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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standardize the Korean Childhood Stuttering Test (KOCS), 
and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CS and to provide standard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7 children who stutter and 107 normal children aged 4-12 years. The 
KOCS consists of a speech fluency assessment, observational assessment, and supplemen-
tal assessment. The speech fluency assessment consists of four speech tasks: rapid pictures 
naming, rephrasing sentences, structured conversation, and narration. In each task, the 
number of stuttering (repetitions, prolongations, blocks) in the first three words of a child’s 
utterance is scored. The observation assessment is a rating scale conducted by a child’s 
parents, teachers, and an SLP, and consists of an observational measure of disfluency and 
associated behaviors. Finally, supplemental assessments can be used selectively as ad-
vanced evaluation of children’s speech fluency. The reliability of the KOCS was measured 
by internal consistency,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and inter-rater reliability. As for the 
validity of KOCS; predicted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were measured. Results: First, the 
KOCS showed high reliability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standard measurement error 
and reliability between score. Second, the KOCS had high predictive validity due to high 
AUROC (Area under a ROC curv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positive predictive value. The 
construct validity was confirmed by low correlation with age, group difference between 
children who stuttering (CWS) and children who do not stuttering (CWNS) and significant 
but not too high correlation between sub-tests. Third, cut-off scores, standard scores, and 
percentile rank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raw data of domestic CWS and CWNS. Based 
on raw score, the score range was calculated to interpret the severity of stuttering. Conclu-
s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child stuttering test that can confirm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hild stuttering test, and present standardized norms for domestic children. 
In particular, the KOCS will be useful in the field because the test procedure and scoring 
method is simple and takes les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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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을 표

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말에 문제가 있는 의사소

통장애인들은 말의 손상으로 소통과 탐구와 표현의 어려움을 갖

게 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Yaruss, 1998). 의사소통장애 중 유창성장애에 해당되는 말더듬

은 발달기에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되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중

재할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Bloodstein & Bern-

stein Ratner, 2007), 치료사가 아동 말더듬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

상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 말더듬은 발생 초기에는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없

거나 아주 약하지만, 언어, 인지, 신경기제들이 성숙하는 과정에 있

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더 많은 비유창성을 보일 수 있으며(Guitar, 

2014; Jeon & Jeon; 2015; Yairi, 1997), 말더듬의 가변성이 더 두드러

진다(Manning, 2010). 말더듬의 다양한 유형과 빈도의 가변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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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비유창성 증상이 언어 발달 시기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정상

적인 비유창성인지 만성적 말더듬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아동기 말더듬 평가는 성인과 달리 발달의 특성

을 고려해야 하고(Kwon et al., 2012). 평가 결과에 따라 치료를 할 

것인지, 한다면 간접치료를 할 것인지, 직접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Shin et al., 2017a). 또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중재 전후의 심

한 정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유용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치료사 및 

연구자들은 말더듬의 증상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아동 말더듬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사도구는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II (P-FA-II; Sim, Shin, & Lee, 

2010)와 국내에서 표준화되지 않았으나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말더듬 심한 정도 측정 검사(SSI-4; Riley, 2009)이다. 임상 현장 및 

연구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P-FA-II나 SSI-4는 대상자의 발화를 

녹취하여 총 말한 음절 수를 세고, 말더듬 유형을 분석한 후, 빈도

를 측정하게 된다. P-FA-II는 구어 평가에 병리적 비유창성과 정상

적 비유창성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 계수하여 비유창성 비율 및 점

수를 산출하며, 정상적 비유창성 유형도 질적 양상(시각적 긴장 수

반, 3회 이상의 출현 등)이 동반되면 비정상적 비유창성으로 판별

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비유창성 유형을 다양하게 SSI-4

는 총 말한 음절 수에 대한 말더듬 빈도로 말더듬 음절 백분율을 

산출하며, 유창성 인터뷰(FI; Ryan, 2001)는 분당 말한 더듬은 단어

의 빈도를 구하여 말더듬 비율을 산출한다. 비유창성 유형은 학자

나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비유창성 유형의 빈도계수해야 할 발

화의 수가 많거나 복잡할수록 분석 방법이 어렵고 정확성은 낮아

질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비유창성 유형의 빈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Yairi & Ambrose, 2005). Shin, Chang, Kim 

그리고 Jeon (2014)은 비유창성 빈도 분석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병

리적 비유창성 빈도만 계수하는 것이 정상적 비유창성을 포함한 

빈도계수보다 심한 정도와 더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

구 상황과 달리 실제 임상에서 대상자의 발화를 녹화하고, 전사한 

후, 음절 수를 세고, 다시 발화 중 나타난 비유창성 형태를 확인하

여 그 수를 측정하고 백분율을 산출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과정이

라 할 수 없다(Chang, Shin, & Kim, 2018). 현장에서 언어치료사들

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장애 영역 중 하나가 유창성장애(Chang, 

Shin, Jeon, & Kim, 2011)이며, 그 이유는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평

가를 자주 해야 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첫 진단 과정에서 한번은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말더듬 빈도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치료 과정 중 

말더듬의 가변성으로 변화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자주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무엇보다 아동 말더듬 평가를 위해 치

료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아동 말더듬 검사(TOCS; Gillam, Logan, & Pearson, 2009)

는 외현적 구어 평가, 관찰 평가, 부가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구어 

평가를 위한 채점 방식이 아동의 첫 세 어절 발화에 대한 빈도계수

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아동 말더듬 검사는 첫 진단뿐만 아니라 중

재 과정 중에도 진전 정도를 실시간 평가할 수 있도록 간편해야 하

며, 말더듬의 가변성을 반영한 다양한 과업과 다양한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분석 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검사도구마다 검사의 

목적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표준화한 한국 아동 말더듬 검사(Ko-

rean childhood stuttering test [KOCS]; Shin, Kim, & Chang, 2017b)

는 자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말더듬 검사에서 정확성과 더불

어 신속성과 편이성을 고려하였다.  

아동 말더듬 검사도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말더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구어 과업 및 간편한 분석 방법을 토대로 심도를 평

가할 수 있는 KOCS 개발이 진행되었다. KOCS 개발의 목적은 타당

도와 신뢰도가 높으면서도 검사 실시 및 분석 방법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KOCS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KOCS의 문항 검정과 그림 자료 구성을 위한 목적으로 타

당도 및 신뢰도 연구(Chang, Shin, & Kim, 2017)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아동기 말더듬 검사(Test of Childhood Stuttering 

[TOCS]; Gillam et al., 2009)를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들이 검사 대

상 연령인 4-12세 아동에게 적절한 어휘, 그림, 문장, 이야기인지 확

인하기 위하여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목표 발화

가 유도되지 않는 문항들을 수정하여 1차로 검사도구를 제작하였

다(Kim, Shin, & Chang, 2016). 구어 유창성 평가 과업은 그림 빨리 

명명하기, 문장 바꾸어 말하기, 구조화된 대화, 이야기 말하기로 구

성되었다. 1차로 수정된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

창성장애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였다. 내용타당

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하여 2차로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2차 수

정된 검사도구로 문항변별도와 내적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문항 및 그림 자료를 구성하였다. 

둘째, KOCS의 평가 내용을 구어 유창성 평가, 관찰 평가, 부가적 

평가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평가 간 상관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어 

유창성 평가는 예비검사(Kim et al., 2016)와 내용타당도, 문항분

석, 내적일관성 검사 등(Chang et al., 2017)을 실시하여 수정하였

다. 구어 유창성 평가 외에 말더듬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일



https://doi.org/10.12963/csd.20754712    https://www.e-csd.org

Myung-sun Shin, et al.  •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Childhood Stuttering Test (KOCS)

상 생활에서 얼마나 비유창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관찰 평

가 항목과 아동의 비유창성에 대한 더 정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부모, 교사, 치료사에게 아동의 말더듬 증상과 부수행동과 관련

된 문항을 통한 관찰 척도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아동 생활에서의 

발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따라 

부가적인 평가 정보를 통하여 아동이 호전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

는지와, 아동의 말더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변수 정밀 검사

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말더듬 빈도, 구어 속도, 평균단위반복수, 구

어 자연스러움, 부수행동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러

한 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 관찰 평가, 부가적 평가 간 상관

(Shin et al., 2017)을 살펴보았다. 하위 검사들 간에 중간 정도의 상

관을 보여, 전체적으로 관련성은 있으면서 하위 검사는 각각 말더

듬 아동의 서로 다른 측면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검

사도구의 하위 항목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말더듬 아동의 여러 특

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KOCS와 현재 국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P-FA-II 

(Sim et al., 2010)와 SSI-4 (Riley, 2009)와의 상관을 통하여 평가 변

수에 대한 타당성과 전체 심도에 대한 공인타당도를 알아보았다

(Shin et al., 2017). 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와 관찰 평가는 각각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P-FA-II와 SSI-4 검사의 점수와도 높은 상

관을 보여 공인타당도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에서 분석의 범위는 첫 세 어절

에서 반복과 연장/막힘의 유무를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KOCS

의 분석 체계 연구(Chang et al., 2018)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말

더듬 진단 및 평가 검사도구에서의 말더듬 빈도는 1분 동안 비유창

한 빈도 수(SW/M, SS/M), 더듬은 음절의 비율(%SS)이나 더듬은 

단어의 비율(%WS)로 측정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임상현장에서 

전사 및 분석이 복잡하여서 반복측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

부분 대상자의 발화를 녹화하여, 전사 과정을 거친 후, 발화한 목

표 음절과 비유창성이 나타난 빈도를 계수하는 등 측정 절차가 복

잡하다. 이에 첫 세 어절 분석과 전체 발화 분석에 따른 말더듬 빈

도 분석 방법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와 전체 발화와 첫 세 어절 기준

에 따른 말더듬 빈도 분석 방법이 각각 아동의 말더듬 심한 정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첫 세 어절 분석과 전체 발화 분석 모두 말더듬의 심한 정도를 잘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로 임상가의 편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Gillam 등(2009)이 개발한 TOCS의 결

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전체 발화를 전사하지 않아도 

발화 문장 첫 세 어절에서 비유창성 유형과 빈도를 측정한다면 분

석이 용이하여 쉽게 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더듬 빈도를 계수하기 위한 비유창성 유형은 단어부분반복, 일

음절단어전체반복, 비운율적발성, 연장, 막힘, 투쟁 등으로 다양하

나 KOCS에서 비유창성 유형은 반복(일음절단어전체반복, 단어부

분반복), 연장, 막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빈도를 

각각 계수하여 점수로 산정하는 경우와 KOCS처럼 반복과 연장, 

막힘으로 나누어 말더듬 빈도를 각각 계수하여 점수로 산정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KOCS의 분석 

기준 및 채점 방법은 매우 간편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용한 결과가 

기존의 말더듬 분석 방식으로 산출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반적 말더듬 심한 정도와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KOCS의 분석 기준과 채점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아동 말더듬 검사

도구의 파라미터로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치료사 및 연구자들이 임상 현장과 연구 과정에서 아

동 말더듬의 증상과 심한 정도를 간편하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2차에 

걸쳐 수정하여 최종 구성된 KOC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고, 

규준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뢰도는 내적일치

도, 측정의 표준오차, 검사자간 일치도를 통하여 검정하였고, 타당

도는 예측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ROC) 곡선 분석과 양성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ROC 곡선 분석

은 의학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며, 질병을 진단하는 기준의 판별력

을 확인하거나 절단점을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Kim, Shin, 

Yoon, Kim, & Lee, 2001). Area under ROC curve (AUROC)는 

ROC 곡선 아래쪽 영역의 크기를 의미한다. AUROC가 .5에 가까

울수록 검사도구의 변별력이 없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변

별력이 완전함을 의미한다(Kraemer, 1988). 양성예측분석(positive 

predictive value)은 KOCS 규준에서 제시하는 절단점이 말더듬 아

동과 일반 아동을 잘 구분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양성예측분석

에서 민감도(specificity), 특이도(specificity), 양성예측치(positive 

predictive value)를 분석하는데, 민감도는 실제 양성인 경우(말더

듬 아동)를 바르게 검사해 내는 정도를 의미하고, 특이도는 실제 음

성인 경우(말더듬이 아닌 아동)를 바르게 찾아내는 정도를 의미하

며, 양성예측치는 검사도구를 통해 양성(말더듬)으로 검사된 아동 

중 진양성(말더듬)인 경우의 비율을 의미한다(Gredler, 2000). 

타당도 검정을 위한 두번째 과정으로 검사의 기본 특징이 확인

될 수 있는지, 이러한 특징이 이론적 가정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구인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KOCS의 이론적 가정은 첫

째, KOCS 검사 결과는 연령과는 낮은 상관을 보여야 한다. 둘째, 검

사도구는 말더듬과 비말더듬을 유의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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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어 유창성 평가와 관찰 척도는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나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과 

KOCS 점수의 상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의 점수 차 비교, 

하위 검사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에 대한 타당도와 신

뢰도, ROC 곡선을 바탕으로 아동 말더듬 선별 절단점(cut-off 

score)과 진단 절단점, 백분위 심한 정도의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본 검사도구가 임상 현장에서 말더듬 아동의 선별 및 심한 정도를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 경남, 대구 . 경북, 광주 . 전라, 대전 . 충청 

지역에 언어재활서비스 기관에서 말더듬 치료를 받고 있는 발달성 

말더듬 아동 107명과 동일한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일반 아동 10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발달성 말더

듬 아동은 아동 주변의 교사나 양육자 등이 말더듬으로 보고하고 

언어치료사가 말더듬으로 진단하여 현재 언어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대기 중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II 결과 약함 이상이고, 부모나 교사에 의해 지적능력

이 정상이라고 보고되었고 정서 및 행동 문제나 언어장애, 사회성 

결함, 시각, 청각 등의 감각장애를 수반하지 않은 아동으로 선정하

였다. 일반 아동은 아동 주변의 교사, 양육자 등이 말더듬이 아니라

고 보고한 아동이다. 양육자나 교사에 의해 지적 능력이 정상이라

고 보고되었고, 정서 및 행동문제나 언어장애, 사회성 결함, 시각, 

청각 등의 감각장애를 수반하지 않은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검사도구

아동용 말더듬 검사인 TOCS (Gillam et al., 2009)를 한국의 실정

에 맞게 KOCS 문항의 초안을 개발 및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Kim 

et al., 2016) KOCS 2차안을 만들었으며, 문항 검정을 위한 내용타당

도, 문항분석, 내적일관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Chang, 2016) KOCS

의 최종버전을 제작하였다. KOCS 최종버전은 구어 유창성 평가, 관

찰 평가, 부가적 평가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위 검사 1: 구어 유창성 평가 내용 및 측정 기준 

구어 비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개의 말하기 과업으로 구성

하였으며, 과업 1은 그림 빨리 명명하기로 제시된 그림의 이름을 빠

른 속도로 말하는 과업으로 내용타당도(Kim et al., 2016)와 문항변

별도, 내적 일관성 연구(Chang et al., 2016)를 거쳐 48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자음과 모음을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받

침 유무를 조절하였고, 단어의 음절 수도 1-5음절까지 선정하였다. 

또한 선택된 단어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로 선정하였다. 

과업 2는 문장 바꾸어 말하기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른 두 개의 그림을 보고 검사자가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을 말해 주면, 아동은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치료사가 

말한 문장 구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어 말하도록 하였다. 과업 

3은 구조화된 대화로 7개의 공원 장면 그림을 제시하고 검사자의 질

문에 아동이 반응하도록 하였다. 1개의 장면에 각 3개, 전체 21개 문

항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질문은 누구, 무엇(사물 말하기), 어디

(장소 말하기), 발화 예측, 왜(이유), 상황 설명, 기분 설명, 행동 설명, 

가정, 의무, 장면 설명하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과업 4는 이야기 말하

기로 구조화된 대화에서 사용하였던 ‘공원’그림을 7장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피검자가 혼자 이야기하도록 하는 과업을 구성하였다.

채점은 단어 명명하기에서 나타난 반복(단어부분반복과 일음절 

단어반복), 연장, 막힘의 수를 합산하여 점수로 산출한다. 과업 2 문

장 바꾸어 말하기, 과업 3 구조화된 대화, 과업 4 이야기 말하기의 

채점 방법은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반응 중 첫 세 어절에서 나타난 

반복, 연장, 막힘이 나타나면, 1점씩 부여하며, 반복, 연장, 막힘이 동

반될 경우 각각에 1점으로 부여한다. 반복, 연장, 막힘의 점수를 각

각 합산하여 소계를 산출하고, 과업별 점수의 합계를 총 원점수로 

산출한다. 어절의 개념은 단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삽입어와 수

정은 처음 세 어절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더듬었을 경우 점수에 반

영한다. 예를 들면, ‘있있있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는 반

복 1점으로 산출한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WS CWNS

Boy Girl Total Boy Girl Total

Age (yr)
4-5 37 7 44 17 15 32
6-7 22 12 34 18 16 34
8-9 14 4 18 14 13 27
10-12 11 0 11 7 7 14

Grade
0 48 14 62 30 27 57
1-2 17 7 24 14 15 29
3-4 13 2 15 6 5 11
5-6 6 0 6 6 4 10

Total 84 23 107 56 51 107

CWS=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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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검사 2: 관찰 평가 내용 및 측정 기준

관찰 평가는 비유창성 관찰 척도와 부수행동 관찰 척도 각각 8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관찰 평가는 검사지를 관찰자(부모, 주양육

자, 교사, 치료사)에게 제시하여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비유창성 

관찰 척도와 부수행동 관찰 척도의 평정 방법은 해당 문항의 행동

이 최근 2개월 이내에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4

점 척도(전혀= 0점, 드물게=1점, 때때로=2점, 자주=3점)로 평정

하고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하위 검사 3: 부가적인 평가 내용

부가적인 평가는 말더듬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진전 여부

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는 

TOCS (Gillam et al., 2009) 검사에서 부가적 평가로 제시된 평가 

변수 중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초기 상담을 제외한 말더듬 빈도

(음절 기준), 구어 속도, 단위반복수, 구어 자연스러움, 부수행동로 

구성하였다. 부가적 평가의 분석은 첫 세 어절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체 발화에 대해 분석하여 측정한다.

검사 실시 기간 및 방법

KOCS 검사도구의 실시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8개월간이었다. 검사는 언어재활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담당 치료사가 실시하였으며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KOCS의 실시 방법과 채점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검사자들

이 검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을 때, 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 

과업 1-과업 4를 실시하였고, 관찰 평가는 부모에게 관찰 평가지를 

주어 체크하도록 하였다. 검사의 결과는 1차로 검사를 실시했던 치

료사가 채점하였고, 연구자가 검사자료를 수합하여 녹화자료를 들

으며 비교 확인하였다. 실시장소는 대상자가 재원 중인 언어치료실 

내에서 검사자와 피검아동이 입실하여 실시하였고 검사의 전 과정

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녹화를 하였고, 녹화가 어려운 경우 녹음

을 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

실, 조용한 카페 등에서 연구자들이 1:1로 실시하였고, 관찰 평가는 

일반 아동의 부모가 응답하였다.  

자료처리

한국 아동 말더듬 검사(KOCS)의 표준화를 위하여 신뢰도, 타당

도, 규준화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정 과정으로 내적 일치도 분석

을 위하여 말더듬 아동 집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Cronbach α 신뢰

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말더듬 아동 집단의 

각 하위 검사 결과의 평균과 측정의 표준오차(SEM)를 측정하였다. 

검사자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샘플의 10%인 말더듬 아동 

10명과 일반 아동 10명을 두 명의 연구자가 각자 채점하여 점수를 

비교하였다. 구어 유창성 평가의 그림 빨리 명명하기는 문항별로 

반복과 연장, 막힘의 판단에 대해 일치와 불일치로 판정하여 일치

율을 계산하였다. 문장 바꾸어 말하기, 구조화된 대화하기, 이야기 

말하기에서는 첫 세 어절의 반복, 연장, 막힘의 일치와 불일치를 판

정하여 일치율을 계산하였다.

타당도 검정 중 예측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receiver operat-

ing characteristics (ROC) 곡선 분석을 실시하였고 절단점수(cut-

off score)를 선정하였다. 또 절단점수에 따른 특이도(specificity), 민

감도(sensitivity), 양성예측치(positive predictive value)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검사도구의 말더듬 판별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

여 AUROC를 산출하였다. 

Specificity= ture negatives/(true negatives+false positives)

Sensitivity= true positives/(true positives+false negatives)

Positive predictive value=  true positives/(true positives+false 

positives)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연령과 KOCS 점수의 상관

분석, 둘째,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의 점수 비교를 위한 독

립 t-검정, 셋째, 하위 검사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자료처리는 SPSS 22.0 통계분석패키지인 윈도우용으로 하였다.  

양성예측분석에서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치를 분석하는데, 

민감도는 실제 양성인 경우(말더듬인)를 바르게 검사해 내는 정도

를 의미하고, 특이도는 실제 음성인 경우(말더듬이 아닌 사람)를 

바르게 찾아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양성예측치(positive predictive 

value)는 검사도구를 통해 양성(말더듬)으로 검사된 아동 중 진양

성(말더듬)인 경우의 비율을 의미한다(Mausner & Kramer, 1985).

연구결과

KOCS의 신뢰도

KOCS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및 측정의 표준

오차, 검사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내적 일치도

말더듬 아동 집단의 구어 유창성 평가 하위 검사와 비유창성 관

찰 척도, 부수행동 관찰 척도의 내적 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

사도구 전체의 Cronbach α  계수는 .839, 하위 과업별 Cronbach α 

계수는 .818-.912 사이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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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표준오차

KOCS 피검자의 진점수와 측정된 점수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

는지 측정의 표준오차(SEM)를 분석하였다. 구어 유창성 평가 점수 

SEM은 2.185, 관찰 평가 점수 SEM은 1.046으로 나타났다. SEM이 

작을수록 검사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Table 2).

검사자 간 신뢰도

연구자 2인이 평가한 KOCS의 하위 과업별 점수의 일치율은 그

림 빨리 명명하기 98%, 문장 바꾸어 말하기 96.1%, 구조화된 대화

하기 95.7%, 이야기 말하기 97.6%로 검사자 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KOCS 타당도

KOCS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측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

를 측정하였다.  

예측 타당도

KOCS의 예측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말더듬 아동 107명과 정

상 아동 107명의 검사 결과로 ROC 분석과 양성예측분석을 실시하

였다. ROC 분석에서 AUROC는 ROC 곡선 아래쪽 영역의 크기를 

의미한다. AUROC가 .5에 가까울수록 검사도구의 변별력이 없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함을 의미한다(Kraemer, 1988). 구어 

유창성 평가의 AUROC는 .959, 비유창성 관찰 척도는 .985, 부수행

동 관찰 척도는 .961로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나 KOCS의 예측 타당도

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양성예측분석은 KOCS 규준에서 제시하는 절단점수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잘 구분하는지 검정하는 것이다. KOCS 구어 

유창성 평가에서 정상 아동의 97%에 해당하는 점수를 절단점수

(원점수 4점 이하)로 하였을 때 양성예측치 .96, 민감도 .86, 특이도 

.96였다. 또 정상 아동의 84%에 해당하는 점수를 절단점수(원점수 

1점 이하)로 하였을 때 양성예측치 .86, 민감도 .96, 특이도 .84였다. 

두 절단점수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치가 검사도구의 수용 기

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매우 잘 예측하는 검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Carran 

& Scott, 1992; Gredler, 2000; Kingslake, 1983) (Table 4). 

구인 타당도

연령과의 낮은 상관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모두에서 연령과 KOCS 하위 검

사 사이의 상관이 낮음이나 매우 낮음으로 나타났다. KOCS 검사

에서 측정하는 반복, 연장, 막힘의 빈도가 연령과 낮은 상관을 나타

내었다(Table 5).
Table 2. Coefficient alphas and SEM for KOCS scores for children who stutter

Cronbach’s α SEM

KOCS .839 -
Speech fluency measure - 2.185

Task 1. Rapid picture naming .857 .558
Task 2. Modeled sentence .881 .701
Task 3. Structured conversation .912 .864
Task 4. Narration .818 .483

Observation rating - 1.046
Rating 1. Dysfluency .877 .588
Rating 2. Secondary behavior .862 .560

KOCS= Korean childhood stuttering test; SEM= standard errors of measurement.

Table 3. AUROC and Optimal cut-off scores for KOCS

AUROC Optimal cut-off score

Speech fluency measure .959 4/5 Cut-off 1 (screening criterion)
1/2 Cut-off 2 (diagnosis criterion)

Observation rating
Rating 1. Dysfluency .985 1/2
Rating 2. Secondary behavior .961 0/1

AUROC= Area under a ROC curve; KOCS= Korean childhood stuttering test.
***p < .001.

Table 4. Positive predictive matrix designed to demonstrate KOCS speech flu-
ency measure’s ability to predict children identified as stutterers

Cutt-off score
Identification

Total
CWS CWNS

5 or greater 92a 4b 96
4 or fewer 15c 103d 118
Total 107 107 214
Percent agreement= (92+103)/214= .91
Positive predictive value= 92/(92+4)= .96 
Sensitivity= 92/(92+15)= .86 
Specificity= 103/(4+103)= .96
2 or greater 103a 17b 120
1 or fewer 4c 90d 94
Total 107 107 214
Percent agreement= (103+90)/214= .90
Positive predictive value= 103/(103+17)= .86
Sensitivity= 103/(103+4)= .96
Specificity= 90/(17+90)= .84

KOCS = Korean childhood stuttering test; CWS = children who stutter; CWNS =  
children who do not stutter.   
atrue positives, bfalse positives, cfalse negatives, dtrue neg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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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aw score correlations with age for CWS and CWNS 

CWS CNWS

Correlation 
with age Magnitude Correlation 

with age Magnitude

Speech fluency .03 Very small .200 Small
Task 1. -.08 Very small .295 Small
Task 2. -.09 Very small .218 Small
Task 3. .11 Small -.04 Very small
Task 4. .15 Very small .116 Small

Observation rating .11 Small -.119 Small
Rating 1. .09 Very small -.118 Small
Rating 2. .10 Small -.042 Very small

CWS=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6. Raw score Means and SD & t-values for CWS and CWNS

CWS CNWS t

Speech fluency 22.47 (22.61) 0.84 (2.04) 9.854***
Task 1. 4.40 (5.77) 0.18 (0.43) 7.551***
Task 2. 6.38 (7.25) 0.42 (1.12) 8.407***
Task 3. 8.94 (7.19) 0.12 (0.53) 8.152***
Task 4. 4.50 (5.00) 0.12 (0.53) 8.998***

Observation rating 22.78 (10.82) 0.07 (0.44) 24.506***
Rating 1. 14.49 (6.08) 0.05 (0.40) 14.767***
Rating 2. 8.29 (5.79) 0.02 (0.14) 21.68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WS=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p < .001.

Table 7. Correlation among task

Task 2. Task 3. Task 4. Rating 1. Rating 2. 

Speech fluency measure 
Task 1. .547 .417 .428 .338 .402
Task 2. .715 .768 .357 .441
Task 3. .655 .401 .379
Task 4. .304 .357

Observation rating
Rating 1. .661

말더듬 아동과 정상 아동 구별 

KOCS 검사 및 하위 검사는 말더듬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Table 6).

하위 검사 간 유의하나 너무 높지 않은 상관

말더듬 아동 집단의 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와 관찰 척도 간

의 상관계수는 .304-.441로 나타났으며, 구어 유창성 평가의 하위 

검사 간 상관계수는 .417-.768, 관찰 평가의 하위 검사 간 상관계수

는 .661로 나타났다. 하위 평가와 검사 간 상관계수는 유의하지만 너

무 높지 않는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KOCS 규준

절단점수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원점수를 이용하여 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와 비유창성 관찰 척도와 부수행동 관찰 척도의 원점

수 분포와 ROC 곡선을 바탕으로 일반 아동의 84%에 해당하는 점

수를 말더듬 아동 선별을 위한 절단점수로 정하였다(Gillam et al., 

2009). 일반 아동의 95%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더듬 아동 진단을 

위한 절단점수로 정하였다. 

백분위 점수

백분위는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로 말더듬 아동 집단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당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아동의 백분율

을 산출하였다.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심한 정도를 나누었다. 

심한 정도 해석

일반 아동의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정상 아동 집단의 84%ile

에 해당하는 점수까지를 전형적인 유창성, 84-95%ile 점수까지를 

경계선 값으로 제시하였다. 

말더듬 아동의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경계선 점수 이후부터 

50%ile 점수까지 경도 말더듬, 말더듬 아동의 50-84%ile 점수까지

를 중도 말더듬, 말더듬 아동의 85%ile 점수까지를 심도 말더듬으

로 해석하였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 말더듬 아동과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

용 말더듬 검사(KOCS)를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수정된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였고, 말더듬 아동 107명과 정상 

아동 107명의 아동의 규준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 

연구인 Chang 등(2017), Shin 등(2017)에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제작하였으며 문항 분석,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바탕으로 수정한 

최종 KOCS는 구어 유창성 평가, 관찰 평가, 부가적인 평가로 구성

되며, 구어 유창성 평가는 4개의 과업(그림 빨리 명명하기 48문항, 

문장 바꾸어 말하기 15문항, 구조화된 대화하기 21문항, 이야기 말

하기 7문항)으로 구성된다. 관찰 평가는 2개의 척도(비유창성 관찰 

척도 8문항과 부수행동 관찰 척도 8문항)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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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KOCS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계수로 측정한 각 

하위 검사의 내적 일치도는 .818-.912 범위로 나타났고, KOCS 검사

의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39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KOCS 검사의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Chang et al., 2017)에서 구어 유창성 평가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481-.943이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문항의 수정 과정을 거쳐 검사

의 내적 일치도가 매우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KOCS 측정의 표준오차는 구어 유창성 평가가 2.185, 관찰 평가

가 1.046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검사 결과의 오차범위가 좁아 검사

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CS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96.1-98%로 측정되어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KOC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ROC 곡선 분석을 실

시한 결과 KOCS 구어 유창성 평가의 AUROC는 .959, 비유창성 관

찰척도는 .985, 부수행동 관찰척도는 .961로 나타났다. AUROC는 

ROC 곡선의 아래쪽 영역의 크기로 1에 가까울수록 검사의 판별 

성능이 높으므로 KOCS의 말더듬 아동 판별 타당도는 수용 가능

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Kraemer, 1988). 

말더듬 아동과 정상 아동을 구분하기 위하여 정상아동의 84%

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더듬 아동 선별을 위한 절단점수로 정하였

고(Gillam et al., 2009), 정상아동의 95%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더

듬 진단을 위한 절단점수로 정하였다. 정상아동의 84% 수준을 기

준으로 말더듬과 정상을 판단할 경우, 민감도가 높아 말더듬 아동

을 많이 판별해 낼 수는 있으나, 특이도가 낮아 정상 아동을 말더듬

으로 잘못 판별할 수 있는 위양성의 가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에 말더듬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망하는 경계선 아동을 선

별하는 기준으로 정상 아동의 84%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절단

점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말더듬을 진단할 때에는 정상 

아동이 말더듬으로 잘못 진단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즉, 검사

의 특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상 아동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점

수를 절단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KOCS

에서 말더듬 아동을 선별하는 기준과 진단하는 기준을 각각 절단

점수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별과 진단을 위한 두 개의 절단점수

를 기준으로 검사도구의 양성예측치, 민감도, 특이도를 산출한 결

과 선별 절단점수(1-2점, 정상 아동의 85%ile 수준)를 기준으로 하

였을 때, 양성예측치는 .86, 민감도는 .96, 특이도는 .84로 나타났고, 

진단 절단점수(4-5점, 정상 아동의 95%ile 수준)를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양성예측치는 .96, 민감도는 .86, 특이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치가 모두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

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말더듬과 정상을 잘 판별할 수 있는 

검사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Carran & Scott, 1992; Gredler, 2000; 

Kingslake, 1983).  

KOCS의 구인타당도 분석에서는 KOCS 검사의 구성 개념을 확

인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연령과의 관계, 말더듬과 정상 아동 간의 

차이, 하위 검사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KOCS는 4-12세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말더듬 검사도구로, 구어에 나타난 말더듬 핵심행동

인 반복, 연장, 막힘의 빈도를 점수화하는 검사로 말더듬이 연령에 

따른 관련성은 없어야 한다. 말더듬 아동과 정상 아동 집단 각각에

서 KOCS 점수와 연령과의 상관 정도는 작음 또는 매우 작음으로 

확인되었다. 말더듬 인터뷰(SI; Ryan, 1974)는 다양한 활동에서 나

타난 말더듬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개발

되었으나, 연령 간 차이가 없고, 두 개로 구분된 양식이 번거롭고 시

간 소비가 많다는 점을 보완하여 아동 및 성인에게 공통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유창성 인터뷰(FI; Ryan, 2001)로 개정하였다. TOCS는 

검사 실시 시간이 SSI보다는 오래 걸리고, P-FA보다는 적게 걸리지

만, 채점 및 분석 시간을 포함하면 SSI보다 적은 시간으로 시행할 

수 있어 검사자에게 용이성을 제공한다. TOCS가 말더듬 분석 정

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으나,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에는 부가적 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KOCS는 검사 대상 연령의 범위가 4-12세

로 취학 전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어, 검사 실시에서

는 어린 연령의 경우 과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고학년의 경우 과

업이 너무 쉬워 편차가 있기는 하나, 검사 점수와 연령 간 상관이 매

우 적음을 확인하여 연령별 규준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연

령 간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 KOCS의 실시 및 해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KOCS 검사 점수가 말더듬 아동과 정상 아동 집단 사이에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검사가 원래 목적인 말더듬 아

동을 구별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검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KOCS 검사의 하위 평가인 구어 유창성 평가와 관찰 평

가는 동일한 검사도구의 하위 검사로써 유의한 상관을 갖되, 각 검

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에 차이가 있으므로 너무 높은 상관을 보

여서는 안 된다. 하위 검사 간 상관분석 결과 .3-.5 정도의 상관을 보

였으며, 이는 Hopkins (2002)에 의하면 중간 정도의 상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Gillam 등(2009)의 TOCS의 개발 과정에서 비유창성 

관찰 척도와 구어 유창성 평가 사이의 상관이 .51, 부수행동 관찰 

척도와 구어 유창성 평가 사이의 상관이 .37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

한 결과이며, 아동 말더듬 검사의 구어 유창성 측정, 비유창성 관

찰, 부수행동 관찰의 각 영역을 평가하는 도구의 구성 개념을 잘 반

영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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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KOCS는 107명의 말더듬 아동과 107명의 일반 아동의 자

료를 바탕으로 규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OC 분석 결과와 같이 

절단점수를 정상 아동의 –1 SD에 해당하는 84% 수준에 해당하는 

1/2점과 –2 SD에 해당하는 95% 수준에 해당하는 4/5점을 구어 유

창성 점수를 선별하고 진단하기 위한 절단점수로 제시하였다. 절단

점수의 기준을 단어(어절)당 말더듬 빈도로 계산하였을 때 그림 빨

리 명명하기 48단어, 문장 따라말하기 45어절, 구조화된 대화하기 

63어절, 이야기 말하기 21어절로 총 177단어(어절) 중 말더듬(반복, 

연장, 막힘)의 빈도를 계산하면 100단어(어절) 당 2.82로 3%를 기준

으로 말더듬을 구분하는 기준(Yairi & Ambrose, 2005)과도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아동의 84% 수준 이하에 해당되면 정상

적 비유창성으로, 정상 아동의 85-95%에 해당되면 경계선 말더듬

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원점수의 구간을 제시하였다. 아동 말더듬 

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P-FA나 SSI에서 말더듬과 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더듬 아동을 선별하거

나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규준으로 말더듬 아동 집단을 기준으로 백분위 점수를 제시하

였다. 또한 백분위 점수를 바탕으로 심한 정도를 해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나누었다. 말더듬의 심한 정도는 말더듬 아동의 점수 분포

를 바탕으로 50%에 해당되는 점수까지를 경도 말더듬으로, 말더듬 

아동의 51-84%까지를 중도 말더듬으로, 말더듬 아동의 85% 이상

에 해당되는 경우 심도 말더듬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원점수의 구

간을 제시하였다. P-FA-II (Sim et al., 2010)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40%ile 이하를 약함, 41-80%ile을 중간, 81%ile 이상을 심함으로 구

분하였고, SSI-4 (Riley, 2009)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11%ile 이하를 

아주 약함, -40%ile을 약함, -77%ile을 중간, -95%ile을 심함, 96%ile 

이상을 아주 심함으로 구분하였다. KOCS는 TOCS (Gillam et al., 

2009)의 기준에 따라 말더듬 아동의 50%ile까지를 경도 말더듬으

로, 84%ile까지를 중간 말더듬으로 구분하여 경도와 중도 말더듬

이 P-FA나 SSI보다 범위가 넒은 편이고, 반면 심도 말더듬은 약 

16%로 P-FA나 SSI보다 범위가 좁다. 

또한 관찰 척도의 경우 비유창성과 부수행동이 일반 아동에게

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일반 아동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

를 절단점수로 제시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말더듬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심한 정도는 구어 유창성과 같이 말더듬 아동 집단의 

50%, 84%를 기준으로 경도, 중도, 심도로 구분하도록 원점수의 구

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아동 말

더듬 검사도구를 국내의 규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언어치료 현장에

서 말더듬 아동을 평가하고 중재하는 언어재활사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KOCS 검사는 유창성 평가의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

엇보다 임상에서 빠른 시간에 말더듬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

되길 바라며, 또한 임상에서 검사도구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생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바탕으로 KOCS의 지속적인 개선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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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아동 말더듬 검사(KOCS) 표준화 연구

신명선1·김효정2·장현진1

1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2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아동 말더듬 검사(KOCS)를 표준화하기 위한 연구로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고 규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 대상은 4-12세 발달성 말더듬 아동 107명과 정상 아동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도구 KOCS

는 구어 유창성 평가, 관찰 평가, 부가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어 유창성 평가는 그림 빨리 명명하기, 문장 바꿔 말하기, 구조화된 

대화, 이야기 말하기의 4개의 구어 과업으로 구성되며, 각 과업에서 아동의 발화 중 첫 세 어절에 나타난 말더듬 핵심행동(반복, 연장, 막

힘)의 수를 점수화한다. 관찰 평가는 아동의 부모, 교사, 언어치료사가 실시하는 평정 척도로 비유창성에 대한 관찰 척도와 부수행동에 

대한 관찰 척도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부가적 평가는 아동의 비유창성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

으며 규준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KOCS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 및 측정의 표준오차, 검사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

다. KOCS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측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첫째, 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와 관찰 평가

는 내적 일관성, 측정의 표준오차, 검사자 간 신뢰도에서 모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KOCS는 AUROC,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

측치가 모두 높아 예측 타당도가 높았으며, 연령과의 낮은 상관, 말더듬 아동과 정상 아동과의 집단 차이, 하위 검사 간 유의하나 너무 

높지 않은 상관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국내의 말더듬 아동과 정상 아동의 자료를 바탕으로 절단점수, 표준점수, 백분

위점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말더듬의 유무와 심한 정도를 해석할 수 있도록 원점수 구간을 산출하였다. 논의 및 결론: KOCS

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과 국내 아동의 규준 제시를 통하여 언어치료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 말더듬 검사도구를 개발한 것에 

의의가 있고, 특히 검사의 절차가 단순하고 채점 방법이 쉽고 빠르므로 임상에서 쉽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아동 말더듬 평가, 구어 유창성 평가, 신뢰도, 타당도, 규준

참고문헌

권도하, 김시영, 김효정, 박진원, 신명선, 안종복, 장현진, 전희숙, 정훈(2012). 유창성장애. 서울: 학지사.

김재민, 신일선, 윤진상, 김정훈, 이형영(2001).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치매선별을 위한 MMSE-K 절단점수. 노인정신의학, 5(2), 163-168.

김효정, 신명선, 장현진(2016). 한국 아동용 말더듬 검사(KOCS)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구어 유창성 평가를 중심으로. 제4회 한국언어치료학회 국제

학술대회. 230-233. 

신명선, 김효정, 장현진(2017a). 한국 아동용 말더듬 검사(KOCS)의 구어 유창성 평가, 관찰 평가, 부가적 평가 간 상관. 언어치료연구, 26(2), 9-20.

신명선, 김효정, 장현진(2017b). 한국 아동용 말더듬 검사(KOCS)와 P-FA II, SSI-4 간의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26(4), 137-144.

신명선, 장현진, 김효정, 전희숙(2014). 비유창성 빈도 분석 체계 비교연구. 언어치료연구, 23(2), 87-98.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10).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II.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장현진, 신명선, 김효정(2017). 한국 아동용 말더듬 검사(KOCS)의 문항 검정을 위한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구어 유창성 평가를 중심으로. 언어치료

연구, 26(1), 11-20.

장현진, 신명선, 김효정(2018). 한국 아동용 말더듬 검사(KOCS)의 분석 체계 연구. 언어치료연구, 27(3), 23-32.

장현진, 신명선, 전희숙, 김효정(2011). 유창성장애 치료에 대한 언어치료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임상언어치료학회지, 7(1), 13-24.

전희숙, 전효은(2015). 말더듬 성인의 비유창성군 특성. 언어치료연구, 24(1), 135-144.

ORCID

신명선(제1저자, 교수 https://orcid.org/0000-0002-4164-4991); 김효정(공동저자, 교수 https://orcid.org/0000-0002-7564-827X);
장현진(교신저자, 교수 https://orcid.org/0000-0002-2050-5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