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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아동 이름 (남ㆍ여) 검사실시일            년     월     일    

연락처 생년월일(만 연령)           년     월     일 (       세      개월 ) 

검사자 이름  검사기관

만 2세 6개월~7세검사 대상

우리말조음음운검사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2

실시

● 아동 반응의 비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단어수준 검사, 문장수준 검사에서 아동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았을 경우 실시합니다.

● 검사자는 아동에게 검사틀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시문을 활용하여 문항별로 제시되는 10개 그림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순차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아동이 목표 발음과 다르게 발음한 경우에만, ‘발음전사’칸에 틀린발음이 포함된 단어 전체를 기록합니다. 

● '발음검사1'에는 단어수준 검사에서의 아동의 발음을 기록하고, '발음검사2'부터 비일관성 검사에 대한 아동의 발음을 기록하세요.

번호 단어번호 목표 단어 목표 발음 발음전사 1 발음전사 2(문항01) 발음전사 3(문항02) 발음전사 4(문항03)

1 (15) 냉장고 냉장고         

2 (27) 로봇(로보트) 로볻(로보트)         

3 (2) 목도리 목또리         

4 (22) 빨간(강)색 빨간(강)색         

5 (28) 싸움 싸움         

6 (21) 자동차 자동차         

7 (29) 짜장면 짜장면         

8 (10) 코끼리 코끼리         

9 (11) 해바라기 해바라기         

10 (13) 호랑이 호랑이         

<단어별 기록 양식>

※ <문항별 기록 양식>과 <단어별 기록 양식> 중 기록 및 분석이 편한 양식으로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3 비일관성 검사



문항 03

번호 목표단어 목표발음 발음전사

1 코끼리 코끼리   

2 해바라기 해바라기   

3 싸움 싸움   

4 호랑이 호랑이   

5 냉장고 냉장고   

6 자동차 자동차   

7 짜장면 짜장면   

8 해바라기 해바라기   

9 호랑이 호랑이   

10 코끼리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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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반응의 비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단어수준 검사, 문장수준 검사에서 아동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았을 경우 실시합니다.

● 검사자는 아동에게 검사틀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시문을 활용하여 문항별로 제시되는 10개 그림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순차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아동이 목표 발음과 다르게 발음한 경우에만, ‘발음전사’칸에 틀린발음이 포함된 단어 전체를 기록합니다. 

문항 01

번호 목표단어 목표발음 발음전사

1 빨간(강)색 빨간(강)색   

2 로봇(로보트) 로볻(로보트)   

3 목도리 목또리   

4 짜장면 짜장면   

5 싸움 싸움   

6 냉장고 냉장고   

7 자동차 자동차   

8 호랑이 호랑이   

9 목도리 목또리   

10 해바라기 해바라기   

문항 02

번호 목표단어 목표발음 발음전사

1 코끼리 코끼리   

2 로봇(로보트) 로볻(로보트)   

3 빨간(강)색 빨간(강)색   

4 짜장면 짜장면   

5 싸움 싸움   

6 목도리 목또리   

7 냉장고 냉장고   

8 자동차 자동차   

9 로봇(로보트) 로볻(로보트)   

10 빨간(강)색 빨간(강)색   

<문항별 기록 양식>

※ <문항별 기록 양식>과 <단어별 기록 양식> 중 기록 및 분석이 편한 양식으로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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