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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원활하게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특히 어머니들은 아동들의 의사 소통 문제에 매우 예민하다.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언어 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들이 경험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겠다.

세 살 난 석이의 어머니는 석이의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
다. 특히 석이가 말을 잘 하지 않고， 또 말을 하는 것 같을 때에는 혼자서 중
얼중얼대연서 어머니의 말에는 전혀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더욱 고민이다.

다섯 살 난 원이의 어머니는 원이가 말을 더듬고 다른 사람들야 원이의 말

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해서 걱정이다. 원이 어머니는 원이가 언어 치료를 받
도록 하고 싶지만， 모시고 있는 시어른들이 그냥 늦되는 거니까 기다리자고 하
여， 원이의 말이 저절로 정상척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원이 어머니는 원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데 대해서

종종 죄의식을느낀다.
여섯 살 난 철이의 어머니는 철이가 발달 지체 아동이고 특수 아동을 위한

유아원에 다니는 것이 속상하다. 특히 철이가 옆집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냐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일반 유치원에 갔으면 좋겠지만

지난 해에 일반 유치원에서 겪은 서러운 경험 때문에 철이를 일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일곱 살 난 연이의 어머니는 연이가 이제 곧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

었지만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신체 움직임이 남 같지 않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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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천히 하는 것말고는 집안에서 의사소통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지만 연이

의 친구들이 벌써 한글 읽기나 기본 생하기를 다 마치고 국민학교에 들어간다
는데 연이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연이 어머니는 자폐 아동안
연이의 사촌 준이를 볼 때마다 집안에 유전적인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
고고민이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마치 감기약을 먹
고 강기가 낫듯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말

언어 문제가 고쳐질 수

있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말一 언어 문제에는 여
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숫한 의사 소통 문제를 보이는 아

동들일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이유 중
의 하나는 아동의 언어 발달 과정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본 글의 다음 장에서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정상 아동의 언어 발

달에 관한 연구 경향이 제시될 것이다. 나아가 정상 언어 발달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최근 경향을 다루고， 특히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이 최근 연구 경향의 한 본보기로 소개될 것이다. 본 글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와 관련하여 훈F국척인 척용에 있어서

의 시사점으로 끝맺어질 것이다.

II.

언어 습득 이론과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새로운 방향

1. 언어 습득 이론과 아동기 언어 장애
대부분의 아이들은 별 큰 문제 없이 모국어를 습득한다.

Chomsky( 1986)

는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언어 습득 기제를 타고 냐므로 모국어에 노출되기
만 하연 정상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냐 어린아이가 아무
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모국어를 완전히 습득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아

이들은 왜 “말이 참 무거워"라고 말해야 할 것을 “말이가 창 컸어"라고 하
는것일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적어도 5 년 (5 년 x365 일 x 24 시)이라는 긴 시간을 모
국어를 배우기 위해 소요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Chomsky가 제시한 언어 습

득 기제만으로는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이가 참 컸어"라고 하는 문장의 경우， 우리 발에서는 받침이
있는 낱말(예를 들어 ‘말’)이 주어 자리에 올 경우 ‘이’라는 주격 조사를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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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주격 조사를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아름을 부를 때에는 받

침이 있는 경우에 ‘이가’라는 조사를 쓴다. 즉， “윤숙이가 노래를 참 잘하네"

라는 문장은 “윤숙이 노래를 창 잘 하네"라는 문장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이
처럼 간단하지 않은 문법 현상의 습득 과정들이 아동 언어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 모국어의 문법 체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습득 이론은 없다. 이제 아동의 언어 및 언어 교육 연구 문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최근의 두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Pinker(1984 ,

1989) 는 ‘의미론적

언어 습득 이론’에서 언어 습득 기제를

타고난 어린이가 모국어에 있는 의미론적인 현상을 축￡로 해서 모국어의 문법

체계를 습득해 간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언어 환경적인 영향의 중요성과 함
께 아동의 심리언어학적인 언어 습득 과정을 강조하는

Mac Whinney ( 1987) 의

‘경쟁 모텔 (competition: model) ’과는 대조적이다.
Pinker 의 이론은 모국어에 있는 의미론적 요소와 규칙에 의거한 자동적인
언어 습득을 강조한다. “ 1 laugh you." 라는 문장은 영어에서는 비문법적이다.

이는 “ 1 make

you laugh." 라는 문법적인 문장을 목표로 한 경우에 영어를 배

우손 학령 전기의 아동들이 산출하는 창조적이고 비문법적인 문장의 한 예。l

다. 마치 우리말을 배우는 아동아 “말이가 참 컸어"라고 하듯이. Pinker는
왜 아이가 ‘laugh’라는 동샤를 ‘ make

를 영어 동사군에

X

laugh.' 라는 사동 구운과 흔동하는지

있는 의미론적인 요소를 통해

‘break’와 그 문법적인 쓰임이 다르다. 즉， “ 1

설명한다. ‘laugh’는 동사

broke the vase," “ The vase

broke" 라는 두 문장에서는 ‘ break’가 마음대로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지만
‘laugh’는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두 동사가 속해 있는 미세한 의미 자질군

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Pinker는 이렇게 아동이 “ 1 laugh you." 라는 창조
적이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극복해서 “ 1 make

you laugh." 라는 문조떨 사용하

게 되는 과정을 아동이 영어 동사에 있는 미세한 의미 자질들에 예민하도록
태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우리말의 창조적이고 비문법적인 문장의

예로 든 “말이가 참 컸어"에서 ‘컸어’라는 과거 시제가 잘못 쓰인 형용사를
고려해 볼 때 우리말에 있는 미세한 의미 자질이 아동의 언어 습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MacWhinney 의 경쟁 모텔은 아동 자신의 언어 습득 기제보다 아동이 언어

를 습득해 가는 ‘언어 환경’을 강조한다. 또한 규칙에 의거한 언어 습득 이론
과는 대조척 A로 빈도와 단순 연상에 의거한 언어 습득을 강조한다. 즉， 얼마

나 많이， 그리고 효과척A로 바른 모텔을 듣느냐에 따라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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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아론에 의하면

“ 1 make you

“ 1 laugh

you." 라는 문장은

laugh." 라는 문법척인 문장과의 경쟁에서 실수로 선택된 것이다.

아동이 바른 문장을 더 많은 빈도로 듣고 나연 아동의 실수는 사라지게 된다.

MacWh inney 의 모델은 아옹이 모국어의 개별 낱말을 습득하는 과정을 설영하
는 데에는 척절하다. 우리말에 있는 ‘크다’라는 낱말은 많이 들을수록 그 의미
가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왜 ‘무거워’라는 목

표 낱말이 ‘컸어’라는 낱말로 대치되었는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컸어’라는 낱말은 ‘무거워’라는 낱말과 대치될 수 있는 수많은 낱말들 중의 하
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유독 ‘컸어’라는 의미와 구조를 선
호한다는 것은 규칙에 의거한 언어 습득 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Pinker 의 이론과 MacWh inney 의 이론이 대립되는 측면을 가지긴 하지만
아동의 언어 슐득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동기 언어 장

애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은
아동기 언어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이 정상 발달 과정에서 지체된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
른 과정을 거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Curtiss，

1992).

Katz , and Tallal ,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상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이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 의미있는 모탤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러 발탈 영
역에서 전반적 A로 지체를 보이는 아동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달 영역에서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고 언어 발달에서만 지체를 보이는 특정 언어 장애 아동

들도 정상 언어 발달 단계와 비슷한 순서를 거치지만 그 습득 속도가 느리고
특정 문법 구조를 습득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것A로 보교되고 있다

(Leonard. 1988).
언어 습득 이론이 아동의 언어 장애 연구에 기여하듯， 언어 장애 연구 또한
상보적으로 언어 습득 이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의 언어
장애 연구틀을 언어 습득 이론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새로운 방향들
의사 소통을 위해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이 관련된
다. 첫째， 생물학적인 바탕， 둘째， 아동이 배워야 할 모국어， 그리고 셋째， 아

동 자신과 모국어와의 상호 작용이 그것이다. 아동 자신과 모국어와의 상호 작
용에는 언어학척인 요인 이외에도 인지， 사회적 발달아 또한 관련되므혹 의사

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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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장애는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다. 각 개별 아동의 의사 소통 문제에는 앞

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므후 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아동기 언어 장

애 연구는 위의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여러 방힘t을 의사 소통 문제와 관련하
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 인 원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자. 사람이 언어
를 습득하는 데에는 생물학적인， 또는 유전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필수척으로

작용한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은 동물운 사람처럽 복잡한 언
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언어 고유의 현상으호 생물학적 차원

을 강조하는 언어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이루어진 한 특정 언어
장애의 가계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가

계에 여러 명의 언어 장애자들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Gopnik ，

and Gopník , 1992) ,

1991; Crago

이 가계의 언어 장애자들은 운법 형태소에서 많은 어려움

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들 언어 장애자들이 그 규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문법 형태소의 한 예로 영어의 과거 시제 ‘ -ed’를 보고하면서，

Crago and Gopnik는 한 유전자가
다. Tallal et a l. 그리고 Tomblin 의

과거 시제에 책임이 있다고까지 주장하였
연구들도 가계 연구를 통해 여 러 가지 유

전자와 언어 문제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언어 장애에 대한 유전학적
인 연구가 아직은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몇몇 특정한 가계

연구 결과가 모든 언어 장애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hurst et

White-

a l.은 가계 연구가 언어 발달에 대한 예언적 지표가 될 수 없다고 강

조한다. 즉， 가계 연구는 상관적인 연구이지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방법이 아니므로 그 결과의 해석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엿보다도
Crago 의 연구에서 부각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문법 규칙 습득에서 어려움을
겪는 언어 장애자들이 ‘보상척 기제

(compensatory

mechanism) ’를 통해 의사

소통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언어 장애자들
의 의사 소통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물학적 이유 외에도

‘언어 행동 현상’ 그 자체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과도 관
련된다.

두 번째로 모국어에 대한 연구들은 언어 습득 이론과 관련하여 각 아동이
배워야 할 모국어의 개별적 특성과 여러 언어들에 보면척으로 냐타나는 보편

적 특성이 의사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와 함께 언어 장애 진단이나 치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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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고 시사하고 었다. Pinker 의 언어 습득 이론은 규칙에 의거한

언어 습득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언어 장애 아동들이
각 언어에서 고유한 문법 형태소나 복잡한 문장 구조의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Pinker 의 이론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반연

Mac.

Whinney 의 이론은 언어 장애 아동들이 개별 낱말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
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별 낱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낱말에 척절한 힌트를 제공하는 언어 환경과 빈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러나 이 이론은 척절한 힌트에 대한 경제적 한계가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고，

어떠한 요소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정에서 문법 규칙 습득의 연에서는 상대
적으로 그 가치가 약화된다.

세 번째로 아동 자신과 모국어와의 상호 작용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관
련되어

있다.

최근에

언어

치료에서

강조되는 화용흔적인 방향( Gallagher ,

1991) 과 자연적인 접근 방법은 아동과 모국어와의 상호 작용에서 행동주의적
인 전통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었다. 대표적으호 Fey (l 986) 의 의사 소통 유형
에 의거한 언어 치료적 접근은 언어 치료에서 화용론척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Fey 는 아동의 만웅성과 자기 표현이라는 두 차원이 아동의 의사 소통 유
형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다고 설명하면서 각 유형에 따른 의사 소통척인 치료
접근 방법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특정 언어 장애 아동뿐 아

니라 행동주의적인 치료 방법이 강조되어 온 정신 지체 아동에게도 강조， 적용
되고있다.
자연적인 치료 접근 방법 (Rice，

and Wilcox , in

1991; Rice and Schiefelbusch , 1989; Rice

press) 은 화용론적언 접근 방법과 함께 새로 습득한 언어 행동

을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행동주의적인 접근의 약점을 보완하고， 냐
아가 언어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즉， 치료실 내의 일 대 일
언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유아원 내의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을 이용하여 다수

의 아동들이 함께 하는 자연척 인 환경 속에서 의사 소통 동기가 유발되고， 아
동이 주도하도록 강조하는 언어 치료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언어 행동

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강조되어 보μ복적이고 친숙한 여러 상황들이 새로 배운
언어

행동을

사용하는

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언어

환경을 구조화한다.

Vigotsky 가 아동은 사회적 언어 사용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고 언급했듯이，

이 접근 방법도 언어가 쓰이는 사회적 측면을 다른 발달적 영역만큼 강조하고
있다. 또한 Nelson (1 989) 아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빈도에 의거한 언어 교수
보다는 의미 있는 언어 습득 순간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직은 이 치료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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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부촉한 것야 한 약점이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치료 접근 방법이 행동주의척인 접근 방법의 약점을 보완함

에는틀림이 없다.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각 아동이 속한
문화적 배경을 강조하는 또 하냐의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Patton

and

Westby , 1992). 아동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배워야 할 경우， 예를 들어 영어
를 외국어로서 배워야 할 경우 제

1 언어인 모국어가 다소 무시되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최근에 강조되는 모국어에 대한 가치 부여와 대조된다. 언어 교육
에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한 요소임이 분병하다.
또 하냐의 언어 장애 연구 방향으혹는 영아， 유아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초

기 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었다. 정상 아동 언어 연구들이 만 1, 2 세 아동의 언
어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언어 장애 연구들도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펼요성은 법 제도
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져 미국에서 법 99-457 이

1986 년에 공표된 이후

유아들을 위한 언어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유아들을 위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가족 특히 부모
를 언어 진단 및 치료에 핵심적으로 관련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언어 진단과 언에 치료에 있어서 개별적 인 접
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어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진단 결과와 검사

정수를 또래 아동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표준화된 검사로 이루어진 기존의
진단 및 평가 방법에서 더 나아가 언어 발달 지수를 각 아동의 성숙도와 개별

척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역동적인 진단 및 형가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한 아동에게 적용된 치료 방법이 다론 아동에게 똑같이
척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언어 치료에 있어서의 개별성을 강조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법 형태소를 교육하는 방법에서 특정 언어 장애를 갖

는 어떤 아동에게는 행동주의적 접근 방법이 척합하지만 (Connell，

1987) , 다

른 아동의 경우에는 똑같은 문법 형태소를 교육한다고 해도 유아원 내에서의

자연적인 접근 방법 (Rice

and Wilcox , in press) 이 더 척합할 수도 였다는 것

이다. 어떠한 치료 방법이 척함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펼요

하고 이러한 진단 과정에서 언어 치료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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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캔자스대학 언어 습득 유아원

이제 미국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한 언어 습득 유아원을 예로 하여 최

근의 언어 장애 연구 동향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캔자
스대학 내의 언어 습득 유아원이 λF용하는 기본적인 언어 치료 방법은 일반적

인 언어 습득 이론과 최근의 언어 장애 연구 경향들에서 비롯되었다. 이 프로
그랭은 무엿보다도 언어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능력 및 동기와
함께 자연적 인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i>.}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유아원의 구성원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고 이 유아원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언어 습득 유아원
이 유아원에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고 각 반에 약

15

명 정도의 학령 전기

아동들(만 2 세에서 만 5 세)이 언어 치료사 및 유아원 선생님들과 함께 있다.

15 명의 아동 중 1/3은 언어 장애 아동이고， 1/3 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기
시작하는 정상 아동들이며 나머지 1/3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정상

이동들이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과 모국어로 샤용하는 이동들은

언어 장애 아동들이 의사 소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유아원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학령 전기의 특정 언어 장애 아

동에게 언어 치료를 제공하고， 둘째， 대학원 학생들을 언어 치료사로 교육하

며， 셋째， 관련 연구들을 진행한다. 이 유아원에는 전체 프로그랩을 진행하는

아동 언어학 박사이며 언어 치료사인 지도 선생닝이 있고 부모와의 상호 작용
을 맡은 분이 있으며 각 반에는 보조 선생님이 학생 언어 치료사들과 함께 전
체 프로그랭을 진행하고 있다. 펼요한 경우에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
틀을 위해 통역자가 특별 친구로서 참가한다.

이 유아원의 전체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 그리고 사회성 발달 영역을 포
팔하는 유아 교육 프로그랭올 기본으로 하되， 의사 소통 능력의 발달이 특별히

강조되도록 짜여져 있다. 하루의 일과는 자유 시간， 일일 계획 시간， 연극놀이
시간， 이야기 시간， 냐누가 시간， 바깥놀이 시간， 간식 시간， 그룹 시간의 순서

로 진행된다. 특히 새로운 의사 소통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친숙한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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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적 A로 제공하며， 새로 배운 의사 소통 행동을 자연스러운 상황에 일반

화할 수 있도록 각 언어 장애 아동을 위한 연극놀이 시간이 구성된다. 언어 치
료사들은 아동들이 각각의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 선택된 단기 및 장기 언어
치료 목표( 기본적으호는 아동의 동기와 주도에 따라 선택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Johnston ，

1985).

이 때 타인이 아동의 언어를 알아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가 되며， 더불어 의사 소통척 인 언어 행통이 강조된다.
언어 치료사는 각 개별 아동에게 적합한 언어 모텔을 찾아 내어 아동의 반웅

을 모텔에 따라 즉각적으로 확장 혹은 수정 확장함으로써 이동이 자신의 언어

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랩의 독특성은 무엇보다도 다른 아동들이 언어 장애 아동에게 의
미 있는 언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동들이 옆집 아이들

과 놀면서부터 또는 유아원에 가면서부터 부쩍 말이 늘었다는 예들을 많이 접
한다. 또한 우리는 어번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밥투정을 할 때 옆집 아이를
불러오거나 보기로 드는 예가 많다. 이러한 예들은 아이가 다른 아이의 행동에
예민하고，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각자의 언어 능력을 발전시킨다

는 사실을 시사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정상 아동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과 언어 장애 아동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의사 소통의 기회를 제
공해 준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은 독특한 언어 습득 전략을 언어

장애 아동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로 인해 언어 장애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도록
도와줄수 있다.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가할 수 있다. 모든 아

동들의 언어 습득 정도가 표준화된 검사들에 의해 기록되고， 특히 언어 장애
아동의 경우， 이해 및 표현 언어의 발달 정도가 말소리， 낱말， 운법 형태소 및

문창 구조 등으로 표준화된 검사 도구에 의해 자세히 평가된다. 나아가 자발척

인 발화의 수집 및 컴퓨터 처려가 표준화된 검사들을 보완하여 이루어진다. 개
별척인 장， 단기 목표는 개별 언어 치료사에 의해 평가되며 지도 선생님이 다
시 보완 평가한다. 심리 진단가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정도를 학기마다 평가
하여 언어 치료사들이 장， 단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보조 자료후 제공한다.

참고적으로 언어 장애 아동에 대한 가계 자i로가 기록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
인 면당 내용이 자료호 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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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련 연구들

이제 이 유아원과 관련된 연구들을 최근의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자연적인 치료 접근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언어 장애 아동
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얼마나 정상으로 복귀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할

수 있다. 이 유아원에 등록했던 언어 장애 아동들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
해 볼 때 놀라운 발전을 보여 자연적인 치료 접근법의 효과를 보여 주였다. 그
러나 지속적인 추수(追隨) 연구들은 아동들이 표준화된 언어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복귀했다 할지라도 종종 학엽적 발달， 사회성 발달 흑은 의사 소통적인

변에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4( Rice ,

1991 ).

Sell and Hadley ,

특히 언어 장애 아동들을 바라보는 일반인틀의 관점이 이러한 어려움

들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언어 현상 자체의 문제로 돌아가서 언어 장애 아통의 낱말 및 운법 발
달에서의 논제들이 이 유아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언어 장애 아동들은 새로운 낱말을 지각하고 저장해서 의미 있게 인출하는 과

정에 어려움이 있다. 즉， 언어 장애 아동들은 재빨리 새로운 낱말을 배우는 데

(QUIL: Quick lncidental

Learning) 에 어려움이 있다. 캔자스대학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언어 장애 아동의 어휘 발달에 관한 연구를 활발허 진행하고
있다 (Rice，

Oetting, Bode and Pae , in preparation).

특히 어휘 발달 과정이

나 언어 발달 수준이 비슷한 또래 나이의 정상 아동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정
상 언어 발달과 언어 장애의 상보척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대학은

영어와 그 구조변에서 대조척인 한국어와의 초언어적인 연구 (Rice，

Oetting , in

Pae , and

preparation) 를 통해 영어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범할 수 있는 결

과 해석상의 오류를 보완함으로써 언어 보편적인 현상을 언어 개옐척 현상과
연결해서 분석하고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다운화적인 판점을 강조하는
영어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유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방향은 우리 나라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무조건적
인 조기 영어 교육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01

유아원에서 누적 기록되고 있

는 자료를 보면 아동이 모국어를 어느 정도 완전히 습득하였을 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모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습득해야 하는 아동보다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동의 나이와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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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의사 소통 유형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각가 다른 패턴

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엿보다도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해
가는 아동들이 보이는 영어 습득 전략을은 언어 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IV.

논의

이와 같은 자연적인 그리고 화용적인 언어 치료 접근법은 언어 습득에 있어

서 언어 보편적 빚 언어 개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과 함께 ‘한국적인 아동기

언어 장애 연구’가 필요향을 시사하고 있다.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의 경우，
청상 아동이 영어를 습득하는 데 관한 연구와 언어 장애 아동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다. 이제 어떤 정들이 한국적 적용을 위

해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아동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각각 습득하는 데서 나타나는 언어 보펀적

현상이 언어 개별적 현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 예로 우리말에서는 아동

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잘 했어"라는 동사구를 쓰는 것이 보
통이나 영어에서는

“ good

job." 이라는 명사구를 쓴다. 이처럼 어떤 언어， 그리

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사나 동사의 쓰임이 달라진다. 그러므

로 우리 나라 아동들의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나라 언

어 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방향이 독립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영어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련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캔자스 언어 습득 유아원에서는 아동의 언어 평가에 다양한 표준화

검사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말을 기초로 하는 표준화
된 검사 도구의 개발 필요성을 반증한다. 현재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우리 나
라의 언어 치료사들은 비표준화된 평가 방법에 의존하여 개별척으로 아동의

언어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준거에 의거한 평가 방
법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와 함께 쓰일 때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특

히 초언어적 행동을 연구할 때 표준화된 언어 검사는 중요한 비교 기준의 역

할을 할 수 있고， 언어 장애를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도 필수척이라는 점에서
볼 때 표준화 검사의 개발은 다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셋째， 언어 장애에 대한 사회척 인식의 개선과 함께 법 제도화가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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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시급하다. 언어 장애 아동의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정상 아동과의 통합 교육은 종종 정상 아동의 어머니들의 반발에 따묻

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훌륭한 언어 치료사가 새로운 언어 행동을 가
르쳤다 할지라도 실제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반감된다. 캔자스언
어 습득유아원에 등록한 정상 아동들은 언어 장애 아동이나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아동을 위해 값진 언어 모렐을 제공해 주는 한편， 정상 아동 자신은 자
기 모국어를 새롭게 탑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언어에서 주

도자가 된다는 경험은 사회성의 발달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미국
에서 영아， 유아를 위한 언어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과 사회척인 인식이 법 제

도화와 연결되었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언어 장애자를 위한 법 제도화는 사회
척 인식의 개선을촉진할 것이다.

이제 이 글의 첫 부분에 언급한 언어 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의 고민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들이 이동기 언어 장애 연구의 최근 경횡ε들과 관련하여 제시되
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끝맺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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