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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장애연구 . 1997, 제2권 , 65- 88. 본 연구에서는 단일피험자의 행동간 중다기초선 및 중다간헐평가

설계를 통해, 주기를 이용한 기능적 조음치료 프로그램을 심한 조음장애 아동 한 명에게 적용하였다. 아동

의 조음능력은 목표음소의 습득, 일반화, 그리고 유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특히 일반화를 살펴보기 위

하여 (1) 목표음소가 포함된 기능어 및 비훈련 낱말과 문장에서의 조음정확도, (2) 유사 음소들(/ , , ,
, / )을 포함하는 낱말에서의 조음정확도, 그리고 (3) 대화수준에서의 명료도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 효과

를 고찰하였다. 목표음소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목표음소에서 습득, 일반화 및 유지효과가 나타났는

데, / /의 습득효과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 /과 / /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기에 의한 습득 경향으로 특

이한 것은 다른 음소를 훈련하는 주기에도 전 주기에 훈련한 음소에서 자발적인 훈련효과가 나타난 점이

다. 가장 주목할만한 일반화 효과는 비훈련 낱말 및 문장, 그리고 격음으로의 일반화에서 나타났는데, 이러

한 일반화 효과는 습득효과가 다소 낮았던 / /과 / /에 있어서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사음소로의

일반화에서는 격음으로의 일반화는 잘 이루어졌으나 경음으로의 일반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I. 서 론

조음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언어병리현상으로는 조음음운장애, 말실행증

(verbal apraxia), 그리고 마비성말장애(dysarthria) 등이 있다. 말실행증이나 마비성말장애가 신경계

의 결함에 기인한 발음의 결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조음음운장애는 신경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는 발달이나 음운적인 지식의 문제에 기인한 음소 발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조음음운장애는 그

원인에 근거하여 기능적 조음장애와 기질적 조음장애로 구분되어 왔으나 최근 DSM- 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s of Mental Dis- order s IV)의 분류에서는 기질적 조음장애와

기능적 조음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의 경우에도 알려지지 않은 기

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음음운장애의 치료접근법은 오류를 나타내는 개별음소를 하나하나 훈련해 가는 조음치

료 접근법과 오류 음소들의 음운패턴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음운치료 접근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훈련의 단계는 (1) 목표음소의 조음정확도를 높이는 확립단계, (2) 훈련시에 사

용하지 않은 상황이나 맥락으로 확대시키는 전이 혹은 일반화단계, (3) 훈련자극 없이 조음정확

도를 지속시키는 유지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조음장애 아동의 치료에서는 확립단

계에 초점을 두고 목표음소를 독립음이나 음절, 또는 낱말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후 구나 문

장으로 일반화시켜 왔다(Elbert & Gierut , 1986; Hodson & Paden, 1983; Weiner , 1981). 전통적인

훈련기법으로는 (1) 최소대립쌍을 청각적으로 변별해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청지각을 이용한 훈

련법(Van Riper , 1984; 이승환, 1994), (2) 조음기관의 바른 움직임과 위치를 가르치는 조음점 지

시법(Van Riper , 1984), (3) 핵심낱말(key w ord)을 이용한 훈련법, (4) 행동수정기법의 조형



(shaping)절차를 이용한 점진적 접근법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조음치료에서는 한 음소맥락

에서 다른 음소맥락으로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목표음소의 훈련을 낱말의 어느 위치에서 시

작했을 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위치일반화가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Ingram , 1981). 예를

들어, 활용되는 낱말(즉, 어미 변화가 있는)은 활용되지 않는 낱말과 비교하여 위치일반화가 보다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들은 조음치료시 목표음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도 한다(Rockman & Elbert , 1984a ; Rockman & Elbert , 1984b ; Wolfer , Blocker & Prater , 1988).

80년대 이후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기능적 언어훈련법이 확산됨에 따라 조음치료에 있어

서도 여러 가지 기능적이고 화용적인 훈련방법들이 모색되었다. 훈련시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환

경을 제공하고 목표낱말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 낱말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와 관련

된 기능성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반화를 중시하여 훈련단계에서도 목표낱말을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사용하게 하며, 개별음소의 높은 정확도보다는 말 전체의 명료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Grunw ell, 1982; Young , 1983).

Hodson and Paden (1983)이 개발한 음운치료 프로그램은 이러한 최근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오류변동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훈련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진행됨

에 따라 아동의 잘못된 음운변동들이 점차 줄어들어 성인의 음운체계와 유사해지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 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개별 음소들의 정확도보다는 전반적인 말의 명료도 개

선에 있다(Hodson, 1994).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기를 정하여 한 주기 당 3- 4개 정도의 목표 음운

변동을 설정하고, 각 오류음운변동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훈련한 후, 다시 다음 주기에서 재

훈련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음소나 음운패턴을 결정된 준거에 도달할 때까지 습득시킨 후에야 다

른 음소나 음운패턴을 순차적으로 습득시키기보다는 여러 음소나 음운패턴을 각각 일정기간 동

안 모두 가르친 후 다시 반복함으로써 전반적인 말의 명료도를 빠른 시간 안에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운치료 프로그램이 말의 명료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 결과들도

다수 보고되었다(Montgomery & Bonderman, 1989; Hodson, Chin , Redmond & Simpson, 1983;

T yler , Edw ard & Saxman , 1987; Weiner , 1981). 그러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 이전

의 연구들은 실험적이기보다는 사례보고적인 수준에서 수행되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기능적 조음치료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일반화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낱말 내 음소 위치

를 일반화하거나(예: 초성 → 중성), 한 음소맥락에서 다른 음소맥락으로 일반화하는 것뿐 아니

라, 훈련한 목표음소를 훈련하지 않은 다른 낱말로 일반화하기(반응일반화), 훈련시 사용하지 않

은 자극에 대해서 일반화하기(자극일반화), 복잡한 다른 언어형태(구나 절 또는 대화체)로 일반화

하기, 그리고 치료를 담당한 언어임상가 외의 다른 어른이나 부모에게 일반화하기(대상일반화),

그리고 다른 상황(예: 치료실→가정)으로 일반화하기 등이 있다(Bernthal & Bankson, 1981;

Elbert & McReynolds, 1978; Rockman & Elbert , 1984a ; Kent , 1982). Griffiths and Craighead

(1972)는 다양한 말하기 환경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를 치료외 일반화(extratherapy

generalization)로 표현하였으며, McRey- nolds (1981)는 언어맥락일반화(linguistic context

generalization)와 상황일반화(situational generalization)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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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아동의 일반화능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이 연구들은 개별적

인 말소리보다는 연결된 대화에서의 말소리에 초점을 두었다(F ey & Stalker , 1986; Olsw ang &

Bain , 1985; Shriberg & Kwiatkow ski, 1987). Elbert , Dinnsen, Lander , and Chin (1990)의 연구에

서는 음운장애 치료가 대화수준에서 직접 시행되지 않아도 치료 대상 아동들이 일상대화로 전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낱말수준에서 향상된 기술이 개별 말소리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음운체계와 자발적인 말로 일반화되었으며, 치료를 끝낸 3개월 후에도 아동의 발음능력이 유지되

었다.

Bankson and Byrne (1972)이나 Costello and Bosler (1976)는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들의

상황일반화를 보고하였고, Olsw ang and Bain (1985)은 음소위치 일반화와 상황일반화를 보고하

였다. 조음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통제된 실험조건에서 일어난 치료

결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한 낱말 수준에

서 이러한 일반화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Elbert & Mc- Reynolds, 1978; Gierut , Elbert &

Dinnsen, 1987; McReynolds & Bennett , 1972; Weiner , 1981). 그러나 실제적인 조음치료의 목적

이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대화수준까지의 일

반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음운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확한 말소리를 자동적

으로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화를 강화하는 방

법론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반응일반화를 유도하는 목표낱말이나 문장 등의 항목수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다

소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Stokes and Baer (1977)는 치료항목의 수가 많을수록 반응일반화 가

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으나, Elbert , Pow ell, and Sw artzlander (1991)는 그들의 실험에 참여한

아동의 59%가 적은 수(3개)의 목표낱말만으로도 비훈련낱말로의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와 기능성이 강조되는 주기를 이용한 조음치료 프로그램을 심한 조

음장애 아동에게 적용하여 그에 따른 음소의 습득, 일반화, 그리고 유지 효과를 고찰하였다.

II.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6세 7개월의 남아로 언어습득기에 잦은 중이염을 앓은 병력이 있

었으며, 5세 때 구개파열 수술을 받아 기질적으로는 교정되었으나 이미 많은 보상조음을 발달시

켜 심한 조음장애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동에 대한 구강조음기관 선별검사(OSMSE 김영태 역,

1994)와 취학전 아동의 수용- 표현 언어검사(Preschool Language Scale, 김영태 역, 1994) 결과에

따르면 조음기관의 기능은 정상이었으며 언어능력은 전반적으로 1년 정도 지체되어 있었다. 심리

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인지능력은 정상 범위에 속하나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동적인

행동양상을 보였다. 그 외 아동의 청각 및 시각은 정상이었다.



2 .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1) 사전검사 단계, (2) 기초선 단계, (3) 치료 단계, 그리고 (4) 유지

단계로 구성하였다.

가 . 사전검사 단계

사전검사 단계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조음능력을 진단하였고 그에 따라 목표음소 및 낱말들

을 선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자발어와 명명하기 과제를 통하여 아동의 음소목록을 작성하였

는데, 한 번이라도 바른 발음이 관찰된 음소는 총 43개의 자음 음소 중 24개로, 주로 양순음과 일부

치조음들이었다(<표 - 1> 참조).

다음으로는 그림자음검사 (김영태, 1996)를 통하여 자음정확도를 산출하였는데, 아동은 62%

의 자음정확도를 보임으로써 김영태(1996)의 연구 자료에 따른 또래 집단의 평균치와 비교할 때

- 3SD 이하로 매우 심한 조음장애를 나타내었다. 아동이 심한 오류를 보이는 음소들은 / / - 계열(/

, , / ), / / - 계열(/ , / ), / / - 계열(/ , , / )들로, 이들 음소들을 성문 마찰음(/ / )으로

대치하거나 생략하였다. 그 외에 어두- 초성의 / / 가 종성 / / , 즉 / / 이 / l/ 로 왜곡되는 오류를 나

타내었다. 또한 음운오류패턴을 분석한 결과, 20% 이상의 출현율을 나타내는 음운오류패턴들은 성

문음화(52%), 후설음화(55%), 그리고 경구개음생략 (22%)이었다. 이러한 사전검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일상 어휘에서 출현 빈도가 높아 말명료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평음 / / , / / , / / 3개의

목표음소들을 선정하였다.

나 . 기초선 단계

이 단계에서는 세 목표음소들에 대한 훈련 목표낱말(이후 훈련낱말이라 함), 비훈련 일반화

낱말(이후 비훈련낱말이라 함), 훈련 목표문장(이후 훈련문장이라함), 그리고 비훈련 일반화문장(이

후 비훈련문장이라 함) 등을 발음하게 하여 기초선 평가 자료만을 수집하였다

(사용된 낱말 및 문장 목록은 <부록 - 1> 및 <부록 - 2> 참조). 이러한 기초선 평가 자료들은

조음정확도로 제시하였다.

<표 - 1> 아동의 조음특성(사전검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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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목록

조음양식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종 성

파열음 , , ,

, , , ,

( ) ( )

마찰음

파찰음

비음 , , , , , ,

유음

음운오류패턴

음운변동 출현율 (출현빈도/ 출현가능횟수)
경구개음 생략 22% 2/ 9

연구개음 생략 6% 1/ 16

경구개음의 전설음화 22% 2/ 9

성문음화 52% 13/ 25

후설음화(연구개음) 59% 7/ 17

(경구개음) 50% 4/ 8

(치조음) 50% 4/ 8

비음화 4% 1/ 24

또한 아동의 자발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낱말 발음 과제에서는 목표낱말에 대한 언

어적 단서(예: 학교갈 때 무엇을 메고 가지? )를 사용하였고, 문장 발음 과제에서는 그림을 보여

주고 설명하게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자발적인 대화속에서의 말명료도를 산출하여 치료 단계 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 치료 단계

치료는 제 1 연구자의 감독하에 제 2 및 제 3 연구자들이 실시하였으며, Hodson and Paden

(1983)의 주기를 이용한 음운치료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Hodson and Paden의

치료프로그램은 음운오류패턴의 감소를 치료 목표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음소들의 습

득을 목표로 하여 각 목표음소들을 주기로 반복 훈련하였으며, 일반화 효과를 위하여 각 주기마

다 훈련낱말 목록을 달리 사용하였다(훈련낱말 목록은 <부록- 2> 참조). 또한, Hodson and

Paden의 프로그램을 따라 기능적인 활동들을 이용하여 훈련을 하였으나, 전통적인 조음치료 기

법들도 많이 첨가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한 회기를 평가 부분과 치료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평가 부분에서

는 세 목표음소들에 대한 훈련낱말 및 훈련문장들은 매 회기마다 검사하고, 비훈련낱말 및 비훈

련문장들은 간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명료도 검사는 치료 단계에서 두 번 실시하였다. 치료 부

분에서는 주기를 이용한 기능적 조음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아동의 치료단계는 총 세 주기(주기 I, II, III)로 구성하였으며, 한 주기에 세 목표음소들을

순서대로(/ / → / / → / / ) 훈련하였는데, 한 주기내에서의 각 목표음소의 훈련은 4회기씩으

로 정하였다. 즉, 한 목표음소를 가지고 4회기의 훈련이 끝나면 다음 목표음소 훈련을 시작하였

다. 단, 주기 III 마지막 회기에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기 III의 / / 치료는 3회기만 실시하고 종료하였다. 결과적으로 / / 와 / / 를



훈련하는 한 주기는 12회기씩, 그리고 / / 는 11회기씩 진행되어, 총 35회기가 소요되었다. 아동

은 1주일에 두 번씩 임상실을 방문하였으므로 치료 전체 기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되었다. 각 회기

의 치료 절차는 <부록 - 3>에 예시한 바와 같이 (1) 청각적 자극 제시, (2) 발음훈련 연습, (3)

차기 목표낱말 선정을 위한 중간평가, (4) 가정지도 과제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1) 청각적 자극

아동의 목표음소에 대한 청각적 인식을 위하여 임상가는 매 회기 처음과 끝에 각각 2- 3분

동안 목표음소가 들어간 15개의 낱말을 천천히, 다소 큰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청각적 자극 낱말

을 들을 때 아동은 정적인 활동(예: 찰흙놀이)을 하면서 듣기만 하고 모방은 하지 않도록 하였다.

청각적 자극 낱말 목록은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2) 발음훈련연습

발음훈련은 <그림 - 1>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조음치료기법을 이용한 시범

및 단서주기 부분에서, 치료 초기에는 조음점지시법(예: 설압자로 혀와 입천장의 조음점을 지적

해 줌)을 주로 사용하였고, 아동이 조음점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임상가가 시범을 하거나 손모양

으로 혀와 구개의 접촉 형태를 시범보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시각적 단서들을 제시하였다. 회

기가 경과하면서 언어적인 단서들(예: 혀를 더 뒤로 보내세요 )이나 아동 스스로 조음오류를 판

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점검(self- monitoring)을 유도하였다. 시범과 단서는 필요한만큼 계속

제공하나 아동이 목표를 적절하게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점차 줄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는 반복하는 횟수보다는 정확히 산출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여 새로운 조음행동을 습

득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전통적 조음치료기법:

조음점지시법

시각적 단서 제시

언어적 단서 제시

자기점검

↓

자동화 활동

↓

핵심구/문장 이용 활동

↓

기능적 활동

<그림 - 1> 발음훈련 연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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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활동에서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면서 목표낱말카

드를 가지고 반복훈련을 하였다(<부록 - 2> 참조). 아동의 흥미 정도와 활동량을 점차 증가시키

는 2- 3 가지의 활동(예: 발음 후 퍼즐끼우기 → 발음 후 그 카드 위로 기차보내기 → 발음 후 우

체통에 발음카드편지 넣기)을 하면서 목표낱말을 훈련하였다. 핵심구를 이용한 문장 훈련에서는

기능적인 활동(예: 상자에 넣기)을 하면서 반복훈련한 목표낱말들(예: 기린, 가방)을 핵심구(예: .

. . 을/ 를 넣어요) 속에 삽입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기능적 활동에서는 목표낱말들 가운데 1개를

선택하여 그 낱말을 화용적으로 적합한 활동 속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부록 - 3> 참조).

(3) 차기 목표낱말 선정을 위한 중간평가

한 주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기마다 차기 목표음소에 대한 훈련 목표낱말을 선택하기 위하

여 중간평가(probing) 절차를 수행하였다. 목표낱말은 청각적, 촉각적, 시각적 단서, 혹은 모방을

제시하였을 때 정확히 혹은 유사하게 산출할 수 있는 자극반응도가 좋은 것으로 하였다.

(4) 가정지도 과제

매 회기가 끝날 때 부모에게 가정지도 과제를 내주었다. 부모는 듣기목록에 있는 15개의 낱

말를 하루에 한 번 편안하고 조용한 시간에 아동에게 읽어주고 치료실에서 훈련시 사용한 카드(4

개)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발음연습을 시키도록 하였다.

라 . 유지 단계

유지 자료는 치료종료 2주일 후, 3회기 동안 수집하였다. 유지 단계에서의 자료 수집은 기초

선 단계에서와 똑같이 실시하였다.

3 . 연구의 설계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행동간 중다기초선(multiple baseline design )과 중다간헐평가 설계(mul- tiple

probing design)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치료전에 기초선을 확립할 뿐 아니라 치료 도중에도 종속

변인을 간헐적으로 평가하였다(Cuvo, 1979; Horner & Baer , 1978; Murphey & Bryan, 1980;

T awney & Gast , 1984).

조음정확도는 아동의 발음을 임상가가 +(1점), ±(½점), - (0점)의 3점 척도로 채점하여, 총

발음횟수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였고, 말명료도는 아동의 음운패턴에 익숙하지 않은 두 언어임상

가들에게 아동의 대화 테잎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낱말을 받아적도록 하여, 총 낱말수에

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즉, 조음정확도와 말명료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바른 발음 횟수
조음정확도 = - - - - - - - - - - - - - - - - - - - - - × 100

음소의 발음 횟수

명료한(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수
말명료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발음한 총 낱말수

독립변인은 주기를 이용한 기능적 조음치료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독립변인의 (1) 습득 효

과를 보기 위해서는 훈련낱말 및 훈련문장 수준에서의 조음정확도를 측정하였고, (2) 일반화 효

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훈련낱말 및 비훈련문장에서의 목표음소 조음정확도와 대화수준에서의 명

료도를 측정하였으며, (3) 유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훈련 및 비훈련 낱말과 문장에서의 조음정

확도, 그리고 대화에서의 말명료도를 측정하였다. 명료도 분석은 기초선, 치료, 그리고 유지 단계

에서 각각 1- 2회씩만 실시하였다.

4 . 신뢰도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자료(조음정확도 및 말명료도)에 대하여 언어병리학 과정에 있는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그 일치도를 계산함으로써 각 분석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조음정확도의 신뢰도는 95%, 말명료도의 신뢰도는 87.2%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초선 상태

기초선은 세 목표음소들에 대하여 낱말 및 문장 수준에서 수집하였다. 첫 번째 목표음소 /

/ 에 대하여는 연속적으로 3회기를 통하여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 / 에 대하여는 7회기

를 통하여, 그리고 / / 에 대하여는 11회기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모든 목표음소들은 낱말 및 문

장 수준에서 0%의 조음정확도를 나타내었다.

2 . 습득 효과

가 . 낱말 수준에서의 습득 효과

(1) / /-조음정확도

낱말에서의 / / - 조음정확도는 치료주기 I에서의 평균이 22.6% (0- 59.2% 범위), 치료주기

II에서는 평균 58.7% (13.1- 85.7% 범위), 그리고 치료주기 III에서는 평균 82.5% (72- 97% 범위)로

주기에 따라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기초선 평균 (0%)에 비하여서도 뚜렷한 습득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치료가 시작된 후 제 3회기부터 증

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치료주기 간의 경향을 살펴보면, 치료주기 II가 시작되는 첫 회기에서는

13%의 조음정확도로 치료주기 I의 마지막 회기 조음정확도 (59.2%)보다도 떨어졌으나 두 번째



주기를 이용한 기능적 조음치료법의 치료 및 일반화 효과에 관한 연구

회기에서는 곧 다시 주기 I의 마지막 회기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증가되었고, 셋째 및 넷째 회

기에서는 빠른 증가 양상을 보였다. 주기 III이 시작되는 첫 회기에서는 주기 II의 첫 회기만큼

하락하지는 않고 주기 II의 마지막 회기들 수준을 보이다가 다시 빠른 증가 양상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아동의 / / 에 대한 조음회복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목표낱말에 대한 각 주기의 중간평가 자료를 보면 (probe I, II, III) 다음 목표음소들에 대

한 치료주기 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에서의 평균은 61% (13- 88% 범위), 치료주기 II 동안 실시

된 중간평가 II에서의 평균은 91.7% (75- 100% 범위), 그리고 치료주기 II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II에서의 평균은 72% (63- 75% 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 / 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고

다른 음소들(/ / , / / )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probe I & II 기간), 비록 / / 에 대한 임

상가로부터의 강화를 받지 않아도, 아동은 스스로 / / 에 대한 조음과제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발

음하는 자발적 훈련 양상을 계속하여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훈련

양상은 다른 훈련 음소들에 대한 조음정확도가 증가된 때는 (probe III) 도리어 감소하였다.

(2) / /-조음정확도

낱말에서의 / / - 조음정확도는 치료주기 I에서의 평균이 49.8% (19- 97% 범위), 치료주기

II에서는 평균 51.8% (20.5- 71.2% 범위), 그리고 치료주기 III에서는 평균 61.1% (43.8- 75% 범

위)로, / / 에 비하여 주기에 따라 다소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기초선 평균 (0%)에 비하

여 볼 때는 뚜렷한 습득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 에 비하여 주기 I의 초기 회기들에

서 이미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주기 II에서는 들쑥날쑥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주기 III에서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 2> 참조). 치료주기간의 경향으로는 주기 I의 변화범위가 매우 커서 치료주기 II와 III

의 변화범위가 주기 I의 변화범위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주기 I의 변화범위는 4번째 회기에서

의 높은 정확도에 주로 기인하였다. 그 후 주기 II와 III에서는 완만하지만 좀더 안정적인 증가

를 보였다.



<그림 - 2> 낱말 수준에서의 습득, 일반화 및 유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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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문장 수준에서의 습득, 일반화 및 유지효과

중간평가 자료를 보면, 치료주기 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의 평균이 17.6% (0- 25% 범

위), 치료주기 I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I에서의 평균은 72.3% (63- 88% 범위), 그리고 치료주기

II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II에서의 평균은 50%로 나타났다. / / 에서의 중간평가, 특히 중간평가

I에서의 양상은 / / 의 중간평가 양상과 매우 다르다. 즉, / / 에서는 중간평가 I 동안에 유지뿐

아니라 습득 효과도 나타난 반면, / / 에서는 중간평가 I의 정확도가 치료주기 I 마지막 회기의

정확도에 비해 심하게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주기 I의 마지막 회기에서의 높은 / / - 조음

정확도가 일시적인 것이며 중간평가 I 기간 동안 전혀 유지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

간평가 II와 III에서는 중간평가 I에서보다 다소 낮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3) / /-조음정확도

낱말에서의 / / - 정확도는 치료주기 I에서의 평균이 34.5% (15- 46.8% 범위), 치료주기 I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I에서는 47.6% (23- 73% 범위), 그리고 치료주기 II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II에서

의 평균은 47.8% (23- 73% 범위)로,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점차로, 다소 완만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 / 나 / / 의 습득 효과에 비하면 적게 나타났지만, 기초선 평균 (0%)과 비교하여 보면 습득

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나 / /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 에서도 주기가 반복될 때, 초기

회기들은 이전 주기의 마지막 상태보다 떨어졌다가 곧 다시 회복하여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간평가 자료를 보면, 치료주기 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의 평균이 17% (13- 25% 범위), 치

료주기 II 동안 실시된 중간평가 II에서는 55% (25- 75% 범위)로 나타났다. / / 에서의 중간평가 양상

은 / / 의 증간평가 양상과 비슷하여, 주기 I보다는 주기 II에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나 . 문장 수준에서의 습득 효과

문장에서의 / / - 조음정확도는 치료주기 I에서의 평균이 29% (0- 72.3% 범위), 치료주기 II에

서는 평균 57.7% (12.2- 100% 범위), 그리고 치료주기 III에서는 평균 80.8% (62.5- 94% 범위)로, 낱말

수준에서와 유사하게, 주기에 따라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선 평균(0%)에 비

하여 볼 때 뚜렷한 습득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기

II의 처음 세 회기에서는 주기 I의 마지막 정확도보다도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나 넷째 회기에서

는 급속히 증가하여 10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초기회기들의 하락 경향은 주기 III에서도

나타났으나, 그 변화의 폭은 훨씬 적었다.

문장에서의 / / - 정확도는 치료주기 I에서의 평균이 54% (22.2- 100% 범위), 치료주기 II에서

는 평균 59.6% (41- 81% 범위), 그리고 치료주기 III에서는 평균 49.9% (56- 76% 범위)로, 주기 I에서

가장 급속히 증가하였다. 주기 II에서는 초기 회기에서는 다소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되어, 주기 I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주기 III에서는 기초선보다는 훨씬 높지만, 주기 I과 II보다

는 다소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어 정확도의 증가가 정체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문장에서의 / / - 정확도는 치료주기 I에서의 평균이 35.9% (22.5- 68.7% 범위), 치료주기 II에

서는 49.3% (47- 50% 범위), 그리고 치료주기 III에서는 37.7% (28- 48% 범위)로, 주기가 진행됨에 따

라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기초선의 평균 (0%)과 비교해 볼 때는 습득 효과는 나타났

다고 볼 수 있다. 주기 III에서는, / / - 문장에서와 같이, 기초선보다는 높지만, 주기 II보다는 다소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어 정확도의 증가가 정체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3 . 일반화 효과

가 . 낱말 수준에서의 일반화 효과

낱말 수준에서의 자극일반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훈련 낱말들을 약 8회기마다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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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훈련 낱말에서는 평균 52.5% (40- 60% 범위), / / - 비훈련 낱말에서는 47.5% (30- 80% 범위)

그리고 / / - 비훈련 낱말에서는 32.5% (30- 100% 범위)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 음소가

포함된 목표낱말에 대한 습득 효과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기초선 보다는 33- 53% 정도 높은 수치

이다. 그러므로, 세 음소 모두에서 비훈련 낱말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 /

의 경우는 평균은 다른 음소들보다 낮지만, 치료 말기에는 훈련 낱말에서도 보이지 않던 높은 정확도

를 보였다.

나 . 문장 수준에서의 일반화 효과

문장 수준에서의 자극일반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낱말에서와 같이 비훈련 문장들을 약 8회기

마다 평가하였다. / / - 비훈련 문장에서는 훈련 문장에 비하여 20% 이상(55% →28.9%) 크게 감소하

였으나, / / - 및 / / - 비훈련 문장에서는 훈련 문장보다 10%내외 정도로 감소하였다(/ / 의 경우는

54.5 → 49%, / / 의 경우는 40.1 → 31%). 그러나 세 음소 모두에서 기초선보다는 28- 55%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 음소 모두에서 비훈련 문장으로의 일반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 / 의 경우는 훈련 문장과 비훈련 문장의 차이가 심하여 그 효과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 . 기능적 맥락에서의 일반화 효과

매 치료 회기에서는 마지막 활동으로 기능적인 맥락을 사용하였다. 즉, 목표음소가 포함된 기

능적인 낱말을 화용적으로 적합한 활동속에서 사용하는 일반화 훈련을 하였다.

우선 / / 를 보면, 주기가 반복될수록 평균이 증가되며(25.5% → 32% → 54.3%) 주기 III에서

는 100% 정확도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주기의 첫 회기에서는 정확도가 기초선 수준(0%)

에 그쳤다가 곧 다시 급속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 / 에 대하여

기능적 맥락에서의 일반화를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 에서는 주기가 반복될수록 뚜렷한 증가 추세(26.3% → 51.3% → 62.5%)가 나타났으며, 각

주기의 초기 회기에서도 그리 심한 하락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 / 가 포함된 목표기능어

는 기능적 맥락에서의 일반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 의 경우, 그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 / 와 유사한 형태로 주기에 따른 증가 추세

(39.3% → 41% → 57.7%)를 나타내어, 기능적 맥락에서의 일반화를 보여 주었다.

라 . 유사 음소로의 일반화 효과

목표음소(평음)의 훈련이 같은 계열의 유사 음소들(경음 및 격음)로 일반화되는 가를 살펴보

기 위하여 / , , , , / 가 들어간 낱말 및 문장들을 약 8회기마다 평가하였다. 이들 유사 음소

들은 기초선 회기 동안에 모두 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나, 목표음소들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어

적어도 50% 이상의 정확도를 습득한 후에 이들 유사 음소들에 있어서도 정확도가 20- 30% 증가되는



일반화 현상이 나타났다.

우선 / / - 계열 음소들의 경우에는 치료 회기 동안에는 5.6%의 미약한 변화만을 보이다가 유

지 회기 동안에는 29.7%의 정확도를 보여 일반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개별 음소로 보면,

경음 / / 는 치료 회기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유지 회기 동안에 평균 23.5%의 정확도를

보여 일반화가 늦게 시작됨을 보여주었고, 기식음 / / 의 경우에는 치료 회기 동안에는 11.2%를 보

이다가 유지 회기 동안에는 35.9%의 정확도를 보여, 일반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 / 의 유사음소인 / / 의 경우에는 치료 회기 동안에는 17.4%, 유지 회기 동안에는 13.3%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약간의 일반화가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 / - 계열 유사 음소 / / , / / 의 경우에는 치료 회기 동안에는 4.7%, 유지 회기 동안에는

32.3%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 / - 계열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음 / / 에서보다는 기식음 / / 에서 좀

더 빠른 일반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 . 대화 수준에서의 일반화 효과

대화 수준에서의 일반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실험단계마다 말명료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초선 단계에서는 17.9%, 치료단계 말기에서는 33.5%, 그리고 유지단계에서는 35%의 말명료

도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세 음소에 대한 조음치료가 아동의 전반적인 말 명료도

를 다소 향상시키는 일반화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4 . 유지 효과

목표음소들의 유지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치료가 종료된 2주 후에 각 목표음소들이 포함된

훈련 낱말 및 문장들을 세 회기 동안 평가하였다. 우선, 낱말 수준에서의 / / - 정확도는 평균 91.7%

로 치료주기 III의 평균(82.5%)보다도 다소 높게 유지되었다. 문장 수준에서는 평균 75%로, 치료주기

III의 평균(80.8%) 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기초선 단계(0%)보다는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고 볼 수 있다.

/ / - 정확도는 낱말 수준에서 평균 60%의 정확도를 보여, 치료주기 III의 평균 (61.1%) 수준으

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장 수준에서의 평균 정확도는 30%로 치료주기 III의 평균(49.9%) 보

다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은 기초선 수준(0%)보다는 높았으며 치료주기 I의 평균(29%)

과 유사하였다.

/ / - 정확도는 낱말 수준에서는 66.5%, 문장 수준에서는 53%로, 치료주기 III의 평균 (낱말

47.6%, 문장 37.7%)보다 다소 높게 유지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목표음소들은 낱말 수준에서는 마지막 치료주기의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장 수준에서는 기초선 수준보다는 높지만 마지막 치료주기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상태로 유지되

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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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주기와 기능적인 활동들을 이용한 조음치료 프로그램을 심한 조음장애 아

동 한 명에게 적용하여 그에 따른 치료, 일반화, 그리고 유지 효과를 고찰하였다. 훈련은 세 목표

음소(/ , , / )에 대한 행동간 중다기초선 자료가 확립된 후에,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및 문

장을 가지고 기능적인 활동들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한 주기 내에서 세 음소를 번갈아가며 훈

련하여, 총 세 주기동안 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일반화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목표음

소가 포함된 비훈련 낱말 및 문장, 그리고 유사 음소들이 포함된 낱말에서의 조음정확도와 대화

수준에서의 명료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간헐적인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낱말 및 문장 수준에서의 조음정확도 결과에 따르면, 세 목표음소 모두 기초선 수준

(0%)에 비하여 치료단계에서 뚜렷한 조음정확도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치료효과에 있어

서 음소간에 차이가 나타나, 마지막 주기의 평균이 / / , / / , / /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

장보다는 낱말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최대조음정확도도 / / 와 / / 는

90% 이상까지 높게 나타났으나, / / 는 70%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음소간 치료효과의 차이는

세 음소의 조음 난이도와 아동의 자극반응도의 차이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기를 이

용한 기능적 조음치료의 요소 중 특히 대상아동에게 효과적이었다고 여겨지는 측면은 (1) 주기적

접근으로 2주마다 훈련낱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아동이 지루해하지 않았으며, (2) 한 회기내에 정

적인 활동으로부터 점차 동적인 활동으로 다양하게 접근함으로 해서 훈련과 놀이의 장점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었고, (3) 한 회기내에 훈련하는 목표낱말의 수를 4개로 제한함으로써 한 낱말에

대해 훈련의 기회가 많아 아동 자신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주기에 따른 세 음

소의 조음정확도 변화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된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첫 주기(주기 I)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고,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좀더 안정적인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주기 II나 주

기 III이 시작되는 초기 회기에서는 전 주기의 마지막 회기 수준보다도 하락했다가 다시 빠른 증

가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복의 속도는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훈련단계에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른 음소(예: / / )를 훈련하는 동안에도

전 주기에 훈련한 음소(예: / / )의 조음정확도가 증가되는 현상이 세 음소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훈련효과는 비훈련 회기(즉, 다른 음소를 훈련하는 회기)가 길

어지면(최고 4- 5회기) 다시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단기간의 자발적인 훈련효과는 주기

를 반복하는 조음치료 프로그램의 특성이 가져다주는 음소간 일반화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일반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기가 반복됨에 따라 일반화 맥락에서의

조음정확도도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일반화 효과는 목표음소(평음)가 내포된

비훈련 낱말 및 문장에서 나타났다. 특히, / / 에 비하여 습득효과가 다소 낮았던 / / 와 / / 에

있어서도 비훈련 낱말 및 문장으로의 일반화 조음정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사음소로의 일

반화 자료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평음으로 훈련을 받은 대상아동은 격음으로의 일



반화는 잘 이루어졌으나, 경음으로의 일반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경음으로의 낮은

일반화 효과는 훈련단계에서 목표음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목표음소군의 이질성에 따른 습득 및 일반화 효과를 살펴보는 실험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낮은 일반화 효과를 보인 것은 대화수준에서의 말명료도였는데, 세 목표음소들은 기초선 수

준(약 17%)보다는 2배 정도 높은 명료도이기는 하였으나 연구 종료시에는 35%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조음명료도와 말명료도 사이의 편차는 아직 훈련받지 않은 오류음소들의 영향이기도 하

지만, 4개월간의 훈련이 종료된 시기까지도 훈련상황이나 임상가의 단서가 없을 때는 조음에 대

하여 부주의하는 아동의 성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지 자료들은 세 음소 모두 낱말에서는 마지막 치료주기 수준

으로, 문장에서는 그 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기초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결과는 훈련이 종료된 후 2주만에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제한점을 갖는다.

다섯째,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느낀 제한점으로는 우

선, 조음의 정확성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3점 척도는 평가자간 신뢰도는 높일 수 있었으나

대상아동의 점진적인 진전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대상아동과 같은 심한

조음장애 아동의 진전상태를 분석할 때는 좀더 세분화된 척도(예: 4점 척도)의 사용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또한, 말명료도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말샘플은 임상가와의 자유로운 대화 중에서

수집된 것으로, 음소의 출현기회나 화용적인 기능등이 조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말명료도에

대한 후속연구들은 음소나 화용적 기능들이 조정된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피험자를 한 가지 프로그램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대상자간 또는 프로그램간 비교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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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일반화 낱말 및 문장 목록

목 표 음 소 유 사 음 소

비훈련 낱말 비훈련 문장 비훈련 낱말 비훈련 문장

비행기

가위

고양이

기린

공

원숭이

소

수박

열쇠

시계

쟁반

바지

오징어

모자

돼지

엄마가 그네를 밀어요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어요

친구가 계단을 올라가요

비오는 날에 우산을 써요

형하고 같이 세수를 해요

여자 친구가 선물을 줘요

다람쥐가 땅콩을 먹어요

아빠가 잠옷을 입어요

엄마하고 집그림을 그려요

토끼

꽃

콩

크레용

컵

썰매

쌍둥이

쌀

싸움

햅쌀

짜장면

찡오야

부채

칫솔

침대

까마귀가 병속에 돌을 넣어요

꽃병에 꽃을 꽂아요

어미닭이 꼬끼오하고 울어요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줘요

칠판에 글씨를 써요

여자 친구가 쌍둥이예요

눈 오는 날에 썰매를 타요

빵에 쨈을 발라 먹어요

엄마하고 사진을 찍어요

신발을 한짝만 신었어요

누나하고 함께 청소를 해요

노란 치약으로 이를 닦아요

아빠가 차에 탔어요.



<부록 - 2> 훈련낱말 및 청각적 자극낱말 목록

치료주기 목표 음소 훈련 낱말 청각적 자극낱말

Cycle 1 1- 2주:

3- 4주:

5- 6주:

야구, 가방

기린,고양이

수박, 싫어

낚시, 신발

어제, 주머니

좋아요, 종이

강, 고기, 안경, 가위, 고래, 과자, 가구,

거북이 고구마, 이거, 비행기, 지우개,

태극기, 아가

선생님, 새, 산, 사탕, 새우, 성냥, 신발,

버스, 손수건, 채소, 주사, 낚시, 등산

옥수수

거지, 사진, 부자, 전화, 전기, 아저씨, 공주

가지, 감자, 남자, 반지, 지구, 편지, 왕자,

자두

Cycle 2 7- 8주:

9- 10주:

11- 12주:

이거, 구멍

아기, 가위

신문, 새우

등산, 수영

남자, 지붕

지렁이, 자랑

김, 가을, 간장, 김치, 고추장, 강, 고기,

구멍, 녹음기, 무지개, 숟가락, 태권도

설탕, 손님, 수영, 사다리, 순경, 새, 세수,

눈사람, 세탁소, 신발, 추석, 술, 산, 약속

전철, 지구, 지붕, 지렁이, 줄넘기, 고추장,

발자국, 보자기, 불조심, 휴지, 지진, 감자,

가지, 자전거

Cycle 3 13- 14주:

15- 16주:

17- 18주:

학교, 안경

거북이, 물개

버스, 사탕

성냥, 손

진우, 휴지

아줌마, 전화

공기, 곡식, 가을, 간장, 김치, 고추장, 고구마,

구멍, 녹음기, 무지개, 숟가락, 태권도, 고기,

거울

설탕, 손님, 수영, 사다리, 순경, 손수건, 사랑,

눈사람, 세탁소, 낙하산, 추석, 약속, 새, 새우

전철, 지구, 지붕, 지렁이, 줄넘기, 지진,

고추장, 발자국, 보자기, 불조심, 휴지, 장기,

주전자,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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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3> 목표낱말 훈련을 위한 활동 예

청각자극 듣기 낱말수준활동1 낱말수준활동2 문장 수준 활동 기능놀이수준활동

Cy cle

1

/ /

/ /

/ /

Cy cle

2

/ /

/ /

/ /

·아동에게

찰흙놀이(play -

doh)를 가지고

놀게 한다.

·회기마다 새

로운 놀이도구

(찍기, 자르기

등을 위한)를

제공하여 흥미

를 유지시킨다.

·아동에게 퍼

즐을 끼우게 한

다. 아동이 목

표낱말을 정확

하게 발음하면

퍼즐 한 조각

을 끼우게 한

다.

·아동이 흥미

있어하는 자동

차, 동물 모형,

비행기 등으로

매회기마다 바

꾸어 시행한다.

·그림카드를 뒤집

어 엎어 한 줄로

늘어놓고 아동의

손에 장난감 기차

를 들려준 뒤, 아

동이 정확하게 발

음하면 그림카드

레일을 한 칸 건너

갈 수 있게 한다.

·아동이 흥미있어

하는 자동차, 동물

모형, 비행기 등으

로 매 회기마다 바

꾸어 시행한다.

·아동이 목표낱말

을 정확하게 발음

하면 그림카드를

장난감 우체통에

넣게 한다. 이 때

목표낱말을 정확하

게 발음하여야 우

체통이 열린다.

·치료사가 그림

카드를 숨기면

아동이 찾아서

여기 . . . 있어

요 라고 말한다.

·아동이 그림

카드를 숨기고

치료사가 그림카

드를 찾아 보여

주면 아동이

. . . 찾았어요

라고 말한다.

·가게놀이에서

아동이 그림카드

에 대해 . . .

얼마예요 ? 라고

말하게 한다.

이때 목표낱말

을 정확하게

발음하여야

치료사가 물건을

가격을 말한다.

·아동이 그림카

드에 대해

. . . 넣어요 라

고 말하며 장난감

우체통에 넣는다.

이때 목표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

여야 우체통이

열린다.

·아동과 치료사가 각각

주인과 손님이 되어 가게

놀이를 하며 목표낱말인

고마워 를 발음한다.

·치료사가 그림카드를

숨기면 아동이 찾아서 여

기 . . . 있어요 라고 말한

다. 목표낱말은 여기 이다.

·가게 놀이를 이용하여

주인 역할을 하는 아동이

파는 물건에 대해 질문하

거나 의도를 물어 싫어 라

는 목표 낱말을 유도한다.

·가게놀이를 이용하여

주인 역할을 하는 아동이

물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도를 물어 좋아 라는 목

표낱말을 유도한다.

·아동에게 두 가지 대상

에 대한 선택의문문 질문

을 하여 이거 라는 목표낱

말을 말하게 한다.

·자유놀이 상황에서 아동

에게 목표낱말인 신문 이

라는 답이 나올수 있는 질

문으로 목표낱말을 자연스

럽게 말하도록 유도함.

(예: 아빠는 아침에 커다

란 종이 보는게 뭐지?)

·자유놀이 상황에서 목표

낱말인 의자 를 유도한다.

(예: . . . 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니?)



청각자극 듣기 낱말수준

활동1

낱말수준활동2 문장수준활동 기능놀이 수준활동

Cycle

3

/ /

/ /

/ /

·전회기에 걸

쳐 아동에게

찰흙놀이(play -

doh)감을 가지

고 놀게 한다.

회기마다 새로

운 놀이도구(찍

기, 자르기 등)

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지시

킨다.

·아동이 찰흙

놀이를 좋아하

므로 목표낱말

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찌기

기구에 한 번

찍을 수 있게

한다.

·아동에게 장난감

공구세트를 이용하

여 망치를 두드리

게 한다. 역시 아

동이 목표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망치를 한 번 두드

릴 수 있게 해준

다.

·망치 두드리기,

너트 끼우기, 너트

빼기 등으로 매 회

기 바꾸어 시행한

다.

·바닥에 그림카

드를 순서없이

뒤집어 깔아놓고

아동이 밟은 그

림카드를 들고

. . . 밟았어요

라고 말한다.

·장난감 집에

그림카드를 넣으

며 아동이

. . . 들어가요

라고 말한다.

·자유놀이 상황에서 아

동에게 목표낱말인 안

경 를 말하도록 유도한

다(예: 눈이 나쁘면 얼

굴에 쓰는 게 뭐지?).

·자유놀이 상황에서 아

동에게 목표낱말인 손

을 말하도록 유도한다.

(예: 장갑은 어디에 끼

지?)

·자유놀이 상황에서 아

동에게 목표낱말인 진

우를 말하도록 유도한

다(예: 너 이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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