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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t is well known that infant-directed speech (IDS) facilitates early language ac-
quisition. There is also growing evidence that adult-directed (ADS) or overheard speech 
may influence language learning. Given the importance of early language environment in 
infancy, greater attention must be paid to systematically investigating home language en-
vironment as well as relations between language input and infant volubility. The goal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amount of IDS and ADS in a naturalistic environment, 
(2) to examine infant volubility across differing circumstances, and (3) to explore relations 
between caregiver volubility and infant volubility. Methods: Sixteen caregiver-infant dyads 
living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Caregiver and infant vocalizations were recorded 
using all-day LENA (Language ENvironment Analysis) recorders in their homes as part of a 
longitudinal study. We quantified the number of infant speech-like vocalizations (i.e., pro-
tophones). We also estimated the amount of caregiver volubility.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were conduct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Results: Results indi-
cated that caregivers did not constantly talk to their infa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
ence in infant volubility between the IDS and No IDS circumstances. However, no signifi-
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ADS and No ADS circumstances. Infant volubility 
was found to be highest when caregiver volubility ranged in the middle. Conclusion: This 
study may support a midrange hypothesis which suggests that midrange interaction is 
optimal for infant development outcomes.

Keywords: Infant-directed speech, Adult-directed speech, Speech-like vocalizations, Care-
givers, Language environment

영유아기의 언어-사회적 환경은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Leung, Hernandez, & Suskind, 2020; Romeo et al., 

2018). 양육자의 언어 자극이 영유아의 말-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고

하였다. Hart와 Risley (1995)는 양육자의 언어 자극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대표적인 연구로 양육자의 사회경제

적인 수준에 따라 아동이 노출되는 단어 수의 차이가 만 3세까지 

최대 3천만개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타당성 및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논쟁이 지속되기는 하

지만(Adair, Colegrove, & McManus, 2017; Dudley-Marling & Lu-

cas, 2009), 이 연구를 계기로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았던 

언어 자극 및 환경과 아동의 언어발달 간의 관련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어, Hoff (2013)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는 16-31개월 63명의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두 차례 집에

서 녹화하고 아동과 양육자의 발화를 전사하여 연구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상호작용만을 포함하였고, 다른 요인들은 포함

하지 않았지만 두 번의 방문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표현 어휘 차이

가 양육자의 언어 자극 특성(예: 수, 길이, 주제 유지 등)과 높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Rowe (2012)는 50명 아동의 어휘 능

력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사회경제적

인 요인을 통제하면 언어 자극의 양과 더불어 특히 질적인 특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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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어휘의 사용, 탈문맥화된 문장 사용 등)이 아동

의 어휘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ilkerson 등

(2018)은 2-36개월 아동들의 발화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이 아동

들이 9-14세가 되었을 때 언어 및 인지발달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24개월 사이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수가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과 관련이 높았다. 양육자의 발화 수는 언어발달과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에

는 관련성이 약화되었다. 이 연구 외에도 장난감 유형에 따른 양육

자의 발화 수 차이(Sosa, 2016), 청각장애 아동과 양육자와의 상호

작용(Sultana, Wong, & Purdy, 2019), 미숙아와 양육자의 언어 자

극(Caskey, Stephens, Tucker, & Vohr, 2011) 등 다양한 연령과 집단

을 대상으로 언어 자극 및 상호작용과 언어발달 간의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육자의 언어 자극이 아동의 말-언어발

달을 넘어 읽기 능력 및 학습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

고 있다(Forget‐Dubois et al., 2009; Parker, Boak, Griffin, Ripple, 

& Peay, 1999).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발달 초기에 적절한 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정책적으로 시도하기도 한다

(Maloney, Converse, Gibbs, Levine, & Beilock, 2015).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까지 다양한 연령과 집단을 대상으로 

양육자의 언어 자극과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 아동의 어휘 능력을 발달 지표로 사용하

는 경우가 많아 어휘 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어린 연령인 영유아 시

기의 발성발달과 양육자의 언어 자극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출판된 연구들의 경우에도 영아 및 양육자의 반응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언어 환경적인 측면은 간과되어왔다. 예를 

들어, 양육자와 영아의 상호작용 및 언어 자극에 관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는 영아가 보이는 영아 지향어(infant-directed speech)에 대

한 선호 반응을 포함한 영아 지향어의 특성에 관한 연구(Cooper & 

Aslin, 1990; Pegg, Werker, & McLeod, 1992), 영아의 발성 유형에 

따른 양육자의 반응 차이(Elmlinger, Schwade, & Goldstein, 2019; 

Gros-Louis, West, Goldstein, & King, 2006), 주고받기의 발달(Bate-

son, 1975; Trevarthen & Aitken, 2001)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Oller 등(2019)은 영아기의 발성 산출과 언어 자극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논문 중의 하나로 양육자의 두 가지 발화 조건에 따

른 영아의 원시발성 산출 비율을 보고하였다. 양육자 혹은 성인이 

영아에게 직접 말을 거는 조건을 영아 지향어(infant-directed), 성

인끼리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영아가 간접적으로 성인의 언

어에 노출되는 조건을 성인 지향어(adult-directed)로 정의하고 영

아의 원시발성 비율이 생후 첫 달부터 1년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생후 첫 달부터 양육자의 영아 지향어가 

관찰된 녹음 자료에서 영아 지향어가 없는 경우와 달리 원시발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Caskey 등(2011)의 연구 역시 영아(미숙아)

의 발성과 양육자의 발화 산출량을 조사한 소수의 연구 중 하나이

다. 저자들은 그동안 연구가 거의 전무했던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는 미숙아의 발성과 부모의 언어 자극 등 언어 환경에 대해 체계

적으로 조사하였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는 미숙아들은 부모

의 언어 자극에 노출되는 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

은 부모가 영아를 방문하는 시간대에 영아와 성인의 발성 및 발화

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주고받기의 양도 증가했다는 결과를 토대

로 성인의 언어 자극이 미숙아를 포함한 영아의 발성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Lopez, Walle, Pretzer와 Warlaumont 

(2020)는 13개월 영아의 발성과 양육자의 발화를 연구하였는데, 음

절성 옹알이를 많이 산출하며 양육자의 말소리 자극을 많이 받았

던 영아가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

tory (CDI) 검사에서 표현 어휘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발성과 양육자의 발화 산출량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출판된 논문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문제외에도 방법론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요소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양육자의 언어 자극과 영아의 말-언어발달 연구를 위해 연구실

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 연구 목적에 따라 여전히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산출되는 

양육자의 언어 자극 양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Tamis-LeMonda, Kuchirko, Luo, Escobar, & 

Bornstein, 2017). Fagan과 Doveikis (2017)는 이러한 제한점을 지

적하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연구실에서만큼 양육자가 영아에게 

언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실에서 자료를 수집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70-80%의 아동 발화에 양육자가 반응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Fagan과 Doveikis (2017)는 아동의 가정에

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양육자가 아동 발화의 30% 정도에만 반응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저자들은 연구실에

서 자료를 수집할 경우 양육자는 연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

제보다 더 많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Yoo, Bow-

man과 Oller (2018) 역시 일상생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자가 신생아의 원시발성에 대략 10-21% 반응하였음을 보고하

여 연구실에서 수집한 자료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구실

이라는 공간의 제한점과 더불어 연구실에서는 대부분 30분 내외

의 짧은 시간 동안 발화를 수집하므로 이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

는 방법 역시 영아 발성 및 양육자의 발화에 관한 대표성을 갖기 어

렵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긴 시간 동안 아동과 양육자의 자연스런 발성 및 발화를 수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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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Language ENvironment Analysis (LENA) 녹음기와 같은 기

기를 사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양육자의 발화 산출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일관된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 및 정의를 사용하여 

연구들 간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통합된 결론을 도출하는데 제한

이 있다. 양육자의 언어 자극에 대해 연구를 할 때는 아동 지향어와 

아동에게 노출되는 성인 전체 발화가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하여 명시

하는 것이 좋다. 연구에 따라 이를 영아/아동 및 성인 지향어로 구분

하거나(Oller et al., 2019) 직접 및 간접 발화로 구분하여 명시하기도 

한다(Foushee, Griffiths, & Srinivasan, 2016; Orena, Byers‐Heinlein, 

& Polka, 2020). LENA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발화

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화 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이기 때문에 특정 발화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산출된 

아동 지향어인지 혹은 단순히 아동 가까이에서 다른 성인에게 말하

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Suskind 등(2013)의 

연구는 LENA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성인 단어 수(Adult 

Word Count, AWC)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저자들은 아

동이 노출된 성인의 전체 단어 수로 언어 자극을 정의하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 외에도 LENA에서 제공하는 성인 단어 수를 근

거로 언어 환경의 변화와 아동의 언어발달 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

들이 있다(Walle & Warlaumont, 2015). 그러나 언급된 두 연구의 경

우 아동 지향어와 성인 지향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제한적

인 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절대적인 성인 발화의 양이 언어발달에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성인 발화와 언어발달에 관한 더 많은 연구, 특히 성

인의 발화 유형을 세분하여 살펴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국외의 상황과 다르지 않게 양육자의 언어 자극과 

영아의 발성발달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양육자의 영아/

아동 지향어 및 양육자의 언어 자극에 관한 연구가 일부 발표되고 

있지만 국외에 비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출

판된 연구의 경우에도 아동 지향어의 음향 음성학적 특성에 중점

을 준 연구나(Choi, 2012; Kim, 2009), 영아기 이후의 아동과 성인의 

발화를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라(Lee & Yim, 2017; Park & Yim, 

2015) 영아기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언어발달의 기초로서 중요하지만 연구가 미비

했던 영아기의 일상적인 언어 환경과 영아의 발성 산출을 조사하였

다. 영아 지향어가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양육자가 사용하는 영아 지향어의 

비율과 원시발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추후 보다 심도 있

는 언어 환경 및 원시발성 발달의 분석과 부모교육 등을 위해 중요

하다. 또한 영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

으로 성인의 언어에 노출된 경우에도 어휘 습득이 일어난다는 선

행연구(Floor & Akhtar, 2006)에 따라 성인 지향어의 산출 비율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비율은 어떠한가? 

2.  영아 및 성인 지향어 조건에 따라 원시발성 산출량에 차이가 

있는가? 

3.  영아 및 성인 지향어 산출 비율 변화와 원시발성의 산출 비율

이 관련이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한국어권 영유아의 말-언어발달 연구를 위해 수집된 발성 및 발

화 종단 연구 녹음 자료(Jang & Ha, 2020) 중 0-13개월의 자료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Yoo, Oller와 Ha (2021)의 연구대상과 

동일하다. 종단 연구에 참여한 영아 16명(남: 7명 여: 9명)의 발성 자

료와 영아들의 주양육자 및 성인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모든 영아는 정상 청력이며, 인지 및 신체발달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일반 영아이다. 영아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연령은 25-43세이며(평균: 33.1, SD: 3.43),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15명, 고등학교 졸업이 1명이었다.

자료수집

자연스런 가정 내의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발성과 양육자 및 성

인의 발화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아의 가정에서 LENA 녹음기를 이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LENA 녹음기는 영아의 발성과 일상적

인 언어 환경(예: 양육자의 발성과 환경음 등)을 일일 최대 16시간까

지 녹음할 수 있어 대표성이 높은 발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Xu 

et al., 2008). 연구자(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가 종단 연구에 참

여하는 영아의 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자와 인터뷰를 통해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아동과 양육자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

다. 양육자는 처음 연구자가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첫 번째 녹음을 실시하였다. 이후 영아가 생후 

18-20개월이 될 때까지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녹음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3개월 이전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영

아가 종단 연구 참여를 마치게 되는 18-20개월이 되면 양육자에게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 기록지(Korean MacAr-

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K M-B CDI; 

Pae & Kwak, 2011)를 실시하여 영아의 어휘발달에 관한 정보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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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한림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HIRB-2016-078-

3-CCR). 

자료분석

LENA 녹음기를 이용하여 각 영아의 가정에서 하루 동안 수집

된 녹음 자료는 우선 분석 소프트웨어인 LENA pro에 저장하였다. 

대표성이 높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12-16시간 길이의 각각의 

녹음 자료에서 무작위로 21개의 5분 분량 녹음 파일을 추출하였다. 

영아마다 처음 연구 참여를 시작한 월령이 다르고 연구 참여 이후 

3개월 간격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영아별로 분석된 자료의 월령과 

수는 다르다. 영아 16명이 생후 13개월 이전까지 3-5회, 평균 3.9회 

종단 자료 수집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영아의 월령별 녹

음 자료의 합은 총 63개로 각 녹음 자료에서 21개의 5분 분량 파일

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1,323개의 녹음 파일을 생성하였다. 각 녹음 

자료 당 추출한 파일의 수와 각 파일의 분량을 고려하면 총 6,615분

의 녹음 파일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Yoo 등(2021)에 각 영아의 

월령별로 수집된 자료를 표로 제시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참고할 수 있다.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생 3명과 대학원생 1명이 본 연구의 분석에 

참여하였다. 분석자들은 저자들로부터 영아의 원시발성과 유형, 언

어 환경 설문지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후 분석을 실시하였

다. 5분 녹음 파일 20개에 해당하는 100분의 음성 자료로 훈련을 

통해 분석자들 간의 신뢰 상관 계수가 .80 이상에 도달한 후 본 연

구를 위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또한 분석자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분석 시 영아의 개인 정보(예: 이름과 월령)를 제거한 후 분석

자들이 원시발성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원시발성 비율을 효율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Action Analysis Coding & Training (AACT; 

Delgado, Buder, & Oller, 2010)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AACT는 분석자들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제어창을 통해 쉽게 원

시발성 유형을 분류할 수 있어 녹음 파일의 분석에 유용하다. AACT

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독자는 Ha와 Oller (2019)

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분석자가 추출한 각 5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듣고 영아의 

원시발성을 분류하였다. 원시발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서 일관되게 사용된 발성 분류의 청지각적 기준을 사용하였다(Bud-

er, Chorna, Oller, & Robinson, 2008; Buder, Jarmulowicz, & Oller, 

2013; Oller, 2000; Oller et al., 2013, 2019; Yoo et al., 2021). 원시발성

의 유형 중 가장 산출 비율이 높고 성대 조절 발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세 가지의 유형 즉, 중성(vocant 또는 modal voice), 고성

(squeal) 및 탁성(growl)으로 먼저 영아의 원시발성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영아의 원시발성을 유형별로 조사하는 것

이 아니라 양육자 및 성인의 언어 자극에 따른 영아의 원시발성 산

출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최종 분석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 원

시발성 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 원시발성 산출량을 계산하였다. 

원시발성과 유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와 설명은 Yoo 등(2021)

을 참고할 수 있다. 

분석자가 녹음 파일을 듣고 영아의 원시발성을 분류한 후, 분석

자는 추가적으로 각 5분의 녹음이 이루어진 시간대의 언어 환경 

분석을 위하여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산출 정도를 판단하여 기록

하였다. LENA 분석 소프트웨어는 성인 단어 수를 자동으로 분석

하여 제공하여 연구자 및 임상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분석 시 영아에게 직접 말을 거는 영아 지향어와 성인끼리 대화를 

하는 성인 지향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노출되는 언어 환경을 세분화

하여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자가 각 음성 파일을 들은 후 성

인 발화의 유형(영아 및 성인 지향어)과 산출 비율을 판단하게 하였

다. 분석자가 언어 환경 및 녹음의 질에 관한 총 17개의 질문에 1-5

까지의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여 판단하고 기록하였다. 17개의 질

문 중 언어 환경에 관한 질문은 7개였으며, 이 중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된 언어 환경 항목은 영아 지향어(infant-directed speech)와 

성인 지향어(adult-directed speech)의 비율을 묻는 문항이다. 상세

히 설명하면 영아 지향어의 경우 성인이 영아에게 말을 건 비율을 

판단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말을 건넨 사람이 주양육자 

뿐 아니라 다른 성인 혹은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인 지

향어의 경우 성인(혹은 아동)이 다른 성인과 직접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영아와 직접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았으나 영아가 간접

적으로 성인의 언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그 정도를 분석

자가 표기하도록 하였다. 분석자는 녹음 파일을 듣고 난 후 해당하

는 질문을 읽고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산출 정도를 판단하여 1 (전

혀 없다: none), 2 (녹음 파일의 절반 미만: <half), 3 (절반 정도: 

half), 4 (절반 이상: >half), 또는 5 (거의 5 분에 가깝게: almost all) 

중에서 해당하는 정도를 표기하였다. 이러한 설문을 통해 LENA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각 5분 녹음 파일에 대한 보다 상세

한 언어 환경 정보를 수집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 시 분석자들의 언어 환경 판단 결과를 근거로 영아가 

깨어있는 것으로 판단된 녹음 파일만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해 분석한 총 1,323개의 5분 녹음 파일 중에서 영아가 자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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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 파일 86개를 제외한 후 1,237개의 파일의 결과만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가 노출되는 언어 환경의 정도와 영아의 발

성 산출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단 연구 자료의 분석

에 유용한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를 사용하였

다(Liang & Zeger, 1986). 통계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비율

연구실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아와 성인이 상호작

용을 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산출 비율이 어떻

게 관찰되는지를 조사하였다(Figure 1). 본 연구에 포함된 1,237개

의 5분 녹음 파일 중 약 10% (120개)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성인이 

영아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말을 걸어 영아 지향어로만 구성된 경우

(설문지에서 5로 표기된)로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영아 지향어가 5

분의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절반 미만으로 차지하는 녹음 파일이 전

체 분석 파일 중 각각 19% (241개), 23% (282개), 38% (469개)를 차

지하였다. 또한 5분 동안 영아 지향어가 전혀 없었던 경우는 10%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 지향어가 5분의 절반 미만으로 나타난 파일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인 지향어의 경우 전체 1,237개

의 파일 중에서 5분 동안 성인 지향어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경우

가 전체의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분 중에서 성인 지향어가 차

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지향어가 관찰되는 파일의 비

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성인 지향어로만 거의 모든 5

분이 구성된 파일 비율은 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일상생활에서 

성인은 영아에게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말을 걸기 보다는 중간 정도

의 밀도로 영아에게 말을 걸거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및 성인 지향어 산출 조건에 따른 원시발성 산출량

성인이 영아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1-5로 

구분하였을 때, 성인의 영아 지향어가 전혀 없었던(1로 표기된) 녹

음 파일과 영아 지향어가 있었던(2-5로 표기된) 파일의 분당 원시발

성 산출 비율을 비교하였다. 성인의 영아 지향어가 없었던 경우, 원

시발성 분당 평균 산출량은 2.9개, 영아 지향어가 산출된 경우는 

3.6개로 나타났다(Figure 2). 영아 지향어 산출 유무에 따른 두 조건

에서 원시발성 산출량은 GEE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p= .002).

성인이 영아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경우뿐 아니라 영아의 주위에

서 간접적으로 이야기(예: 다른 성인과 대화 혹은 전화 통화)를 하

는 경우에도 영아의 원시발성 산출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

다. 성인 지향어가 산출되지 않았던 경우, 원시발성 분당 평균 산출

량은 3.4개, 성인 지향어가 산출되었던 경우는 3.6개로 나타났다

(Figure 2). 두 조건의 원시발성 산출량은 GEE 분석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075). 

Figure 1. Percent of differing circumstances in 5-min segments. Caregivers did not constantly speak to infants during 5 min. Rather, in ordinary interactions the 
amount of IDS was reduced overall. 
IDS=  infant-directed speech; ADS= adult-directe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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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tophone rates in differing circumstances. Infants produced signif-
icantly more protophones when there was infant-directed speech (IDS). How-
ever, adult-directed speech (ADS) was not related to changes of protophon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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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하면, 성인이 영아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상호작용

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원시

발성의 산출량이 증가하였다. 반면, 영아가 성인의 발화에 간접적

으로 노출되는 성인 지향어의 유무에 따라서는 영아의 발성 산출

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영아 및 성인 지향어 산출 비율에 따른 원시발성 산출량

Figure 3은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산출 비율에 따라 1-5로 분류

하였을 때 그에 따른 원시발성의 산출량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영

아 지향어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우보다 대략 절반 정도의 

영아 지향어 산출 비율을 보였던 파일의 경우에 영아의 원시발성 

산출량이 가장 높았다. 영아 지향어의 산출 비율에 따른 원시발성

의 산출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GEE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 

지향어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였을 때, 영아 지향어가 5분 파일의 절

반 정도인 경우(4.2개, p= .012)와 절반 이상인 경우(4.3개, p= .001)

의 원시발성 분당 평균 산출량이 5분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영아에

게 말을 걸었던 경우(3.0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성

인 지향어의 경우에는 원시발성의 산출량에 변화가 있었지만 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영아 지향어

의 산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의 원시발성 분당 산출량도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성인 지향어의 경우에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영아의 발성 산출량이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양육자 또는 성인

의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산출 비율을 조사하고 언어 환경에 따른 

영아의 원시발성 비율을 분석하였다. 말-언어발달에 중요하지만 연

구가 매우 미비한 생후 직후부터 일년 동안의 영아기 언어 환경을 실

제 녹음 자료와 설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영아

의 원시발성 산출 변화 추이를 보고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실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산출 비율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연구실에서 시

행되었던 선행연구의 경우 영아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 비율이 대

략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보고된다. 짧은 시간 연구실에서 수집

된 자료의 제한점도 있지만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을 모두 

포함된 경우로 인해 반응이 더욱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아 지향어의 

경우에는 5분 녹음 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분의 중간 미만이

거나 중간 정도의 영아 지향어 산출을 보이는 파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연구실 자료의 제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Fagan과 

Doveikis (2017)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최근 국내 연구

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양육자가 영아의 원시발성에 무반응하는 경

우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 원시발성과 관련이 있는 반응은 약 

24%로 보고하여(Lee & Ha, 2021)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와 같은 실제 언어 환경에 대한 자료는 정확한 양육자의 발화 빈도

를 산출하는 추후 연구나, 부모교육, 또는 산후 우울증이 있는 양

육자의 반응을 연구할 때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양육자가 영아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영아와의 상호작

용을 반영하는 영아 지향어 조건에서 영아 지향어가 전혀 없는 조

건에 비해 영아의 원시발성 분당 산출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에 성인 지향어의 경우에는 유무에 따라 원시발성 분

당 산출량에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

다.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Oller 

등(2019)은 영아의 생후 0, 1, 3, 6, 9, 12개월에 원시발성 비율과 양

육자의 영아 및 성인 지향어 산출 비율에 대해 보고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아 지향어가 산출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모든 월령의 원시발성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성인 지향어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영아 지향어에 

비해 일관되거나 뚜렷하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신생아 집

중 치료실에 있는 미숙아의 경우에도 영아 지향어가 산출되는 경

우 원시발성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저자는 양육자의 영아 지향

어 산출을 원시발성의 산출 비율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결론내

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양육자의 영

아 지향어 산출로 인하여 원시발성의 산출량이 직접적으로 증가하

였는지 혹은 영아의 발화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반응으로 양육자

의 영아 지향어도 증가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화된 연

Figure 3. Protophones per min with regard to the amount of adult speech. Cur-
vilinear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amount of infant-directed speech 
(IDS) and protophone rates.
ADS= adult-directe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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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원시발성과 언어 환경  •  류현주 외

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포함되지 않아 보

고하지는 않았으나 영아 울음의 경우, 양육자의 영아 지향어가 증

가함에 따라 영아의 울음 비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양

육자의 발화가 영아의 울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보다는 영아의 울

음을 달래기 위해 양육자가 영아에게 직접적인 발화를 더 많이 산

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성인 지향어가 5분의 절

반 미만(<half)으로 산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 지향어의 산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영아의 발성 산출량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아동에게 노출된 성인의 단어 수가 아동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Akhtar, Jipson, & Callanan, 2001; Oshi-

ma‐Takane, Goodz, & Derevensky, 1996)를 고려하면 성인 지향어 

산출의 증가가 노출된 단어 수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시

발성 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

과는 단순한 언어 자극 노출이 영아 발성 산출량의 증가와 관련되

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양육자가 직접적으로 영아에게 

말을 거는 것과 영아의 원시발성 산출량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양

육자의 영아 지향어 산출 비율을 영아의 발성 증가 원인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시

발성 산출과 성인 지향어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성인 

지향어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원시발성 산출을 오히려 감소시

킬 수도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염두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는 연구실과 달리 영아 지향어의 산출 비율이 매

우 다를 수 있다. 영아 지향어가 산출되거나 그렇지 않은 두 경우 외

에도 더 세분화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로 정도를 구분하여 양육자의 발화가 전혀 없는 경우부터 거의 5분

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발화가 산출된 경우를 나누어서 

이에 따른 영아의 원시발성 산출 비율을 조사하였다. 영아 지향어 

조건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직접적인 발화가 증가함에 따라 영아의 

원시발성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영아 지향어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조건에서 원시발성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영아 지향어가 5분 동안 중

간 정도로 산출되었을 때 영아가 원시발성을 더욱 많이 산출하였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언어 

자극의 양적인 증가에 따라 원시발성이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반적인 가설과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더욱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반응 및 자극과 아동의 발달 

간에 선형적 관계가 아닌 곡선적 관계(curvilinear)를 주장하는 연

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아동의 발달을 촉

진하는 요소가 단순히 외부 자극의 양을 늘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

니고 가장 최적의 발달을 유도하는 적절한 범위 혹은 정도가 있다

는 관점이다. 

양육자와 영유아의 협응(coordination)은 초기 영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 및 영아의 발달에 관한 개념으로 이와 관련하여 양육자

의 반응성(responsiveness), 아동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시간

적 협응(coordinated interpersonal timing, CIT)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Jaffe et al., 2001). 적절한 협응의 정도에 관

해서는 성인의 대화를 통한 연구에서 먼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

로 세 가지의 가설들이 있다. Chapple (1970)은 두 명의 대화 파트너 

(interlocutor)가 서로 상대방의 반응 시간이 예측 가능하며 매우 

밀도가 높은 시간적 협응(high coordination)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서로에게 보상으로 작용하고 긍정적인 감정반응을 도

출한다고 하였다. 반면, Gottman (1979)은 이 같은 밀도 높은 협응

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Warner, Malloy, Schneider, Knoth와 Wild-

er (1987)는 중간 정도의 협응이 가장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며, 극단적으로 밀도가 높거나 낮은 협응은 상호작

용에 부정적이라고 보고하며 중간정도의 반응 결과를 제안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설을 바탕으로 영아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및 협응에 관해 연구한 Jaffe 등(2001)은 4개월 영아와 성인(양육자 

및 낯선 사람)의 발성 협응 정도와 12개월의 애착 및 인지발달을 연

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낯선 사람과의 중간 정도의 협응을 보인 

영아가 가장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으며, 인지발달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과의 밀도 높은 협응을 보인 영아가 표준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Roe, Roe, Drivas와 Bronstein (1990)은 곡선 형태

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중간 정도로 반응하고 대화를 했던 양육

자의 아동이 3세와 5세에 인지 검사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

처럼 협응이 성인 사이의 대화 및 영아의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것에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협응의 정도 혹은 최적의 반응 범위에 관해서

는 중간 정도의 반응이 적절하다는 연구들(Belsky, Rovine, & Tay-

lor, 1984; Isabella & Belsky, 1991; Lester & Seifer, 1990; Lewis & Feir-

ing, 1989)이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위의 연구들은 발성 산출량을 분석한 본 연구와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중간 정도의 협응에 관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중

간 정도로 양육자가 발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영아에게 발성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Northrup과 

Iverson (2015)의 연구에서는 언어발달 지연 영아와 일반 영아의 양

육자 발화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는데, 발달 지연 영아가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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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반응할 때 양육자의 발화와 유의미하게 중첩된다고 보고하였

다. 아직 의미 있는 단어를 산출하기 전의 영아는 구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적절한 주고받기를 배우고 상대와 

내가 언제 대화를 개시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말-언어발달에

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본 연구와 연관 지어 생각한다면, 대화의 기

초를 배우는 것은 선택적인 주의 집중과 적절한 발화 산출 등을 요

하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한 협응을 요하는 과업이다(Northrup & 

Iverson, 2015). 따라서 발달 지연 영아의 경우 적절하게 주고받기를 

하기 보다는 양육자의 발화와 겹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이러

한 이유로 양육자가 과도하게 혹은 밀도 높게 영아에게 발화를 산

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영아에게 중간 정도로 발화를 산출

할 때가 영아에게 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영아에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대화의 기초인 적절한 주고받기를 배우는데 도

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표정 연구(Still-Face Paradigm [SFP], Tronick, Als, Adamson-

Wise, & Brazelton, 1978)에서 일관되게 보고되는 결과와도 본 연구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육자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후 양육자가 무표정과 무반응을 보이면 5개월 이후의 영아는 양육

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원시발성을 산출한다(Frank-

lin et al., 2014; Goldstein, Schwade, & Bornstein, 2009). 본 연구의 

중간 정도의 발화 산출이 무표정 연구에서의 무반응 단계와는 다

른 경우이지만 관련성(contingency)과 사회적 효능을 배워나가는 

영아의 관점에서 양육자의 발화가 지속적으로 산출될 때보다 그렇

지 않을 경우, 양육자의 발화 산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아

가 발성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는 아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결과

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먼저 영아 지향어가 산출된 파일을 모두 

합산하면 전체 파일의 89%가 된다. 비록 각 파일을 상세히 조사할 

경우, 위에서 밝힌대로 영아 지향어의 산출 정도는 달라진다. 그러

나 영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 파일이 관찰된 경우가 매우 높다

는 사실은 양육자가 영아기에도 직접 발화를 통해 상호작용을 지

속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Oller 등(2019) 역시 연구에서 영아 지

향어가 관찰된 파일이 전체의 65%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 언어-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동시에 두 연구 모두 영아의 

원시발성은 호흡 단위를 근거로 분류하였으나, 양육자의 언어 환경

은 분석자가 녹음 자료를 듣고 직관적으로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비율을 판단하였으므로 분석자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방법은 기초적인 언어 환경 조사를 위해서

는 매우 유용하지만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녹음 자료에 나타

난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발화 수와 유형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육자의 영아 지향어 산출 비율이 가장 높을 때가 아

니라 절반 정도 차지하는 환경에서 영아의 원시 발성 산출량이 증

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양육자의 영아 지향어 산출과 상호작

용이 아동의 말-언어발달과 연관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좀 더 나아가 이 두 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가 아니

라 아동의 말-언어발달과 관련한 양육자의 최적의 발화 정도 연구

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협응

과 반응에 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상 및 부

모교육에도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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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아기의 원시발성 산출과 가정 언어 환경

류현주1·하승희2

1University of Alabama,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한림청각언어연구소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실제 산출 비율, (2) 영아 및 성인 지향어의 유무에 

따른 원시발성의 산출 비율 변화, (3) 영아 및 성인 지향어 산출 비율 변화와 원시발성 산출 비율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방법: 

종단 연구를 위하여 LENA (Language ENvironment Analysis) 녹음기로 수집된 일반 영아 16명과 양육자의 발성 자료가 본 연구에 포

함되었다. 청지각적 기준에 따라 영아의 원시발성을 분류하고 분당 평균 산출량을 분석하였다. 양육자의 영아 및 성인 지향어 사용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자들이 각 녹음 파일의 언어 환경을 판단하였다. 연구 자료 분석은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를 사용하였다. 결과: 일상생활에서는 양육자가 영아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반응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중간 정도로 반

응하였다. 영아 원시발성의 분당 평균 산출량은 영아 지향어가 산출되었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

다. 성인 지향어의 경우는 원시발성 산출량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다. 원시발성 분당 산출량은 영아 지향어가 각 녹음 파일의 중

간 정도로 산출되었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성인 언어 자극의 양적 증가가 선형적으로 원시발성 산출량을 증가시키

지 않으며, 영아의 최적 발달에는 오히려 중간 정도의 자극과 반응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영아 지향어, 성인 지향어, 원시발성, 양육자, 언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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