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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구개열 영유아의 말-언어발달 패턴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구개열 영유아들은 

언어이전기 단계에서부터 느리거나 다른 발달 양상을 보이고, 초기 말-언어발달 단계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개열 영유아를 위해 말-

언어발달상의 지연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조기 언어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개열 영유아의 말-언어발달 특성과 부모 중심 조기 

언어중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개열 영유아를 위한 부모 중심 조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유아의 말-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생후 12∼30개월 사이의 구개

열 영유아와 어머니 11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정상적인 말-언어발달 패턴 및 구개열 영유아

의 말-언어 특징에 대한 정보와 언어자극 기법과 상호작용 핵심전략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실시한 후 3개월 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가정 내에서 부모중심 언어

중재를 실시하게 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과 후에 실시된 말-언어평가를 통해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아동의 말-언어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후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서로 다른 낱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반응하기 하위 영역 중에서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어적 연결, 수정 피드

백, 확장 및 확대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어머니의 상호작용 핵심전략 사용여부에 대해 

핵심전략 3개의 항목과 전체 평점에서 평가자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부모교육 이후 어머니들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말-언어발달에 긍정적인 기술이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이후 아동의 말-언어발달 수준은 SELSI 등가연

령, MBCDI-K 표현어휘수, 의사소통 방법에서 명료한 구어 사용의 빈도, 자음목록수, 파열음

과 유음의 산출, 음절구조다양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 내 조기 언어중재가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상의 긍정

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구개열 영유아들의 표현 언어와 말 산출 능력이 향상되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제안하고 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460-477.

핵심어:  구개열 영유아, 말-언어발달, 조기 중재, 부모 중심

 

Ⅰ. 서 론

구개열 영유아는 구강 구조의 선천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생 직후부터 섭식상의 어려움, 빈번한 수술

과 병원치료, 잦은 중이염을 경험하게 되어 말-언어 

발달에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구개열 영유아

의 초기 말-언어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구개열이 없는 정상 발달을 보이는 영유아와 비교해 

구개열 영유아는 언어이전기 단계에서부터 말-언어 

산출이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다르거나 느린 발달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apman et al., 

2001; Chapman, Hardin-Jones & Halt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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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s-Provance, Kuehn & Marsh, 2003; Scherer, 

1999). 즉, 구개열 영유아는 구개열이 없는 일반 영유

아보다 옹알이를 늦게 시작하고, 옹알이 산출의 빈도

수와 소리 구조와 다양도 면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특

성을 보였다. 언어이전기 단계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

성은 수술로 선천적 구강 구조의 결함이 고쳐진 이후

의 초기 말 산출단계까지도 이어져서 첫 낱말을 늦게 

시작하고 표현 어휘 목록수가 적은 특성을 보여 많

은 수의 구개열 영유아가 표현 언어발달지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선․김영태․김석화, 2002; 

Scherer & D’Antonio, 1995; Scherer, Williams & 

Proctor-Williams, 2008). 이러한 표현 언어상의 발

달지체는 말소리 산출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데 구강 압력을 필요로 하는 구강 자음 산출의 어려움

으로 인해 또래에 비해 정확한 산출이 가능한 말소리 

목록이 작다(Salas-Provance, Kuehn & Marsh, 2003; 

Scherer, Williams & Proctor-Williams, 2008). 또

한 표현 언어상의 발달지체와 일반적인 말소리 산출

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보상조음과 같은 구개열 아동

에게서만 특수하게 관찰되는 말 문제를 보이기도 한

다. 보상조음은 비정상적인 구강 구조나 기능으로 인

해 또는 잘못된 말 산출 습관으로 인해 입술, 혀와 같

은 조음기관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정확한 말소리를 

산출하지 못하고 대신에 인두나 성대를 보상적으로 

이용해서 말소리를 산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상조음의 산출은 영유아의 전체적인 말 정확도와 

명료도를 낮게 할 뿐만 아니라, 성대 부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음성장애를 부차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

어 초기에 확인해서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구개열 영유아 부모들은 보상조음이 잘못된 말 산출

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으로써 보상 조음 산출을 강화시켜 산출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Scherer, Williams & 

Proctor-Williams, 2008). 

구개열 영유아의 말-언어발달상의 문제를 보고한 

선행연구는 말 문제와 표현 언어 발달지체를 보일 가

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일찍 확인해서 이후의 말-언어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이후의 학습, 정서, 사회

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중재를 조

기에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유아언어발달

검사(SELSI) (김영태 외, 2003)(이하, SELSI)를 

이용하여 한국 구개열 영유아들의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본 김효선․김영태․김석화 (2002) 연구에서는 

1세 미만 및 1세의 구개열 영유아는 동일 연령의 정상 

영유아에 비해 음운/운율 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은 언

어능력을 보였으며, 2세 구개열 영유아는 의미, 구문, 

화용 영역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세 이전의 구개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

는 조기 언어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Scherer, Williams & Proctor-Williams (2008)는 

생후 6개월 구개열 영유아의 옹알이 빈도수와 이후 

30개월의 자음 목록수와 어휘수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면서 생후 6개월의 옹알이 빈도수를 바탕으로 

말-언어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구개열 영유아를 

확인해서 말소리와 어휘 발달 촉진에 중점을 둔 조기 

언어중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외로 특수 교육 분야와 함께 다양한 치료 서비

스 분야에서 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의 필요성

과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문성균 외, 2004; 

이소현, 2002; 이소현․조윤경, 2004; 최성규․강태인, 

2000; Calderon & Naidu, 2000; Scherer, D’Antonio 

& McGahey 2008; Yoshinago-Itano, 2000). 또한, 

최근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 3조 

1항에서 규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

교육 지원내용은 보다 많은 조기 중재 프로그램 개발

을 요구하고 있다. 3세 이전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중재에서는 부모의 참여가 효과적인 중재를 위

해 필수적이다. 일정량의 주의력과 반응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언어중재의 실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영유아에게 일상적인 의사소통 환경 내에서 풍

부하고 적절한 말-언어 자극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부모는 가장 좋은 의사소통 촉진자라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연구가 언어발달지체, 청각장애, 또

는 자폐증을 보이는 아동에게 부모 교육을 통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말-언어 발달과 의사

소통 기능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을 보고하고 있

다(김정미․이수향, 2007; 이금진, 2001; 오영신․

김정미․이수향, 2008; Iacono, Chan & Waring, 1998; 

Ingersoll & Gergans, 2007; McConachie & Diggle, 

2007; Pepper, Weitzman & McDade, 2004). 김정미․

이수향 (2007)은 캐나다 Hanen Centre에서 언어발

달지체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It Takes Two 

to Talk(이하, ITTT) 프로그램(Pepper, Weitzman 

& McDade, 2004)을 언어발달지체로 진단된 영유아

-어머니 4쌍에게 실시하여 아동의 의사소통기능이 향

상되고 부모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460-477

462

여줌으로써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ITTT 프로그램은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아

동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

사소통 촉진 전략을 비교적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부

모들에게 훈련시켜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쉽게 실행

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ITTT 프

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아동의 행동에 대

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는 많은 연구에서 아동의 의

사소통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되고, 아동

의 의사소통 행동에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어머

니일수록 중재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Yoder & Warren, 1998; 2002).

다양한 말-언어장애를 보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점검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정연 외, 2005; 

윤미희․윤미선, 2007). 특히, 일반적인 표현언어지체

의 특성 뿐 만 아니라, 선천적인 구강기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말 문제(보상조음)를 보이는 구

개열 영유아의 경우는 구개열 영유아 말-언어발달 특

성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인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 구개열 아동과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에는 학령전기 구개열 아동의 68% 정도가 말-언어발

달상의 빈번한 지연을 이유로 조기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Hardin-Jones & Jones, 

2005). 하지만 높은 조기 중재 참여율에 비해 3세 미만

의 구개열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조기 언어중재 프

로그램이 적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Hardin-Jones & Chapman,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구개열 영유아 말-언어발달 특성

을 고려하고 ITTT 프로그램 등 부모교육을 통한 조

기 언어중재 프로그램과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구개

열 영유아를 위한 부모 중심 조기 언어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유아의 말-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교육 이

후 어머니의 말과 복잡성과 관련된 측정치와 상호작

용 방식 상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공식검사와 자

발화 분석을 통해 아동의 표현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말소리 산출상의 변화가 있는지 다양한 측정치를 통

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종합 병원 구개열 클리닉에서 

1차 구개열 수술을 받은 12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영

유아와 말-언어발달을 위한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어

머니 11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었거나, 부모 보고나 병원 외래기록에 

따라 구개열로 인한 말-언어발달 지연을 제외한 신체, 

정서, 인지 발달 면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

모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제

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와 어머니들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총 11명의 영유아중 여아는 

7명, 남아는 4명으로 평균 생활연령이 대략 19개월로 

나타났다. 각 아동의 말-언어능력과 관련된 정보는 

<부록 - 1>에 제시하였다. 3번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직후 혀에 비해 아래턱이 작고 윗턱에 비해 뒤에 위치

해 있는 Pierre Robin Sequence 진단을 받았으나 그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호흡, 섭식)가 모두 

성장하면서 해결되어 연구에 참여할 당시에는 특이사

항이 없어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참여 어머니 가

운데 두 명만을 제외한 모든 어머니들은 전업주부였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4번과 7번 어머니

는 연구 당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이 하루 평균 2-3시간 정도였고, 아동의 주양육자

인 조모도 부모 교육에 참여해 가정에서 부모 교육 내

용을 어머니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표- 1> 아동과 어머니에 한 정보 

번호

아동 어머니

성별
생활
연령
(개월)

구개열 유형

구개열 
수술시기
(생후 
개월수)

연령 
(세) 학력

1 여 18 일측 구순구개열 12 35 졸

2 여 13 구개열 12 31 고졸

3 여 29 구개열 18 31 졸

4 여 22 구개열 11 35 졸

5 여 25 일측 구순구개열 18 35 고졸

6 여 18 구개열 13 33 졸

7 여 13 일측 구순구개열 12 33 졸

8 남 15 일측 구순구개열 11 35 졸

9 남 22 구개열 12 29 고졸

10 남 16 일측 구순구개열 12 26 고졸

11 남 27 양측 구순구개열 12 32
문
졸

평균 19.8 1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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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사전 말-언어평가, 부모교육, 3개월 간 

가정 내 언어중재, 사후 말-언어평가 단계로 구성되

어 진행되었다. 사전 말-언어평가가 실시된 후 가급

적 일주일이내에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부모교육 실

시한 날로 3개월 후에 사후 말-언어평가를 실시하여 

아동별 총 연구 기간은 100일 정도 소요되었다. 

가. 사전 말-언어평가

부모 교육을 통한 조기 언어중재를 실시하기 전에 

아동의 집에서 사전 말-언어평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의 말-언어평가를 위해 SELSI(김영태 외, 2003)

와 한국판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MBCDI-K)
(배소영, 2007)(이하 MBCDI-K)를 실시하였고 평가

자가 가져온 장난감과 책을 이용하여 아동과 부모, 아

동과 평가자와의 상호작용을 각각 20분씩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상호작용 중간에 아동이 카메라에서 벗

어나거나, 어머니, 평가자 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될 경

우에는 충분한 상호작용 분량을 얻기 위해 비디오 녹

화를 좀 더 길게 하였다. 아동 말소리의 상세한 분석

을 위해 비디오 녹화와 함께 모든 상호작용을 오디오

로 동시에 녹음하였다. 상호작용 자료 수집 시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먼저 녹화하였으며 평상시 어머

니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태도로 최대한 자

연스럽게 해주기를 부탁하였다. 

나. 부모 교육 

본 연구의 실험에 앞서 국내외 조기 중재 프로그램

에 관한 문헌과 시청각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프로그

램의 방향 및 목표, 운용계획, 구체적인 부모 교육 내

용을 설정하였다. 교육 내용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

석시 특히 Purdue University 언어청각학과에서 운

영되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

(www.vocaldevelopment.com)과 ITTT 프로그램

(Pepper, Weitzman & McDade, 2004)과 관련된 서

적(이금진, 1995), 비디오 자료, 관련 연구를 참조하였

다. 또한, 구개열 영유아들의 초기 말-언어 발달에 관

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정하였

다. 문헌 연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정리된 부모 교육 

내용을 아동언어장애 전공 교수 2명과 구개열 클리닉

에서 근무 중인 언어치료사 1명에게 검토 및 자문을 

구해 수정, 보완하였다.

부모 교육 내용은 <부록 - 2>에 기술된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1) 정상 말-언어발달 패턴 및 구개열 영

유아 말-언어 특징에 대한 정보 제공, (2) 구개열과 

관련된 말-언어 문제에 대한 듣기 훈련, (3) 연인두 

기능부전으로 인한 말 문제에 대한 접근법 정보 제공, 

(4) 언어자극 기법과 상호작용 핵심 전략 훈련, (5) 비

디오 시연으로 크게 총 5가지로 구성되었다<부록 -

2>. 이 중 언어자극 기법과 상호작용 핵심 전략 훈련

을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에서 다루었으며 언어 자극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하고 이용하여 언어 자극 기법의 보다 

더 나은 이해와 적용을 도모하였다. 상호작용 핵심 전

략은 (1) 얼굴 마주보기, (2) 아동의 흥미 따라가기, 

(3) 구강 자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첫소리 강조하기, 

(4) 입모양 강조하기, (5) 천천히 말하기, (6) 새로운 

낱말 반복하기, (7) 짧고 간단한 문장 사용하기, (8) 

기다리기, (9) 들어주기, (10) 아동의 행동에 즉각적으

로 반응하기, (11) 보상조음을 제외한 아동의 발화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피드백 주기가 포함되었다. 상호

작용 핵심 전략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부모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강조하였다. 

부모 교육은 사전 평가가 이루어진 날로 일주일 

이내로 이루어졌고 2-4명의 소그룹으로 진행되었다. 

부모 교육은 사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 아동의 

말-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개

별적인 상담으로 시작하여 위의 기술된 5가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소그룹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교

육용 비디오 시연 뿐 만 아니라, 사전 평가에서 수집

된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 작용 비디오를 바탕으로 언

어 자극 기법과 언어발달에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구

체적으로 코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교

육은 개별 면담을 포함하여 총 3∼4시간 정도 소요되

었다. 

다. 가정 내 언어중재

부모 교육이후에는 어머니들은 3개월 동안 가정 내

에서 부모교육에서 배운 언어자극 기법과 상호작용 

핵심전략을 사용하여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였

다. 어머니들이 언어자극기법과 상호작용 핵심전략을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 

끝나고 11가지 핵심전략 자가 체크리스트 평가지를 

제공하였다. 어머니들은 평가지를 이용하여 매일 또

는 최소 일주일에 3～4번씩 정기적으로 매일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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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시간을 기록하고 각각의 핵심 전략을 염두에 두

고 아동과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가 체

크하도록 권고 받았다. 또한, 부모 교육 이후 본 연구

자는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부모교육 내용을 가정에

서 활용하여 아동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

로 전화통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어머니(11번 아동 어머니)는 지역

적으로 가까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아동의 변화와 

언어자극기법과 상호작용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 대부분의 어머니와는 이메일로 보내온 

부모교육 이후 가정 내 상호작용 동영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호작용과 언어자극 기법 사용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라. 사후 말-언어평가 

부모 교육을 실시한 3개월 뒤에 아동의 가정을 다

시 방문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후 평가는 사

전평가와 같은 평가도구와 절차로 실시되었다. 사후 

평가 후 “부모 중심 조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을 조사하였고, 3개월 동안 평가한 자가 체크리스트 

평가지를 수거하면서 작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9명의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3. 자료분석

부모 교육을 통한 언어중재를 실시하기 전과 후에 

실시된 공식적 언어평가 자료와 어머니-아동, 평가자

-아동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수집된 발화 샘플을 전

사, 분석하였다. 발화 샘플의 전사는 비디오 녹화자료

를 바탕으로 언어 병리학 전공 학부 학생과 대학원 학

생이 1차적으로 전사한 뒤에 본 연구자와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 학생이 전사의 정확도와 발화의 구분이 

적절한지 2차적으로 점검하였다. 전사 시 부모와 아동

이 보이는 제스처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예, 아동이 

장난감 차를 쳐다본다.) 발화의 구분은 김영태(2002)

에 기술된 원칙에 따라 구분하였다. 전사는 철자법 전

사로 주로 진행되었는데, 아동의 말소리 분석을 위해 

아동의 발화는 오디오와 비디오 자료를 다시 듣고 음

성 전사를 재실시하였다. 각각 20분씩 수집된 어머니

-아동, 평가자-아동간의 상호작용 자료에서 상호작

용이 비교적 활발한 중간 15분만을 자료 분석에 포함

시켜 어머니 발화 분석의 경우 15분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화 분석은 총 30분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가. 어머니 발화 분석 

어머니의 발화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1) 어머니 말의 양과 복잡성, (2) 의사소

통 기능, (3) 상호작용 핵심 전략 사용 여부 면에서 

분석하였다. 어머니 발화 분석 중 의사소통 기능과 상

호작용 전략 사용 여부 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

과 언어평가 조건(사전 또는 사후평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언어치료사 경력이 3년 이상 되면서 언어병리

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명이 실시하였다. 

어머니 말의 양과 복잡성은 전체 발화의 수, 최장어

절길이, 분당 어절수, 평균낱말길이(MLU-w), 서로 

다른 낱말 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상호

작용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미․이수향(2007), 

이지연․이근영․장유경(2004), Yoder & Waren

(2002) 연구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상

호작용 유형 분석 기준<부록 - 3>에 따라 어머니의 

발화를 설명하기, 반응하기, 질문하기, 지시․제안하

기, 금지하기, 질문하기, 부르기, 주의환기로 크게 분

류한 뒤 세부항목으로 다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여

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 중 설명하기는 아동의 의사소

통 의도나 관심을 고려하지 않고 어머니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발화를 포함하는 반면, 

반응하기의 경우는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가 있는 제

스처, 발성, 구어에 대해 어머니의 모든 반응을 포함

시켰다. 어머니의 반응성은 아동 언어발달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들(김정미․이수향, 

2007; Yoder & Warren, 1998; 2002)의 보고에 따

라,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교육 전후로 어머니

의 반응성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

세히 분석하였다. 각 어머니마다, 또한 각 어머니 내

에서도 사전-사후평가 시에 산출한 전체 발화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의 발화를 상호작용 유형별로 

분석한 뒤 각 상호작용 유형이 전체 발화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구해 사전-사전 비교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부모교육에서 강조한 11가지 상호작용 핵심 전략

을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는 평가자 2명이 4점 척도(1점 = 거의 사용하지 않음; 

2점 = 가끔 사용함; 3점 = 자주 사용함; 4점 = 일관성 



하승희 / 구개열 영유아를 위한 부모 중심 조기언어중재가 말-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465

있게 사용함)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제 평정에 앞 

서 본 연구자와 평가자들은 본 연구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4쌍의 어머니-아동간의 상호작용 비디오를 보면

서 평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

다. 연습 시간 을 가진 후 두 평가자는 무작위 순서로 

배열된 11쌍의 대상자에게서 사전, 사후 평가 시 수집

된 상호작용 비디오 총 22개를 보면서 11가지의 상호

작용 핵심전략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평

정 결과 두 평가자가 일치를 본 항목 점수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불일치를 본 항목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논의를 하여 두 평가자가 일치를 본 최종 

점수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아동 발화 분석

아동의 말-언어발달 상황은 SELSI의 언어전반 

등가연령과 MBCDI-K의 표현어휘수를 구하였다. 

어머니와 평가자와의 상호작용 동안 수집된 아동의 

발화를 바탕으로 (1) 의사소통 방법 중 제스처, 발성, 

명료한 구어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2) 성문파열음

과 활음을 제외한 자음목록수, (3)조음방법과 위치에 

따른 자음 유형별 비율, (4) 음절구조 다양도를 측정

하였다. 

4. 평가자간 신뢰도

연구 자료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5개의 상호작용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어머니 발화의 의사소통 

기능과 핵심 전략 평정에 대해 그리고, 아동 발화의 

음성 전사 자료에 대해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

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였

다. 엄마 발화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서는 두 평가자

간 일치도는 92.9% 로 나타났다. 핵심전략 평정은 최

종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두 평가자가 일치를 본 항목

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불일치를 본 항목에서만 논의

를 통해 다시 정한 점수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지만 

논의 전 두 평가자간 일치도는 78.2% 로 나타났다. 

아동 발화의 음성 전사는 아동이 산출한 자음이 주요 

분석 사항이기 때문에 발화 내 자음 전사 일치도로 신

뢰도를 구한 결과, 두 평가자간 일치도는 84%로 나타

났다. 

5. 사회적 타당도

구개열 영유아 말-언어발달을 위한 부모 중심 조

기 중재프로그램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

자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사용하였

다. 설문지는 부모교육의 효과, 아동과의 상호작용상

의 변화, 아동의 말-언어발달상의 변화, 부모교육 만

족도에 관한 질문과 가족 참여도와 부모교육 내용의 

실천 정도를 자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설

문지 문항은 5점 척도(예: 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 5점 - 매우 그렇다)로 답하는 6문항과 

주관적으로 답하는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개월간

의 가정 내 언어중재를 마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할 

때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제공하여 응답하도록 하

였다. 

6. 자료의 통계처리

부모교육프로그램 전-후의 어머니 의사소통 특

성과 아동의 말-언어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사후 평가 측정치간의 차이값을 이용하여 정

규분포 검정을 하였다.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면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고, 정규분

포 가정이 불충족되면 비모수 검증방법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정규분포 검정 결과, 모든 측정치가 정규

분포 가정이 충족되어 대응표본 t 검정을 유의수준 

.05로 실시하였다. 4점 척도를 이용한 어머니의 상

호작용 핵심전략 사용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는 비모

수 검증방법인 Wilcoxon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ed test)을 유의수준 .05로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전후의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 비교 

가. 어머니 말의 양과 복잡성

프로그램 전후의 어머니 말의 양과 복잡성을 살펴

보기 위한 전체 발화의 수, 최장어절길이, 분당어절수, 

평균낱말길이(MLU-w), 서로 다른 낱말 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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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통계치는 <표 - 2>와 같다. 대응표본 t 검정 분

석 결과, 프로그램 전후의 어머니의 말의 양과 복잡성

과 관련된 측정치 중 서로 다른 낱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그 밖의 측정치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후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말의 양이 적어지고 짧아진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2> 로그램 후의 어머니 말의 양과 복잡성에 
한 결과

체
발화수

최장
어 길이

분당
어 수

평균
낱말길이

서로다른
낱말수

사  M 
(SD) 

253.18 
(78.58)

7.00
(2.19)

39.83
(14.27)

2.83
(.59)

170.82
(52.90)

사후 M 
(SD) 

262.82 
(86.21)

6.63
(1.50)

36.29
(12.20)

2.58
(.35)

141.36
(33.82)

t -.26 .60 .87 1.58 2.43*

*
p<.05, 

**
p<.01

상호
작용
유형

사 사후

t

반응
하기 
하  
유형

사 사후

tM 
(SD)

M
 (SD)

M 
(SD)

M 
(SD)

설명
하기

42.09
(13.45)

30.64 
(12.43)

4.22
** 언어

연결
4.91
(3.02)

9.64
(6.77)

-2.82*

질문
하기

19.82
(9.55)

20.09 
(7.61)

-.117
수정
피드백

 .64 
(1.29)

4.72 
(4.10)

-3.81**

반응
하기

17.19 
(6.81)

30.55 
(10.91)

-4.26**
확장  
확

 .18 
(.40)

 .91 
(1.14)

-2.67*

지시
제안
하기

18.18 
(9.34)

16.18 
(5.67)

.79 반복
2.36 
(2.54)

2.64 
(2.50)

-.32

기타 
 2.82 
(1.81)

 2.55 
(.55)

.32
수신
표

2.73 
(2.20)

3.64 
(2.01)

-1.17

정
피드백

1.91 
(1.87)

2.45 
(2.98)

-.59

되묻기
3.37 
(2.42)

5.18
(3.97)

-1.22

행동
피드백

 .37 
(.67)

 .73 
(1.28)

-.89

부정
피드백

 .55 
(1.03)

 .28 
(.65)

.67

*
p<.05, 

**
p<.01

<표- 3> 로그램 후의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에 
한 기술통계 결과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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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30

35

40

45

설명하기 질문하기 반응하기 지시제안하기

사
용

률
(%

)

사전

사후

<그림- 1> 로그램 후의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 

나. 상호작용 방식

프로그램 전후로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상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발화를 <부록 - 3>에 

기술된 상호작용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수집된 어머니 발화에 나타

난 각 상호작용 유형의 빈도수와 아동의 의사소통 의

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을 살펴보기 위해 반응하

기의 하위 유형의 빈도수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표 - 3>, <그림 -1 >). 프로그램 전후의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정 분석 결과, 설

명하기(t=4.23, p < .01)와 반응하기(t=-4.26, 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응하기의 하위 유

형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분석 결과는 부모교육 프

로그램 이후로 언어적 연결(t=-2.28, p < .05), 수정피

드백(t=-3.81, p< .01), 확장 및 확대(t=-2.67, p < 

.05) 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 부모교육 핵심전략 사용

부모교육에서 강조한 11가지 상호작용 핵심 전략

을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4점 

척도(1점 = 거의 사용하지 않음; 2점 = 가끔 사용함; 

3점 = 자주 사용함; 4점 = 일관성 있게 사용함)를 사

용한 사전, 사후 평가결과는 <표 - 4>와 같다. 프로그

램 전후의 핵심전략 사용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

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결과, 전체평점(z=-5.50, 

p< .01)과 6번 새로운 낱말 반복하기(z=-2.82, p< 

.05), 7번 짧고 간단한 문장 사용하기(z=-2.33, p< 

.05), 10번 보상조음을 제외한 아동의 발화에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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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적절한 피드백 주기(z=-2.31, p< .05)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핵심 략
번호

사 사후

z
핵심 략
번호

사 사
후

z
M
(SD)

M
(SD)

M
(SD)

M
(SD)

(1) 
얼굴마주

3.18
(.60)

3.36
(.50)

-1.41
(7) 

짧고간단
한

2.36
(.67)

3.00
(.77)

-2.33*

(2) 
아동흥미

2.36
(.81)

2.91
(.94)

-1.61 (8) 기다림
2.18
(.98)

2.55
(1.21)

-1.27

(3) 
첫소리강조

2.09
(.83)

2.82
(.98)

-1.56 (9) 들어
1.82
(.75)

2.45
(.69)

-1.93

(4) 입강조
1.82
(.60)

2.55
(.82)

-1.93
(10) 

즉각반응
2.64
(.92)

2.81
(.87)

-.71

(5) 천천히
2,55
(.82)

2.73
(.47)

-1.00
(11) 

발화피드백
2.00
(.77)

2.90
(.70)

-2.31*

(6) 반복
2.82
(.75)

3.45
(69)

-2.33* 체평
2.35
(.85)

2.87
(.84)

-5.50**

*p<.05, **p<.01

<표- 4> 로그램 후의 핵심 략 사용여부에 한 
평가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사전, 사후 평가에 나타난 어머

니의 상호작용 방식을 요약하면, 부모교육 이후, 어머

니 발화의 양과 복잡성과 관련된 항목에서 서로 다른 

낱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하기가 증가했

고, 특히 반응하기 하위 영역 중에서 언어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어적 연결, 수정 피드백, 확장 

및 확대 사용의 증가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의 핵심전

략 사용여부에 대해 3개의 항목과 전체 평점에서 평가

자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부

모교육 이후 어머니들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

의 말-언어발달에 긍정적인 기술이나 전략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 전후의 아동의 말-언어능력 비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평가에 나타난 아

동의 말-언어발달 수준은 <표 - 5>와 같다.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SELSI 등가연령(t=-7.32, p < .01), 

MBCDI-K 표현어휘수(t=-4.13, p< .01), 의사소통 

방법에서 명료한 구어 사용의 빈도(t=-2.29, p < .05), 

자음목록수(t=-3.69, p< .01), 음절구조다양도(t=-2.54, 

p< .05) 항목에서 사전, 사후 평가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 

3개월 동안 표현어휘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명료

한 구어 표현과 자음목록수와 음절 구조의 다양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사 사후

t

의사
소통 
방법
(%)

사 사후

tM
(SD)

M
(SD)

M
(SD)

M
(SD)

SELSI 
등가
연령

17.54
(5.35)

22.00
(5.06)

-7.32** 제스처
38.82
(20.81)

22.09
(14.17)

1.97

MBCDI
-K 
표
어휘수

23.55
(34.38)

106.45
(85.41)

-4.13
** 발성

46.45
(17.85)

52.91
(24.88)

-.62

자음
목록수

3.73
(3.10)

7.91
(4.91)

-3.69**
명료한 
구어

13.27
(16.59)

24.91
(20.94)

-2.29*

음
구조 
다양도

12.18
(9.28)

21.36
(15.57)

-2.54*  

*p<.05, **p<.01 

<표- 5> 로그램 후의 아동의 말-언어평가 결과

아동이 사전, 사후평가에서 산출한 자음을 조음방법

과 위치에 따라 분류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표- 6>, 

<그림 - 2>, <그림 - 3>과 같다. 기술통계 결과만으

로 자음의 산출 비율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전후로 조

음방법 면에서 마찰음, 조음위치 면에서 성문음을 제

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자음에서 산출 비율이 높

아졌다. 사전 평가에서 대다수의 아동이 음소 /ㅎ/을 

상대적으로 많이 산출하여 마찰음과 성문음 산출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음 유형에 따른 대응표본 t 검

정 결과, 파열음(t=-2.33, p< .05)과 유음(t=-2.33, p  

<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 후 아동

들은 파열음 산출이 증가하였고, 모든 아동들이 산출

하지 않았던 유음도 일부 아동들이 산출하기 시작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조음위치별 자음 산출 면에

서는 프로그램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프로그램 후 양순음과 치조음 

산출 비율은 증가하고 성문음은 감소한 경향이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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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로그램 후의 아동의 조음방법과 치에 
따른 자음 산출결과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유형
(%)

사 사후

t

조음
치에 
따른 
자음
유형
(%)

사 사후

tM
(SD)

M
(SD)

M
(SD)

M
(SD)

비음
43.18
(33.98)

43.73
(24.56)

-.06 양순음
27.64
(26.70)

33.09
(16.32)

-.70

열음
15.68
(24.13)

23.55
(23.13)

-2.45* 치조음
10.67
(17.52)

17.06
(13.32)

-1.67

마찰음
31.59
(31.46)

20.49
(21.29)

1.42
경구
개음

0
(0)

0
(0)

찰음
0
(0)

0
(0)

연구
개음

20.63
(19.87)

21.14
(17.25)

-.07

유음 
0
(0)

1.10
(1.57)

-2.33* 성문음
32.04
(31.80)

24.65
(24.99)

.93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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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로그램 후의 조음방법별 자음 산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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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로그램 후의 조음 치별 자음 산출 비율

Ⅳ. 논의 및 결론

1. 부모중심 조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에 미친 효과

어머니 말의 양과 복잡성 면을 통해 구개열 영유아

를 위한 부모중심 조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어머니

의 상호작용 방식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

램 이후 여러 가지 측정치 중에서 서로 다른 낱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에서 

상호작용 핵심전략 중 “새로운 낱말 반복하기” 항목

을 통해 아동 수준에 맞게 낱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제시하기를 유도한 것과 관련이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 다른 측정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과 상호작용 핵심전략 중 “짧고 간단

한 문장 사용하기” 항목을 통해 참여한 어머니의 절반

이상이 전체 발화의 수, 최장어절길이, 분당어절수, 평

균낱말길이 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경향을 보였으

나, 사전 평가에서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언어자극을 

적게 제공하고 조용하던 어머니들의 경우는 발화량이 

많아졌고, 아동의 발성과 언어가 증가하면서 발화길

이가 다소 길어진 어머니들도 있어 통계적으로는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전후의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에 대해

서는 설명하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반응하기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

명하기는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나 관심을 고려하지 

않고 어머니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발화를 포함한 반면, 반응하기는 아동의 의사소통 의

도가 있는 제스처, 발성, 구어에 대해 어머니의 모든 

반응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상호작용 유형과 관련된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후 아동의 관심과 흥미

를 따라가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에 적절하게 반응하

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방식상의 변화를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응하기 하위 유형 중에

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후로 언어적 연결, 불명료하

거나 부정확한 아동의 표현에 다시 정확하게 말해 주

는 수정피드백, 확장 및 확대 유형이 유의하게 증가하

여 아동의 말-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되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상의 긍정적인 변

화는 핵심전략 사용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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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상호작용 핵심전략 전

체평점과 새로운 낱말 반복하기, 짧고 간단한 문장 사

용하기, 보상조음을 제외한 아동의 발화에 즉각적이

고 적절한 피드백 주기 항목에서 프로그램 이후 유의

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후 평가를 실시할 때 수집된 구개열 영유아를 위

한 부모중심 조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님

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11명 중 10명이 “부모교육이 

아동 말-언어발달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그렇다”이상의 응답을 하였고, 부모교육 후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고 응답하였다. 부모 교육 이후 상호작용 방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아동의 흥미를 따라 입모양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짧게 언어를 들려주도록 노력했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 모든 부모님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부모

교육에서 배운 언어자극기법과 상호작용 핵심전략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 부모중심 조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아동의 

말-언어발달에 미친 효과

프로그램 이후 아동의 말-언어발달 수준은 SELSI 

등가연령, MBCDI-K 표현어휘수, 의사소통 방법에

서 명료한 구어 사용의 빈도, 자음목록수, 파열음과 유

음 산출, 음절구조다양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여 구개열 영유아를 위해 개발된 부모중

심 조기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구개열 영유아들의 표

현언어와 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

하고 있다. SELSI의 등가연령의 경우 프로그램이 진

행된 3개월 동안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약 5개월의 증

가 폭을 보였고, 표현어휘수는 평균 70개정도의 증가

를 보였다.

SELSI와 MBCDI-K와 같은 부모보고에 따른 언

어평가 외에 명료한 구어 표현, 자음목록수, 음절 구조 

다양도의 증가로 아동의 자발화에서도 아동의 말-언

어발달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말 산출을 자세

히 살펴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후 아동들은 파열

음 산출이 증가하였고, 참여한 모든 구개열 영유아들

이 산출하지 않았던 유음도 일부 아동들에게서 산출

되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사전평

가에서는 아동들이 조음 위치 면에서 뒷소리인 연구

개음과 성문음 산출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프로그

램 이후 연구개음과 성문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고 

양순음과 치조음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사전평가

에서 나타난 결과는 구개열 아동이 구강 앞소리보다

는 뒷소리를 더 선호하는 선행연구(Salas-Provance, 

Kuehn & Marsh, 2003; Scherer, Williams & 

Proctor-Williams, 2008)와 일치한다. 프로그램 이후 

양순음과 치조음 산출 증가는 아동의 구강 앞소리 산

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교육에서 얼굴 마주보기, 구

강 자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첫소리 강조하기, 입모양 

강조하기와 같은 상호작용 핵심전략과 구개열 영유아

들이 적게 또는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하는 양순음과 

치조음이 들어간 목표어휘를 강조한 것과 관련지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도된 말 산출상의 긍정

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개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이 표

현어휘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구개열 영유

아가 보이는 말 산출상의 취약한 부분(제한된 자음목

록수, 비음과 후방음 선호)을 일반적인 발달 패턴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후 

어머니들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은 수의 낱말을 

반복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변화가 관찰되었고, 아동

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아지고, 수

정피드백, 확장 및 확대와 같은 말-언어발달에 긍정

적인 언어자극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들이 아동의 말-언어발달

에 효과적인 언어자극기법과 상호작용 기술을 배우고 

사용해 상호작용 방식상의 변화를 보일 수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반응성이 높은 부모의 

아동에게서 부모중심 언어중재의 효과가 가장 강하

게 나타남을 보여준 Yoder & Warren (1998)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의 말-언어발달과 연결지어 해석한다

면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상의 긍정적인 변화는 구

개열 영유아들의 표현어휘수가 증가하고 구강자음 

산출을 중심으로 음소목록과 구조가 다양해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

모훈련을 통해 아동의 말-언어발달과 의사소통 기능

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고하는 선행

연구(김정미․이수향, 2007; 이금진, 2001; 오영신․

김정미․이수향, 2008; Iacono, Chan & Waring, 1998; 

Ingersoll & Gergans, 2007; McConachie & Diggle, 

2007; Pepper, Weitzman & McDade, 2004; Scherer, 

D’Antonio & McGahey, 2008)와 함께 부모중심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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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중재의 효과와 타당성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구개열 영유아는 일반적인 표현언어와 말 발달 지

연과 함께 보상조음과 같은 구개열과 관련된 특수적

인 말 문제를 보이기 쉽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

램은 이러한 구개열 영유아들이 보이는 말-언어문제

를 참고하여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자극기법 뿐 만 아니라 보

상조음을 제외한 아동의 표현에 긍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보여주기, 구강 자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첫소리 

강조하기, 입모양 강조하기와 같은 상호작용 핵심전

략 등을 통해 구개열 영유아가 취약할 수 있는 말소리 

목록과 어휘를 부모교육에서 강조함으로써 구개열 영

유아들의 말-언어발달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구개열 영유아의 말-언어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개

발된 프로그램의 유용함과 효과를 지지하고 나아가,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발달상의 변

화가 많은 시기에 풍부하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함으

로써 아동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켜 이후의 치

료나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조기 중

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참여 부모님들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정기적인 언어중재 회

기 운영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직접적인 부모교육이 1

회로 이루어졌고 이메일로 보내온 동영상과 전화통화

를 이용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핵심전략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권유를 통해 부모교육 내용을 가정 

내에서 일관성 있고 적절한 사용을 보완할 수밖에 없

었다. 사후 평가시 실시했던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에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일부 어머니는 본 연구

자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의

견은 부모교육 내용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일관성있

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언어치료

사의 역할이 실질적인 언어자극을 제공하는 부모만큼

이나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중재 프

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언어치료사의 적극적인 개입

이 필수적이므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부모교육의 

횟수를 증가시켜 아동의 말-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언

어자극기법과 상호작용 기술들을 규칙적으로 지도한

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참여한 구개열 영유아들이 전체적으로 한 낱

말 수준의 아동이 다수였고 일부 아동은 명료한 구어

가 전혀 나오지 않는 언어이전기 단계에 있었고, 다양

하고 풍부한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의 언어발달 상황과 관련해서는 부모보고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SELSI와 MBCDI-K의 평

가결과만을 보고하고 어휘다양도, 평균낱말길이, 의

미관계 등 자발화를 통한 언어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

였다. 추후에는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자발화 수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면 한 분

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전후의 아동의 언어 산출상

의 변화가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통제 집단

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큰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향상된 아동의 말

-언어발달상의 변화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만으

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비록 3세 이전의 구개

열 영유아의 말소리 특징을 연구한 선행연구(김효선․

김영태․김석화, 2002; Salas-Provance, Kuehn & 

Marsh, 2003; Scherer & D’Antonio, 1995; Scherer, 

Williams & Proctor-Williams, 2008)와 비교해 프

로그램 이후 구개열 영유아의 특유의 초기 말 발달 패

턴보다는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말 발달 패턴(성문음 

감소, 양순음, 치조음 등의 전방음과 파열음 증가)이 

관찰되었지만 아동의 자연스런 성장과 발달로 인한 

말-언어능력 향상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

서는 구개열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아동의 말-언어발

달에 관심이 높아 부모교육은 받지 않고 평가만을 희

망하는 부모들을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통제 집단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언어평가만 받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아동의 자연스런 성장

과 발달로 인한 변화를 통제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유무에 따른 아동의 말-언어 능력을 비교해 구개열 

영유아를 위한 부모중심 조기 언어중재의 효과를 보

다 타당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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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구개열 유아의 사 -사후 평가 결과 요약표 

아
동

성
별

CAa)

(개월)

평가
시기

공식평가도구결과 자발화

SELSI MBCDI-K 

제스쳐 발성 구어 발화수 NDWb) NTWc) 음
구조수

자음
목록수 

표
언어
연령
(개월)

수용
언어
연령
(개월)

체
(개월) 

표
어휘
수

수용
어휘
수

1

여

18
사 16 19 17 18 200 37 52 11 18 7 17 12 10

사후 22 25 23 187 267 26 38 36 52 14 49 16 9

2 13
사 7 10 8 3 20 42 58 0 0 0 0 8 1

사후 13 19 16 66 77 40 59 1 1 1 1 10 2

3 29
사 21 28 25 69 257 20 41 39 109 13 93 29 9

사후 24 29 27 158 270 11 39 49 235 31 294 62 16

4 22
사 22 27 25 110 228 22 28 50 150 32 167 26 3

사후 29 29 29 249 276 34 12 54 130 60 129 31 6

5 25
사 15 19 17 9 159 19 75 5 12 5 10 12 3

사후 26 27 23 187 230 27 19 54 187 35 135 30 10

6 18
사 19 20 19 20 152 32 61 7 13 4 10 12 4

남 

사후 24 27 25 161 242 2 65 33 98 26 85 13 15

7 13
사 12 17 14 7 105 85 15 0 0 0 0 2 0

사후 15 19 17 7 158 5 93 2 1 0 0 13 3

8 15
사 12 12 13 2 29 49 38 13 11 2 11 6 2

사후 17 16 16 28 105 16 73 11 22 2 22 14 3

9 22
사 17 22 20 8 98 45 39 0 3 1 3 15 3

사후 23 26 25 95 100 8 78 14 35 11 35 25 12

10 16
사 15 14 14 11 79 16 67 17 1 1 1 18 4

사후 17 14 15 13 108 35 61 4 8 2 8 12 7

11 27
사 14 29 22 2 240 60 37 4 1 1 1 6 2

사후 23 29 26 20 253 39 45 16 18 2 17 9 4
a)
CA: 생활연령, 

b)
NDW: 서로 다른 낱말 수, 

c)
NTW: 전체 낱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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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구개열 유아를 한 부모 심 언어 재 로그램 

1.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목표

① 구개열 유아의 언어-말 발달을 평가하여 아동의 발달 수 을 알고, 부모에게 객 인 자료를 제공한다.

② 부모님들에게 구개열 유아가 흔히 보일 수 있는 말-언어문제와 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자극과 진 

기법을 훈련시킴으로써 구개열 유아들이 정상 인 말-언어발달 수 을 이루고 더 이상의 발달지체와 말-

언어문제를 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부모들이 가정에서 유아와 상호작용 시 정상 말-언어발달에 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자

극과 진 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구개열 유아 말-언어발달과 조기 재와 련된 상담과 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

① 정상 말-언어발달 패턴  구개열 유아 말-언어특징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연인두 기능부 으로 인한 말 문제(보상조음, 과 비성, 비강유출)와 련된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이용하여 

듣기훈련을 한다. 

③ 연인두 기능부 으로 인한 말 문제에 한 근법(수술, 언어치료)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언어 자극 기법 훈련: 언어이 기 아동을 한 소리자극  옹알이 산출 자극 단계와 언어이 기와 언어기 

아동을 한 언어자극 기법으로 나 어 설명한다. 특히 언어자극기법을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흐름도를 

이용하여 다양하고 구체 인 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⑤ 언어 자극 기법을 이용해 실제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교육용 비디오를 통 해 언어 자극 기법의 보다 더 

나은 이해와 용을 도모하고, 사  평가에서 얻 은 참여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 작용 비디오를 이용해 개별

으로 언어 자극 기법과 언어발달에 효과 인 상호 작용을 코치한다.

⑥상호작용 핵심 략을 이용하여 로그램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 을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상호
작용 
핵심
략 

① 얼굴 마주보기: 아동이 엄마의 입을 잘 볼 수 있도록, 엄마가 아동의 심사와 흥미를 알 수 있도록 얼굴을 

마주보고 상호작용한다. 

② 아동의 흥미 따라가기: 아동의 행동과 시선을 잘 찰하여 아동의 흥미를 보이는 것을 심으로 언어자극을 

제공한다. 

③ 구강 자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첫소리 강조하기: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 음식 등 /ㅃ/, /ㅍ/, /ㅂ/ 등의 

구강자음으로 시작하는 어휘를 정리하게 한 후 첫 소리를 길게 목소리의 크기를 높  발음한다. 

④ 입모양 강조하기: 말을 할 때 입모양을 좀 더 과장되게 움직인다. 

⑤ 천천히 말하기: 모음을 길게 연장하는 등 말의 속도를 인다. 

⑥ 새로운 낱말 반복하기: 아동이 흥미를 보이는 낱말을 심으로 반복하여 들려 다.

⑦ 짧고 간단한 문장 사용하기: 아동에게 말을 할때는 아동의 재 말 산출 길이에 맞추어 짧고 이해하기 쉽게 

표 한다. 를 들어 아동이 한낱말 수 일 경우 1-2낱말 수 으로 표 한다. 

⑧ 기다리기: 아동이 발성이나 정확한 말로 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 다. 

⑨ 들어주기: 아동의 욕구나 의도와 련된 표 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고 귀기울여 들어주고 

아동에게 듣고 있음을 얼굴표정, 빛으로 표 해 다. 

⑩ 아동의 행동에 즉각 으로 반응하기: 아동의 욕구나 의도가 담긴 행동에 즉각 으로 반응을 보여 다. 

⑪ 보상조음을 제외한 아동의 발화에 즉각 이고 한 피드백 주기: 아동의 발화에 정확한 표 으로 다시 

들려주거나 칭찬으로 격려해 주거나, 새로운 표 을 더해 좀 더 긴 발화로 즉각 으로 반응해 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460-477

474

2.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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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 분석 기 표

유형 설명   

설
명
하
기

명명  묘사
어머니가 자신의 는 의사소통 의도가 없는 행동, 상황, 사물에 해 이름을 붙이거나 객 으

로 기술하기

경험과 연결
아동의 일상생활 경험을 연 시켜 표

- 우리 ○○이도 아까 화장실 다녀왔는데, 우리 ○○이도 호랑아 봤었는데..

평가  표
어머니 자신의 주 인 느낌이나 생각을 표 하거나, 감탄사로 표 하기 

- 엄마는 포도 먹고 싶어, 엄마는 물고기 잡을래, 오 잘했어. 

지식 사실 인 지식( 상이나 방법)을 아에게 이야기하기

질
문
하
기

정보추구
‘무엇’, ‘어디’, ‘ 구’, ‘왜’, ‘어떻게’, ‘기능  행동‘에 한 질문하기 ( 가 도 답이 명확할 경우)

- 이거 뭐야?

의견묻기
아의 추론, 선택을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질문하기 

-  뭐 할꺼야?

반
응
하
기 

언어  연결 
아의 의사소통의도가 있는 제스처와 발성  구어에 해 언어로 히 반응해주기 

) 아동: (과자를 가리키면서) 어어 엄마: 까까 / 까까 주세요/ 줘 

수정 피드백 아동의 불명료하거나 부 한 구어를 하게 다시 말해주기

확장  확
아동의 표 을 새로운 정보 등을 포함해서 좀 더 긴 표 으로 반응해 

아동: 차 엄마: 차 가네 는 빨간 차 

반복 아동의 표 을 반복하거나 모방하기

수신표

아동의 언어나 행동표  메시지를 받았음을 나타내기 

아동: 으어 - 엄마 : 어, 알았어요

아동 : 멍멍 - 엄마 : 응 

정 피드백
아동의 제스처와 발성  구어에 해 언어 으로 칭찬하면서 반응해주기

- 엄마:(아동이 한 행동에 해) 우와 잘 했어요

되묻기 아의 심과 표 을 확인하거나 잘 못 알아 들었을 때 되물어보기

행동 피드백
아동의 의사소통의도가 있는 제스처와 발성  구어에 해 행동으로만 반응해주기(아동이 장난

감을 가리키거나 요구할 때 그냥 아무말 없이 가져다 ) 

부정  피드백
아동의 반응에 해 부정 인 반응해주기

- 아동이 /무/ 정수기를 가리키자, 엄마가 “아니야  물 말고”

지시․제안하기
어머니․ 아의 필요나 요구를 달성하기 해 아에게 요청하기 (엄마와 아동이 함께 ‘○○하자’ 

는 ‘○○하지 말자’)

부르기 아동의 이름을 부르기 

주의환기 아동의 집 이 다른 곳으로 벗어났을 때 아동의 심을 끌기 한 표

답하기 아동의 질문에 답하기 

지하기
어머니의 필요나 요구를 달성하기 해 아에게 부정 으로 명령하기

- 하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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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implemented Early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Cleft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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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Young children with cleft palate have a high risk of speech-language 
impairment due to innate anomalies of the oral mechanism, which indicate the need for early 
intervention for speech impairmen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implemented early intervention on parents’ interaction styles and 
children’s speech-language development. Methods: Eleven pairs of mothers and children 
between 12 and 36 months of age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After the mothers attended 
parent training that focused on language stimulation skills and communication facilitation 
strategies, parent-implemented intervention was performed in the children’s home for three 
months through regular monitoring, coaching and counseling. Parents’ interaction styles and 
children’s speech-language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pre- and post-intervention test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implemented early intervention. Results: The number 
of different words in the mothers’ utterance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ir responsiveness 
to children’s communication acts significantly increased. Mothers showed more frequent uses 
of linguistic mapping, corrective feedback, linguistic extension and expansion among subcate-
gories of responsiveness after the intervention. Rating scores on maternal use of communication 
facilitation skills indicated that mothers more consistently used the learned skills when interacting 
with their children following the parent training. Among child speech-language measures, language 
age of SELSI, number of expressive words, percentage of intelligible speech, consonant inventory 
and number of different syllable structure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intervention.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pport the effectiveness of parent-implemented 
early intervention on positive changes of parents’ interaction styles and children’s speech-language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460-477)

Key Words: young children with cleft palate, speech-language development, early intervention, 
parent-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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