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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직접치료 기본 목표 및 단계별 구성내용

목표 세부 내용

기본 목표 •아동이 말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의사소통자로서의 아동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부모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촉진시키기

•좋은 기류의 흐름, 개방된 성도, 그리고 조음기관을 가볍게 접촉하는 것과 같은 편안한 형태의 말하기 모델링하기

•덜 복잡한 발화에서 더 복잡한 발화로 진행하기

•아동의 환경에서 유창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변화시키기

•아동의 유창성 붕괴요소(놀림과 괴롭힘)에 대해서 둔감화시키기

단계
1단계 프로그램 

(4.5-8개월)
2단계 프로그램 

(9-12개월)
3단계 프로그램 

(13-18개월)

말도우미 이해하기 •이해 가능한 용어로 유창한 말, 비유창한  

말 정하기 

•말도우미, 호흡-발성-조음기관의 움직임  

이해하기

•호흡, 발성, 조음 놀이를 통한 기본 연습 •호흡, 발성, 조음 놀이를 통한 기본 연습

말더듬 반응에  

도움주기

•말더듬은 좋은 것, 나쁜 것의 개념 없애기

•솔직하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표현하기

•유창성 방해요인에 둔감해지기 •유창성 방해요인에 둔감해지기

유창한 말을  

연습하기: 

아동

•빠른-느린, 힘든-편한, 긴장-이완된 말  

변별하기

•빠른-느린, 힘든-편한, 긴장-이완된 단어,  

구수준으로 확장시키기

•더 느리고 편하고 이완된 말하기 증진시키기

•더 느리고 편하고 이완된 말하기 증진시키기

•다양한 상황에서 유창성 촉진하기 

•유창성 방해요인에 대한 내성 키우기

유창한 말을  

하도록  

도움주기:  

부모

•부모의 짧고 단순한 발화로 시범보여주기

•부모의 의사소통행동(질문, 지시/간섭하

기)의 요구 줄여주기

•부모의 아동 말더듬에 대한 둔감화, 재발 가

능성에 대한 준비

•부모의 짧고 단순한 발화로 시범보여주기

•부모의 의사소통행동(질문, 지시/간섭하기)

의 요구 줄여주기

•부모의 짧고 단순한 발화로 시범보여주기

•부모의 의사소통행동(질문, 지시/간섭하기)

의 요구 줄여주기

Manning (2010).

Appendix 4. 발화구분 원칙

발화 구분 원칙 예

1. 1문장 1발화를 원칙으로 한다.

2. 시간의 경과(대략 5초 이상)나 두드러진 운율의 변화, 주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발화수를 나눈다. “내거 줘. (5초 이상) 줘.”: 내거 줘(발화 1): 줘(발화 2)

3. 같은 말이라도 다른 상황이나 문맥에서 표현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다른 발화로  

취급한다.

(아동이 과자로 다가가며)“더”(발화1)

(아동이 과자 봉지를 들여다 보며) “더”(발화2)

4. 아동이 스스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의미의 첨가없이 낱말이나 구를 반복할 때는 한 문장 안에 넣되  

(    )로 구분하고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이렇게 해봐”

5. 아동이 습관적으로(샘플자료의 10% 이상의 발화) 사용하는 간투어는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내가 (있잖아) 가서 (있잖아) 놀았어”

6. ‘아’, ‘어’ 등 감탄하는 소리나 문장을 이어가기 위한 무의미 소리들(예: 음, 어 등)은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어), 아퍼”

7. 노래하기, 숫자세기 등과 같이 외워진 자동구어는 발화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발화 속에 이러한 자동구어가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낱말로 보고 분석에 포함시킨다.

“일, 이, 삼, 사, 오, 육...” : 발화로 포함하지 않음.

“나 일이삼사 알아”: 발화로 취급하되, ‘일이삼사’는 하나의 

낱말로 취급 

8. 완전 이해 가능한 발화를 선택한다. 조음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로 이해가 

가능하면, 분석 가능한 발화로 본다. 그러나 음절수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완전이해가 어려운 발화는 

선택에서 제외한다(Pae, 2000).

내가 아이쯔크이 만들래요 → 아이스크림을 의미하는  

발화로 이해 가능하므로 발화로 인정

왜 이렇게*** → 뒤의 음절수 측정이 확실하지 않으며  

발화 이해가 불가능하여 발화선택에서 제외

Kim (1997) and Chon, Ko, & Shin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