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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portion of articulatory errors, variation of articu-
latory production, variation of articulatory errors, and deviation of reaction time according 
to phonetic complexity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 (SSD). Meth-
ods: The study subjects were 20 SSD children and 60 typically developing (TD) children 
from 3 to 6 years of age. Subjects produced words with high and low phonetic complexity 
four times. Subjects’ responses were recorded using DmDX display software for measuring 
articulatory variability. Results: In the TD group, proportion of articulatory errors, variation 
of articulatory production, variation of articulatory errors, and deviation of reaction time 
were lower as age increased; and the four types of measures of variability were higher at 
the ‘high’ level than in the ‘low’ level of phonetic complexity. The SSD group showed a higher 
proportion of articulatory errors and higher variation of articulatory errors than the chron-
ological age (CA)-matched children group. In the SSD group, all types of measures of vari-
ability were higher at the ‘high’ level than in the ‘low’ level of phonetic complexity as in the 
CA group. Conclusion: Articulatory variability is not purely a characteristic of the ‘inconsis-
tent phonological disorder’ group, but a more general symptom of both TD and SSD chil-
dren. Thus, different kinds of variables among these groups have to be more ful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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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 SSD)는 말장애 가운데 발음

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지속적인 말소리 산출 문제로 인해 구어 의

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애를 말한다(Kim & Shin, 2015). 말

소리장애는 ‘원인이 분명한 말소리장애(SSD with known origin)’
와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SSD with unknown origin)’로 분류

할 수 있는데,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5 (DSM-5)에서는 

‘말소리장애’라는 진단명을 ‘원인 모르는 말소리장애’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원인 모르는 말소리장애의 ‘근본적 원인(origin)’을 밝히

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

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요원한 작업인 만큼, 그 대안책으로 이질적

인 말소리장애를 하위집단들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 연구들을 찾

아볼 수 있다. Dodd, Holm, Crosbie와 McCormack (2005)의 연구

가 그 중 하나로, 이들은 원인 모르는 말소리장애를 증상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증상적 분류는 본질적으로 문

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표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오류패턴을 통해 말소리장애를 하위집단들로 분류하고 각 하

위집단의 공통적 요인들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설명

하였다. 

상이한 말소리 오류패턴에 근거하여 Dodd 등(2005)이 분류한 

네 가지 하위집단은 조음장애, 음운지체, 일관적인 음운장애, 비일

관적인 음운장애이다. 조음장애, 음운지체, 일관적인 음운장애는 

기존의 표준화된 조음 ·음운 평가방법 또는 자발화 분석 등을 이용

하여 오류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일관적

인 음운장애의 경우 비발달적 오류패턴뿐 아니라 비일관적 말소리 

산출오류를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말소리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산출기회만을 제공하거나 여러 차례의 산출기회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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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맥적 다양성을 통제하지 않은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다. 비일관적 말소리 산출오류는 동일한 목표단어를 여러 

차례 산출했을 때 산출한 발음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

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때문에 기존 평가방법과는 다르게 동일한 

말소리 형태를 문맥 변화 없이 똑같은 단어에서 여러 차례 산출하

게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비일관적 음운장애를 변별진단하기 위해서는 말소리 산출체계

에서 적어도 40%의 변이성이 관찰되어야 한다(Dodd et al., 2005). 

이와 같은 변이성을 초래하는 기저의 관련요인으로 Dodd 등(2005)

은 산출처리과정상의 두 가지 측면, 음운계획장애와 음성프로그래

밍장애를 언급하였다. 음운계획장애는 음운산출완충기(phono-

logical output buffer)상에서 음소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의 어려

움으로 설명된다. 음성프로그래밍장애는 추상적 음운계획으로부

터 정확한 조음 지시사항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 그리고 그 운동

프로그램으로부터 조음메커니즘의 근육운동들을 동시에 협응적

으로 조절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결함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

다. 음운계획은 추상적 음운산출처리에서 최종적으로 음운을 부

호화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반면 음성프로그래밍은 앞으로 일어

날 조음운동에 대한 ‘계획’이라는 정신적 처리과정부터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조음운동에 대한 ‘조절’이라는 말초적 단계까지의 과정

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크게 분류하면 음운계획의 경우는 

‘음운처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고, 음성프로그래밍의 경우는 

‘조음처리의 첫 단계’에 해당하며 말실행증을 초래하는 과정과 그 

맥락이 닿아있다. 이처럼 변이성이 음운의 끝과 조음의 시작이라

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매우 다르면서도 서로 맞닿아있는 단계의 

문제들이라는 점은 비일관적 음운장애의 진단을 더욱 어렵게 하

는 요인인 듯하다. 

진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변이성이 앞에서 설

명하였던 음운계획장애 또는 음성프로그래밍장애와 같은 병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한편, 일반 아동의 말소리 발달과정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정상적 발달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Macrea, 2013).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Hwang과 Ha 

(2012)는 일반 아동의 말소리발달과정 중 3세 이전의 어린 연령의 

아동은 조음오류율도 높지만 이와 더불어 조음변이성과 조음오류

의 변이성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조음오류의 경우에도 일반 

아동의 정상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흔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말소

리장애라는 병리적인 말장애를 진단하는 결정적 근거와 기준이 된

다는 점을 상기하면,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말소리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일반 아동들의 말소리 오류 및 오류패턴의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일반 아동과 말소리장애 아

동 간 집단적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변이성에 대해

서도 정상적 발달과정과 병리적 발달과정을 구분하기 위해 이와 동

일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비일관적 음운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는 말소리 산출의 변

이성에 대해 학령전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알아보고, 동일 연령대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변이성

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3-3세 5개월 일반 아동이 목표단어의 

13%를 가변적으로 산출하였다는 연구(Holm, Crosbie, & Dodd, 

2007), 2-3세 일반 아동이 목표단어의 53.7%를 가변적으로 산출하

였다는 연구(McLeod & Hewett, 2008), 말소리장애 집단에서 조음

변이성이 있는 대상자가 38.6%에 달하였다는 연구(Kim, Kim, Ha, 

& Ha, 2015), 말소리장애 아동이 목표단어의 15%는 최소 가변적으

로, 79%는 최대 가변적으로 산출한다는 연구(Macrea, Tyler, & 

Lewis, 2014) 등 일반 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 두 집단 모두에서 변

이성에 대한 측정치는 매우 상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 중 하나로 변이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말소리 변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Ingram (2002)은 단어단위 

변이성 비율(proportion of whole-word variation, PWV)을, Betz와 

Stoel-Gammon (2005)은 최고 빈도 오류에 대한 변이성 비율을, 

Haley, Jacks와 Cunningham (2013)은 전체 오류에서 서로 다르게 

오조음한 비율과 전체 음소에서 서로 다르게 산출한 비율을 측정

하는 등 연구마다 각각 다른 지표로 분석하였다. 

연구들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또 다른 이유로 조음산출 

시 동반되는 조음복잡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조

음복잡성은 언어단위 내에서 음성학적으로 복잡한 정도를 의미한

다. 변이성에 대한 Holm 등(2007), McLeod와 Hewett (2008), Sosa

와 Stoel-Gammon (2012)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각 연구에서 분석

하였던 단어들의 조음복잡성은 매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

지 그 정도가 상당히 다양하였다. 일찍 습득되는 말소리보다 늦게 

습득되는 말소리로 이루어진 단어가 덜 정확할 뿐 아니라 더욱 비

일관적이라는 선행연구(Macrea, 2013), 그리고 조음복잡성이 낮은 

단어가 발달과정상 일반적으로 더 먼저 습득된다는 말소리발달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종합해볼 때, 조음복잡성이 말소리 산출 시 변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마다 상이한 지표와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초래

될 수 있는 결과해석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여러 변이성 지표들, 즉 조음오류율, 조음산출

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반응시간의 변이성을 모두 측정지

표로 삼았다. 또한 조음복잡성이 높은 단어와 낮은 단어로 목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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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분류하여, 말소리 산출의 변이성에 조음복잡성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목표단어를 조음복잡성 ‘저’와 ‘고’ 항

목으로 나누고, 목표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에 대하여 그것의 이름

을 여러 차례 산출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학령전기 일반 아동에서 연령 집단 간(3세부터 6세까지) 조음

복잡성 정도에 따라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반응시간의 변이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령전기 말소

리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정도에 따라 조

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반응시간의 변

이성에 차이가 있는가? 모든 분석은 개별 말소리가 아닌, 단어 전체

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단어 ‘토끼’를 [토기], [토이], [토

끼], [토끼]와 같이 발음하였다면, /ㄲ/이 [ㄱ]로 대치되었는지 혹은 

생략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어 /토끼/가 얼마나 

다른 말소리 조합의 형태로 산출되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는 변이

성이 전체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 연속된 말소리들을 선택하고 배열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음오류율은 동일한 

단어의 전체 산출횟수에 대한 오류단어의 비율을, 조음산출의 변

이성은 정조음과 오조음을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단어에 대한 

조음산출의 변화를, 조음오류의 변이성은 오조음한 단어에서 오

조음 산출의 변화를, 반응시간의 변이성은 동일한 단어에 대해 그

림자극 제시부터 목표단어 산출시작까지 반응시간에 대한 4회간 

편차를 의미한다. 반응시간의 변이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성인 

환자를 대상을 실시한 것밖에 찾을 수 없었다(Stuss, Murphy, Binns, 

& Alexander, 2003). 그러나 아동기 말실행증과 같이 변이성이 높

은 아동 대상자의 경우에도 운동프로그래밍 결함으로 인해 발화

시작 시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Kim, 

Choi, & Ha, 2015), 이에 대한 변이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높은 변이성을 보이는 아동은 불명확한 음운표상, 불안정한 어

휘표상, 음운산출처리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어휘능력, 특히 표현

어휘능력의 결함, 더 나아가 전반적인 언어능력의 결함도 또한 보일 

수 있다(Dodd, 2005). 즉, 말소리 산출의 변이성이 높은 대상자는 

말소리장애뿐 아니라 언어장애도 동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

다. 따라서 변이성이 높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적 산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이름대기 과제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언어장애 동반 아동의 경우 반응의 변이성

이 말소리 산출과정이 아닌 그림이름대기 과제 시 요구되는 기저의 

인지-언어처리과정의 결함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결과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순수 말소리장애

(pure SSD) 아동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높은 

변이성을 보이는 말소리장애 집단의 산출 변이성에 대한 특성을 살

펴보았다기보다,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의 산출 변이성이 일반 아동

의 발달과정에서 관찰되는 산출 변이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3세, 4세, 5세, 6세의 일반 아동 각 15명씩 총 60명과 

4-5세 말소리장애 아동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아동은 

(1)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점수가 -1 SD 이상에 속하고, (2)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

(U-TAP: Kim & Shin, 2004)의 단어 수준에서 자음정확도가 -1 SD 

이상에 속하고, (3) 부모 및 교사 보고를 통해 감각적, 신경학적, 신

체적, 인지적, 언어적 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

으로 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1)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et al., 2009)의 점수가 -1 SD 이상에 속하고, (2) 우리말 조음 ·

음운평가(U-TAP: Kim & Shin, 2004)의 단어 수준에서 자음정확

도가 -2 SD 이하에 속하고, (3) 조음기관의 구조적 장애가 관찰되지 

않고, (4) 부모 및 교사 보고를 통해 감각적, 신경학적,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으로 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연령 집단 간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5), 생활연령, REVT 수용 및 표현어휘 등가월령, 그리고 U-TAP

자음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말소리장애 아동 집

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켜 통제 집단으로 선정된 일반 아동 25명에 

대해 기본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성별, 생활연령, REVT 

수용 및 표현어휘 등가월령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U- 

TAP자음정확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각 연령 집단

별 일반 아동에 대한 대상자 정보는 Table 1에, 집단 간 비교를 위한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에 대한 대상자 정보는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연구도구

단어 선정

Shin과 Ha (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가운데 조음복잡성

과 단어등급을 고려하여 조음복잡성 ‘저(1-3)’와 ‘고(8-10)’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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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 1차적으로 제작된 그림에 대해 정상 성인 5명을 대상

으로 그림적절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6개에 대해 적절

성이 낮게 평가되어, 이 그림에 대해서는 http://www.google.co.kr

에서 사용제약이 없는 이미지를 참고하여 최대한 사실적으로 다시 

제작해줄 것을 재의뢰하였다. 최종적으로 12개의 그림이 완성되었

고, 그림 목록은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실험과제 프로그램은 DmDx Software (Forster & Forster, 2003)

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노트북 모니터에 주의집중을 위한 + 표시

가 1,000 ms 동안 제시되고 나서 500 ms의 inter stimuli interval 

(ISI) 후 실험자극 그림이 제시되었다. 대상자는 그림을 보자마자 바

로 해당 그림의 이름을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반응은 자동으로 

녹음되었고, inter trial interval (ITI)은 1,000 ms이었다. 변이성 측

정을 위해 12개의 그림이 4회씩 총 48회 연속 제시되도록 하였다. 

총 48개의 그림은 Excel 랜덤함수에 의해 무작위 순서로 사전에 배

열되었다. 이때 우연적으로 동일한 그림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를 방

지하기 위해 Excel 논리함수를 사용하였으나, 논리함수를 사용하

여도 연이어 동일한 그림이 나오는 경우는 연구자가 임의로 다른 순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n TD groups

Characteristic  
TD group

3 years (N= 15) 4 years (N= 15) 5 years (N= 15) 6 years (N= 15)

Gender (male:female) 5:10 7:8 8:7 7:8
Chronological age (mo) 42.93 (3.57) 54.00 (3.10) 66.53 (3.38) 76.40 (1.96)
REVT
   Receptive vocabulary age (mo) 44.73 (13.80) 62.60 (12.67) 74.13 (10.75) 99.53 (14.10)
   Expressive vocabulary age (mo) 46.40 (13.15) 61.40 (11.97) 76.73 (12.60) 94.93 (12.98)
U-TAP
   PCC (%) 90.70 (4.16) 96.90 (3.02) 98.60 (1.42) 99.07 (1.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Figure 1. Design of DmDx program for articulatory variability task.
ISI= inter stimuli interval; ITI= inter trial interval.

Randomly repeated 4 times

Fixation

1,000 ms

ISI

500 ms

Target

Image presented

Response

1,000 ms

ITI

1,000 ms

Table 2.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n SSD group and TD group

Characteristic  SSD group (N= 20) TD group (N= 25)

Gender (male:female) 12:8 13:12
Chronological age (mo) 53.75 (4.41) 58.20 (5.84)
REVT
   Receptive vocabulary age (mo) 60.80 (11.94) 65.60 (11.32)
   Expressive vocabulary age (mo) 59.20 (11.60) 62.32 (11.13)
U-TAP
   PCC (%) 85.23 (4.05) 97.49 (2.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SD= speech sound disorder;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에서 각각 6개씩을 선정하였다. 최종 실험 단어 목록은 Appendix 1

과 같다.

실험과제 개발

실험과제에 사용된 그림은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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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열하였다. 이와 같은 조음변이성 산출과제 프로그램의 구성

은 Figure 1과 같다.

연구절차

실험과제와 실험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아동 2명

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한 후 본 실험이 진행되었다.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연구자는 아동과 마

주보고 앉아 실험에 사용된 목표단어를 대상 아동이 모두 알고 있

는지 사전에 확인하였다. 아동이 해당 그림에 대해 다른 이름으로 

말한 경우, 목표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

히 가졌다. 단어 확인 및 학습 시간 후 아동과 5분 정도 대화 시간을 

갖고 나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 직전 아동은 마이크

가 내장되어 있는 헤드셋(DJH-500U)을 착용하였다. 실험 프로그

램이 저장된 13.3인치 노트북 컴퓨터(NT905S3G)를 제시한 후 연

구자는 아동에게 “그림을 보고 선생님에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또

박또박 말해주세요.”라고 지시하였고, 아동이 그림을 보자마자 자

발적으로 목표단어를 산출하도록 유도하였다. 3개의 연습문항을 

통해 아동이 과제의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무작

위로 제시된 12개의 목표단어를 4회씩 총 48회 산출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반응은 헤드셋을 통해 모두 자동으로 녹음되었다.

자료분석

조음오류율 측정

조음오류율은 Betz와 Stoel-Gammon (2005)의 ‘proportion of 

errors’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동일한 단어에 대해 ‘조음오류를 보

인 단어의 수 / 전체 단어 산출의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토끼/를 발음할 때 /토기/로 1번, /토니/로 1번의 오류를 보이

고 2번 정조음을 하였다면, 오류를 보인 산출의 수는 2, 전체 단어

의 산출 수는 4이다. 이 경우 조음오류율은 ‘2/4’가 된다. 만일 4회 

모두 목표단어를 정조음한다면 조음오류율은 0%이고, 모두 오조

음한다면 조음오류율은 100%가 된다. 이때 조음오류율이 0%인 경

우는 오류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단어 모두에 대해 조음오류율을 각각 구한 

후, 그 평균값을 대상자의 조음오류율 값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조음오류율이란 단어 당 평균 오류율을 의미한다. 

조음산출의 변이성 측정

조음산출의 변이성 측정은 Haley 등(2013)의 ‘total token vari-

ability’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동일한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산출

의 유형 수/전체 단어 산출의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서로 

다른 산출에는 정조음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토끼/를 발

음할 때, /토기/로 1번, /토니/로 1번 오류를 보이고, 2번의 정조음을 

하였다면, 이 때 대상자가 보인 서로 다른 산출의 가지 수는 /토기/, 

/토니/, /토끼/(정조음)로 3, 전체 산출 수는 4이다. 따라서 이 대상자

의 조음산출의 변이성은 ‘3/4’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단어 모두에 대해 조음산출의 변이성을 각각 구한 후 그 평균값을 

각 대상자의 조음산출의 변이성 값으로 하였다. 

조음오류의 변이성 측정

조음오류의 변이성 측정은 Haley 등(2013)의 ‘variability of error 

type’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동일한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조음오

류의 유형 수/전체 조음오류의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

면 대상자가 /토끼/를 발음할 때, /토기/로 1번, /토니/로 2번 오류를 

보이고, 1번의 정조음을 하였다면, 이 대상자가 보인 서로 다른 조

음오류 유형의 가지 수는 2, 전체 조음오류 수는 3이다. 이 때의 오

류의 변이성은 ‘2/3’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일한 단어 모두에 

대해 조음오류의 변이성을 각각 구한 후 그 평균값을 각 대상자의 

조음오류의 변이성 값으로 하였다. 이때 4회의 산출 동안 단 한 번

만 오류를 보인 경우 조음오류의 변이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므로, 

이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응시간의 변이성 측정

반응시간 측정을 위해 DmDx와 연동되는 Check Vocal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나, Check Vocal에서 자동측정이 불분명한 경우 Praa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화면에 목표그림이 제

시된 순간부터 아동이 단어를 산출하기 시작한 순간까지의 시간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Stuss 등(2003)의 ‘intra-individual 

coefficient of variation (ICV)’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동일한 단어에 

대해 ‘반응시간의 표준편차/반응시간의 평균’으로 반응시간의 변이

성 값을 구하였다. 반응시간 연구의 보편적 실험방법을 따라 본 연구

에서도 반응시간 측정은 정반응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신뢰도

평가자 간 신뢰도를 위해 전체 대상자의 20%인 16명의 자료를 무

작위로 추출하였다. 총 12개의 단어를 4회씩 반복한 전체 768개의 

단어에 대해 평가자 간 전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제1평가자는 본 연

구의 주저자였고, 제2평가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1급 언어재활사였다. 두 평가자가 아동의 발화를 독립적으

로 음성전사한 후 모든 자음에 대한 전사의 일치 정도를 계산하였

다. 전사가 일치한 자음의 수를 전사된 자음의 총 수인 2,304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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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100을 곱한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는 97.44%였다.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 20.0 (IBM, Armonk, NY,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및 반응시

간의 변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 피험자 간-1 피

험자 내 혼합설계에 의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

의 변이성 및 반응시간의 변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1 피험자 간-1 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의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Green-

house-Geisser의 수정된 자유도를 이용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비교

연령이 어릴수록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

이성 및 반응시간의 변이성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음

복잡성 ‘저’보다 조음복잡성 ‘고’에서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

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및 반응시간의 변이성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율 비교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본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3, 56) =  

27.317, p< .001),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집단 내 주 효과(F(1, 56) =  

103.633, p< .001), 조음복잡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였다(F(3, 56) =8.43, p< .001). 집단 간 주 효과에 대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세와 4세(p< .01), 5세 및 6세 집단 간

(p< .001), 그리고 4세와 6세 집단 간(p< .01)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조음복잡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COMPARE 하위명령어 입력한 syntax를 실행시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음복잡성 ‘저’ 수준에서는 3세와 4세

(p< .01), 5세, 6세 집단 간(p< .001), 그리고 4세와 6세 집단 간(p< .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조음복잡성 ‘고’ 수준에서는 3세와 4세, 

5세, 6세 집단 간(p< .001), 4세와 5세(p< .01), 6세 집단 간(p< .001)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산출의 

변이성 비교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산출의 

변이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3, 56) =13.552, p< .001)

와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집단 내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1, 56) =  

33.271, p< .001). 그러나 조음복잡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F(3, 56) =2.518, p>.05). 집단 간 주 효과에 대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세와 5세(p< .001), 3세와 6세

(p< .001), 4세와 6세(p< .01)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의 

변이성 비교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의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n proportion of articulatory errors, variation of articulation, variation of articulatory error and variation of reaction time according to 
phonetic complexity level by age groups

Phonetic complexity level Age group  
(yr)

Proportion of articulatory 
errors (%)

Variation of articulation  
(%)

Variation of articulatory  
error (%)

Variation of reaction time 
(ms)

Low 3 38.05 (18.29) 46.39 (8.01) 22.04 (16.49) .309 (.080)
4 23.33 (14.59) 42.50 (11.05) 10.93 (11.85) .291 (.061)
5 14.44 (9.94) 36.39 (7.30) 4.44 (9.89) .265 (.082)
6 6.39 (6.27) 32.50 (6.34) 1.11 (4.30) .228 (.077)

Total 20.56 (17.41) 39.44 (9.78) 9.63 (13.80) .273 (.079)
High 3 72.50 (24.28) 61.67 (14.36) 48.24 (27.89) .333 (.065)

4 44.17 (18.55) 51.94 (16.13) 22.32 (23.27) .324 (.059)
5 26.11 (16.85) 41.11 (9.30) 13.33 (14.45) .330 (.119)
6 16.95 (10.85) 38.06 (8.75) 11.11 (15.00) .228 (.080)

Total 39.05 (27.82) 48.19 (15.43) 23.75 (25.24) .304 (.09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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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본 결과, 집단 간 주 효과

(F(3, 56) =12.532, p< .001),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집단 내 주 효과

(F(1, 56) =37.124, p< .001), 그리고 조음복잡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

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F(3, 56) =3.069, p< .05). 집단의 주 효

과에 대해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세와 4세(p< .05), 5세

(p< .001) 및 6세 집단 간(p< .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음복잡

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COMPARE 하위명령어 입력한 syntax를 실행시켜 사후검정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조음복잡성 ‘저’ 수준에서 3세와 4세(p< .05), 5

세, 6세 집단 간(p< .001), 그리고 4세와 6세 집단 간(p< .05)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조음복잡성 ‘고’ 수준에서는 3세와 4세(p< .01), 

5세, 6세 집단(p< .001)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 아동의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반응시간의 

변이성 비교

연령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반응시간의 변이성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3, 56) =5.99, p< .001), 조음복

잡성 수준에 따른 집단 내 주 효과가 유의하였으나(F(1, 56) = 6.87, 

p< .05), 조음복잡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F(3, 56) =1.34, p>.05). 집단 간 주 효과에 대해 Scheffe 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 3세와 6세(p< .01), 4세와 6세(p< .05), 그리고 5

세와 6세(p< .05)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보다 일반 아동 집단에서 조음오류율, 조

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및 반응시간의 변이성이 평균

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조음복잡성 ‘저’ 수준보다 조음

복잡성 ‘고’ 수준에서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및 반응시간의 변이성을 평균적으로 많이 보였다(Table 4).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율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주 효과가 유의하였

고(F(1, 43) =37, p< .001),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집단 내 주 효과도 

유의하였다(F(1, 43) = 93.067, p< .001). 그러나 조음복잡성 수준과 집

단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43) =7.177, p>.05). 즉,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조음오류율이 유의하

게 높고, 집단에 상관없이 조음복잡성 ‘저’보다 ‘고’에서 조음오류

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산출의 변이성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산출의 변이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

과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집단 내 주 효과만 유의하였고(F(1, 43) =  

22.033, p< .001), 집단 간 주 효과(F(1, 43) =2.608, p>.05) 및 조음복

잡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43) = .584, 

p>.05). 집단에 상관없이 조음복잡성 ‘저’보다 ‘고’에서 조음산출의 

변이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는 

조음산출의 변이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의 변이성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조음오류의 변이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본 결과, 집단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on proportion of articulatory errors, variation of articulation, variation of articulatory error and variation of reaction time according to 
phonetic complexity level by groups

Phonetic complexity level Group Proportion of articulatory 
errors (%)

Variation of articulation  
(%)

Variation of articulatory  
error (%)

Variation of reaction time 
(ms)

Low SSD 44.17 (23.58) 43.96 (9.88) 20.28 (13.77) .273 (.059)
TD 20.33 (13.25) 40.67 (10.01) 8.56 (11.76) .289 (.064)

Total 30.93 (21.89) 42.13 (9.98) 13.77 (13.86) .282 (.062)
High SSD 75.42 (17.88) 54.38 (11.10) 38.54 (16.77) .337 (.089)

TD 38.00 (19.89) 48.17 (14.64) 19.50 (20.96) .343 (.090)
Total 54.63 (26.59) 50.93 (13.41) 27.96 (21.28) .340 (.08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SD= speech sound disorder;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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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 효과(F(1, 43) =14.330, p< .001) 및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집

단 내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1, 43) =28.997, p< .001). 그러나 조음

복잡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43) =  

1.821, p>.05).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반응시간의 변이성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반응시간의 변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F(1, 43) = .51, p>.05), 조음복잡성 수준에 따른 집

단 내 주 효과는 유의하였다(F(1, 43) =12.782, p< .001). 조음복잡성 

수준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43) 

= .10, p>.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조음복잡성 수

준에 따른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반

응시간의 변이성을 비교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 일반 아동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음오류율, 그리고 조음산

출, 조음오류, 반응시간의 변이성이 낮아졌고, 말소리장애 아동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 아동보다 조음오류율과 조음오류의 변이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각 분석지표별로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음오류율의 경우 일반 아동 3세 집단은 조음복잡성 ‘저’

와 ‘고’ 모두에서 나머지 연령대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세 

집단은 조음복잡성 ‘저’에서는 6세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조음복잡성 ‘고’에서는 5세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조음복

잡성이 높은 경우 연령에 따른 조음오류율의 차이가 보다 민감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음복잡성 ‘고’에서 4세 아동의 조음

오류율이 평균 44.17%라는 결과(Table 3)는 동일한 단어를 여러 차

례 산출하게 하였을 때 대략 절반은 정조음을, 나머지 절반은 오조

음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 한 차례의 기회만을 제공하

고 그것을 아동의 대표적인 말소리 산출 능력으로 간주하는 평가

방법의 방법적인 제한점을 시사한다. 즉, 한 차례의 산출기회만을 

제공할 경우 우연적으로 해당 말소리를 정조음 또는 오조음하는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말소리장애 집단의 경우, 조음복잡성 정도에 상관없이 일

반 집단보다 조음오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는 오류 자체를 

많이 보이는 대상 집단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음복잡성 ‘고’에서 말소리장애 집단의 조음오류율이 75.42%라

는 결과(Table 4)로, 말소리장애가 있다고 하여 조음적으로 복잡한 

단어에 대한 오류율이 100%에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음복잡성이 높은 경우에도 말소리장애 아동이 

오류를 보이는 말소리를 항상 오조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조음평가 시 일관되게 오조음을 보이는 

말소리와 정조음을 할 수 있는 오조음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조음산출의 변이성과 조음오류의 변이성의 차이는 분석 

시 정조음을 분석항목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다. 전자

는 정조음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고, 후자는 정조음을 제외한 후 

오조음 내에서만 변이성을 분석한 것이다. 일반 아동의 경우 대략

적으로 조음산출과 조음오류 모두에서 3세와 4세가 5세와 6세보

다 변이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음산출의 

변이성은 조음복잡성 ‘저’에서는 3세 평균 46.39%, 4세 평균 42.50%

이었고, 조음복잡성 ‘고’에서는 3세 평균 61.67%, 4세 평균 51.94%

였다(Table 3). 즉 총 4회의 산출 기회에서 산출의 가짓수가 조음복

잡성 ‘저’에서는 두 가지 이하이고, ‘고’에서는 두 가지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음복잡성이 낮을 경우 정조음과 한 가지 형태의 오

조음을, 조음복잡성이 높을 경우 정조음과 두 가지 이상의 오조음 

형태를 보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음오류의 변이성을 살펴본 결과, 3세의 경우 조음복잡성 ‘고’에

서 조음오류의 변이율이 50%에 가까워(48.24%) 오류 형태의 가지 

수가 비교적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음오류의 변이성에서

는 연령 집단과 조음복잡성 정도 간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하였

는데, 조음복잡성 ‘저’에서는 4세와 6세 간 차이가 유의하였던 것에 

반해 ‘고’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조음복잡성이 높

을 경우 6세도 어느 정도는 여전히 오류의 변이성을 보이기 때문에 

4세와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반면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조음산출의 변이성은 일반 아동

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조음오류의 변이성은 일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조음산출의 변이성이 정조음과 오조음의 구분 

없이 가짓수를 헤아린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일반 아동의 경우 

정조음과 오조음을 번갈아 산출하였을 가능성, 이에 반해 말소리

장애 아동은 여러 차례의 오조음을 산출하고 그 오조음의 형태가 

다양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음오류의 변이성이 말

소리장애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 그리고 목표단어 목

록에 말소리장애 아동이 오류를 많이 보이는 유음, 치경마찰음, 경

구개파찰음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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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반

응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반응시간의 변이성을 비교한 결과 일반 아동의 6세 집단은 

3세, 4세, 5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변이성이 낮았다. 그러나 말소리장

애 집단과 일반 아동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6세가 되면 그 

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들보다 반응시간의 편차가 줄어들어 시간적

으로 안정된 반응을 하게 되며, 말소리장애 아동이라고 하여 동일 

연령대의 일반 아동보다 시간적으로 더 가변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상기할 점은 본 연구에서 반응시간 분석은 정반

응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했다는 것과 말소리장애 집단은 말소리 

산출 능력 이외에 다른 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순수 말소리장

애 아동들이었다는 것이다. 오반응한 항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일관되고 안정된 반응시간을 보이는지, 그리고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이 아닌 다른 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또는 말실행증적 특

징을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지에 대해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결과 3-4세의 일반 아동은 그 

보다 연령이 높은 아동보다 조음오류, 조음산출, 조음오류 및 반응

시간에서 유의하게 높은 변이성을 보였다. 이것은 4세에서는 조음

산출 및 조음오류의 변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Hwang과 Ha 

(201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Hwang과 Ha (2012)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조음복잡성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목표단어

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소 상이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집단에 상관없이 항상 일관된 영향을 미

친 변수는 조음복잡성이었다. 연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장애유무

에 상관없이, 조음복잡성 ‘고’ 단어는 조음복잡성 ‘저’ 단어보다 모

든 지표에서 유의하게 변이성이 높았다. 조음복잡성은 자음의 조

음위치와 조음방법, 모음의 종류, 음절 형태, 어절 길이, 인접자음의 

출현여부와 조음위치에 따라 난이도를 구분한 것으로, 음운 차원

이 아닌 조음 차원의 복잡성이다. 조음적으로 복잡할수록 변이성

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변이성이 음운 단계뿐 아니라 조음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도 초래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실제로 

조음변이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음변이성에는 미숙

한 말-운동 제어시스템(Kent, 1992), 음운시스템의 불안정(Fergu-

son & Farwell, 1975; Leonard, Rowan, Morris, & Fey, 1982), 음운

계획장애(Dodd et al., 2005), 음운표상의 결함(Macrea, 2013; Sosa 

& Stoel-Gammon, 2006), 제한된 음운지식(Sosa & Stoel-Gammon, 

2012), 연령(Macrea, 2013), 표현어휘 능력(Sosa & Stoel-Gammon, 

2012)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Dodd 등(2005)이 제안한 네 번째 말

소리장애 하위집단을 비일관적 ‘음운장애’라고 하는 것보다 비일

관적 ‘말소리장애’로 좀 더 포괄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연령이 어린 일반 아동의 경우에도 빈번하

게 변이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성숙과정 중 나타나는 

가변성(variability)과 병리적 혹은 비정상적 비일관성(inconsisten-

cy)의 두 가지 차원으로 변이성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들은 4세 이후 대부분의 말소리를 습득하여 안정적으로 산

출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와 맞물려 말소리를 일관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게 되고 변이성도 줄어든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였다. 그러나 말소리장애 집단은 말소리습득 면에서도 발달이 늦을 

뿐 아니라 일관적인 말소리 산출 능력도 더디게 발달하여, 4세에서

도 동일 연령대의 일반 아동보다 변이성이 높다는 것 또한 본 연구

결과 알 수 있었다. 특히 오류를 보이는 말소리 내에서 오조음의 가

변성을 측정하는 조음오류의 변이성은 말소리장애 아동을 변별적

으로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들은 모두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들이었기 때문에, 결함 정도는 비

교적 경미하였고 특정 일부 음소만을 오조음하는 조음장애 집단

에 속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조음오류의 변이성을 보였다는 본 연구결

과는 변이성이 비일관적 음운장애 또는 말실행증 집단만의 특성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말소리장애 하위집단 간 조음오류뿐 아

니라 조음변이성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각 집단의 변별적 특성

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문맥 변

화 없이 동일한 단어를 여러 차례 산출을 하게 한 후, 이에 대한 말소

리 산출 반응을 비교하는 평가방법은 변이성을 보이는 대상자들의 

서로 다른 특성에 접근하는 데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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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arget word list according to phonetic complexity levels (low/high)

No
Phonetic complexity (low)

No
Phonetic complexity (high)

Target word Phonetic complexity score Word grade Target word Phonetic complexity score Word grade

1 토끼 1 1   7 소방차   8 3

2 새 1   8 책상   9 1

3 하마 2   9 자전거 1

4 시소 2 3 10 잠자리 2

5 모자 1 11 색종이 10 2

6 구름 3 1 12 주전자 1

Appendix 2. Pictures in the experimental task

1. 토끼 2. 새 3. 하마

4. 시소 5. 모자 6. 구름

7. 소방차 8. 책상 9. 자전거

10. 잠자리 11. 색종이 12. 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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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조음복잡성에 따른 조음변이성 연구

한은지1·하지완2

1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2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조음복잡성 정도에 따른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

오류의 변이성 및 반응시간의 변이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3세부터 6세까지의 

일반 아동 60명과 4-5세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20명이었다. 조음복잡성 ‘고’와 조음복잡성 ‘저’에 해당하는 목표단어에 대해 각각 4회씩 

산출을 유도하는 실험과제를 DmDX Display Software로 제작하였다.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및 반응시간

의 변이성에 대한 지표를 구한 후, 각 연령 집단별, 그리고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결과: 일반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및 반응시간의 변이성은 낮아졌으며, 조음복잡성 ‘저’

보다 ‘고’에서 모든 변이성 지표가 유의하게 높았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조음오류율과 조음오류의 변이성

을 보였으나, 조음산출의 변이성과 반응시간의 변이성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말소리장애 집단에서도 조음복잡성 정

도는 모든 변이성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는 변이성이 비일관적 음운장애 집단만의 특성이 아니라, 정

상적 성숙과정과 다양한 말소리장애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을 시사한다. 

핵심어: 말소리장애, 조음복잡성, 조음오류율,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오류의 변이성, 반응시간의 변이성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R1C1B1010913).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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