 최근을 통틀어 국내외적으로 영유아기를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이 수용언어보다 표현언어 영역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종속변인의 영역 간 불균형이 최근까지

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언

어발달 관련 연구의 동향을 국내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의 흐름 내의 부족한 영역을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영유아기 언어발달 관련 연구 수가 과거 10년에 비

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유아와 관

련한 연구 수의 절대적인 증가가 필요하며, 더 많고 활발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는 과거에 비해 대상자 유형이 다양하게 늘어났지만, 

국외에 비해서는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국

내 연구에서 미숙아나 유전적 요인의 고위험군 아동 등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와 달리 미숙아와 이중언어 아동의 연구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으

나 가족력의 대상자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발달

지체나 가족력 등 특정 유형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

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국내는 여전히 횡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외 모두 횡단연구의 비율이 종단연구에 비해 높았으나, 최근에

는 국내의 횡단연구 비율이 더 증가하였고, 국외는 감소하면서 종

단연구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장

기간 발달이나 결함을 추적하는 연구를 좀 더 활발히 하고, 예측요

인이나 중재효과와 같은 연구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횡∙종단적

으로 균형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외 모두 실험연구의 비율이 저조하였는데, 특히 우리

나라가 영유아의 조기중재에 대한 관심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영유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다양한 조건의 실험처치와 같은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영유아기 아동들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 관

심이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국외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

모의 의사소통이나 반응 형태와 같은 가족관련 변인이 독립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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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에, 국내의 가족관련 변인의 비율

은 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언어발달

을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기 아동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대상

이 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종속변인의 측면에서 수용언어 영역이 표현언어와 기타

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영유아기 아

동들의 언어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도구가 제한적이고, 발화 

분석과 같은 비공식적인 평가를 통해서 영유아의 표현언어를 살펴

보는 방법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에 있는 언어재활사나 연구자들이 영유

아기 아동들의 수용언어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

구 및 평가방법의 개발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언어병리학을 대표하는 학술지

인 CSD와 영어권 언어병리학을 대표하는 JSLHR만을 대상으로 최

근 10년간 발표된 185편의 많은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나, 타 학술지

에 게재된 관련 연구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

다. 따라서 학술지 범위를 확장하여 타 학술지의 연구도 분석 대상

으로 포함시킨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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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및 언어장애 연구 동향: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홍경훈1·양희재2·오은별2·이루다2

1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2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치료전공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연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영유아 언어발달 및 언어장애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법: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 CSD (Communication Science & Disorders)와 영어

권 학술지 JSLH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에 발표된 영유아 언어장애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대상, 시

간관점, 관찰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의 출판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결과: 두 학술지 모두 일반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연구유형의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국내 연구는 횡단연구가, 영어권의 연구는 종단

연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국내 연구는 대부분이 기술연구였으며 실험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권 연

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독립변인들이 비교적 고르게 사용되었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인들이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두 학술지 모두 종속변인으로 주로 표현언어와 관련된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논의 및 결론: 최근 10년간 국내 영유

아 언어장애 관련 연구는 과거에 비해 연구 수와 연구유형의 다양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영어권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에는 여전히 제

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영유아 언어장애 관련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영유아기, 연구 동향, 연구대상, 연구유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본 연구는 2022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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