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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에게 음운인식적 치료접근을 통해 조음에 개선이 있다

는 주장은 있으나 조음음운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음운인식이 낮은지, 그리고 음운인식

과 읽기능력 및 조음능력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적 

조음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음운인식능력 및 읽기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음운인식능력, 

읽기능력, 조음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방법:  학령전기인 

만 5세에서 6세 사이의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 20명과, 말과 언어발달이 정상적인 일반아동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음운인식과 읽기능력을 평가하였다. 음운인식은 음소와 음절수준에

서 탈락, 합성, 분절과제를 통해 측정하였다. 읽기는 37개 낱말을 글자로 제시하고 재인에 

성공한 확률로 평가하였다. 결과:  첫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 집단은 일반아동 집단과 비

교했을 때 음절인식과 읽기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간에 음소인식은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에게 있어 음운인식과 읽기능력, 그리고 

음운인식과 조음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조음능력과 읽기능력은 상관이 

없었다. 일반아동에게 있어서도 음운인식과 읽기만이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논의 및 결
론: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들이 음절인식과 낱말재인을 통해 본 읽기과제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이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낮은 음운

인식능력이 읽기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조음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

서는 결과가 분분하였었는데 이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조음장애와 음운인식 및 읽기문제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중재계획을 수립할 때 음운인식이 지체된 조음음운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음운인식과 읽기발달 측면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언어청각장
애연구, 2010;15;157-167.

핵심어: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음운인식능력, 읽기능력

Ⅰ. 서 론

조음장애는 전체 언어장애인의 약 80% 이상을 차

지하며(Van Riper & Emerick, 1984), 특히 3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 중 약 7.5%의 아동이 조음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조음음운장애를 갖고 있다(Shriberg 

& Kwiatkowski, 1994). 비교적 명확하게 알려진 조

음음운장애의 원인으로는 구조적, 신경학적, 청각적 

결함이 있다. 그러나 조음음운장애아동로 진단받은 

아동들 가운데 구조적, 청각적, 신경학적 결함 때문에 

조음발달이 지체되는 경우보다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으며(Ruscello, 2007), 이렇게 원

인을 알 수 없으면서 조음 이외 영역의 발달이 지체되

어 있지 않은 경우를 기능적 조음음운장애라고 분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일 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집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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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가면서 기능적 조음

음운장애 집단이 다시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하위 집단의 기준으로 한 가지 가능성은 

학령기 이후에 읽기장애 혹은 학습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와 동반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들의 경우, 학령기에 이

르면서 읽기, 쓰기, 철자법 등에서 문제를 함께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Bird, Bishop & 

Freeman, 1995; Felsenfeld, Broen & McGue, 1994; 

Gierut, 1998). 읽기의 어려움은 읽기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교과목에 영향을 미치게 되

고 아동은 점차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된다. 읽기로 인

한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

는 학습과 사회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기도 한다(김선정․김영태, 2006; McNulty, 2003). 

임상현장에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진단 시기

는 이르면 음소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만 4세 전후

이다. 이에 비해 읽기와 쓰기지체의 진단 시기는 훨씬 

늦은 시기이다. 조음능력과 읽기 및 쓰기능력 간의 관

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조음 문제를 갖

고 있는 아동들에게 읽기장애의 예방 차원에서의 실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에게 있어 읽기능력과 함

께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음운인식능력

이 있다. 음운인식능력의 중요성은 언어 산출과 읽기

능력과의 상관성 때문에 자주 논의된다. 음운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음운변동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

하여 말을 산출하는 데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Justice 

& Schuele, 2004), 읽기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이다(Gillon, Brigit & Moriarty, 2007). 또한 

음운인식능력이 수용언어나 인지능력보다도 읽기능

력과 상관이 높으며, 읽기능력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이기 때문이다(Gillbertson & Bramlett, 1998). 음

운인식능력은 읽기습득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주목

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과 읽기발달간의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이차

숙, 1999). 음운인식은 3세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며 

낱말수준, 음절수준, 음소수준으로 발달해가며 학령

기에 이르러서야 완성된다. 특히 음소수준에서 능숙

한 언어분석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자와 

소리의 결합규칙을 이해해야 하므로 읽기능력이 발달

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하였으며(Caroll & Snowling, 

2004), 국내 연구에서도 5, 6세 아동에게 있어서 음소

인식의 발달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김선

정․김영태, 2006).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능력과 일반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을 비교해 본 이전 연구에서, 기

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능력 점수가 일반

아동보다 현저하게 낮았다(김자경․신지현․안성우, 

2005; Anne, Catherine & Rebecca, 2000; Gillon, 

Brigit & Moriarty, 2007). 그 이유는 기능적 조음음

운장애아동들의 조음오류가 음운인식 습득과 서로 관

련되어 있으며, 음운인식의 변화와 조음산출의 변화

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음운인식의 발달

은 읽기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또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인

식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늦게 발달한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 이 두 가지 연구결과를 통해 기능적 조음음

운장애아동은 일반적인 말소리 발달을 보이는 아동에 

비하여 음운인식이 낮고, 따라서 읽기능력도 낮을 것

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기능

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인식과 읽기능력에 대해

서 관련지어 실증적으로 함께 연구된 바 없다. 음운인

식능력과 읽기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일반아동에 비해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조음능력과 음운인식능력 및 읽기능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세 가지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읽기능력에 대한 조음

능력과 음운인식능력의 설명변량을 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

식 및 읽기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2.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각각의 집

단에서 조음능력, 음운인식, 읽기능력은 상관이 있

는가. 또한 상관이 있다면, 조음능력과 음운인식능

력으로 읽기능력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5세에서 6세인 학령 전 

아동으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 다니는 일반아동 20명,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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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으로 총 40명이다. 조음음운장애 여부는 아동용 조

음음운검사(APAC; 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

로 평가하였다. 일반아동은 -1SD(16%ile) 이상으로 

평가된 아동이며,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은 -2SD

(2.2%ile) 이하로 평가된 아동을 조건으로 하였다.

조음음운장애 이외의 언어문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PRES(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로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를 평가하였고, 두 집단간 검사결과를 t

검정(t = .864)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

단의 연령, 언어검사점수 및 조음검사점수와 표준편

차는 <표 - 1>과 같다. 

<표- 1> 상아동의 연령, 언어능력지수, 자음정확도 
평균(표 편차) 

기능  

조음음운장애아동
일반아동

연령 66.6 개월(6.2) 67.8 개월(6.5)

언어능력지수
1 93.8 (7.5) 99.3 (9.2)

자음정확도2 78.2% (14.0) 97.5% (9.5)

PRES1: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김영태․

성태제․이윤경, 2003)

APAC
2
: 아동용 발음평가(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

2. 실험과제

가.  읽기 과제

본 연구에서 읽기능력은 낱말재인능력으로 제한하

여 평가하였다. 만 5,6세 아동은 최근 읽기학습이 일

반화되어 읽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초기 읽기습

득 수준이므로 읽기 과제 가운데 낱말재인 수준의 초

기 읽기과제만 채택하였다.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과제의 적절성 및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

사 및 본 검사의 모든 읽기 과제는 낱말을 제시하고 

아동이 직접 읽도록 하여 낱말재인능력으로 평가하였

다. 첫 번째 예비검사는 공식검사에서 상대적으로 고

빈도이면서 쉬운 의미낱말 과제만을 선택하여 사용하

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비검사 대상 아동 5인의 평가 결

과 21.3%의 읽기정확도를 보였다. 5세에서 6세 아동

의 읽기평가로는 지나치게 어려워 실험절차에서 아동

들이 좌절경험을 할 수 있고, 바닥효과로 인해 초기 

읽기능력의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 대안으로 본 연구의 조음음운평가에서 사용

하였던 APAC(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의 낱

말수준의 그림과제 37개 항목을 글자로 바꾸어 실시

하였다. 무선적으로 낱말카드를 하나씩 제시하여 아

동이 소리 내어 읽도록 하였다. 37개의 낱말 가운데 

10개의 낱말은 음운변동을 적용하여 읽어야 하고, 나

머지 27개는 표기대로 읽는 낱말이다. 두 집단 모두 

평균 50% 이상의 읽기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조음오

류로 인한 문자재인능력의 과소평가를 최소화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채택하였다. 일반적인 읽기평가에서

는 조음오류로 인한 오류도 실패로 한다. 그러나 조음

음운장애아동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조음의 실패가 읽

기의 실패가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을 보고 명

명하는 조음과제에서 정조음하고 읽기에서 틀리는 경

우에는 읽기의 실패로 채점하였고, 조음검사상황에서 

조음오류를 보인 형태로 읽기에서도 같은 오류를 보이

는 경우에는 읽기과제에서 성공한 것으로 채점하였다. 

나.  음운인식 과제

본 연구에서 음운인식능력은 음소와 음절수준에서

의 탈락, 합성, 분절능력으로만 평가하였다. 과제는 기

존에 개발된 음운인식검사(배소영․김미배․윤효진, 

2007)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음운인식검사는 음절

인식과 음소인식 수준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탈락, 합성, 분절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탈락과 

합성 과제는 음절수준이 각 5문항, 음소과제가 각 10

문항이며, 분절과제에서는 음절수준이 5문항, 음소수

준이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과제별로 연습문

항이 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과제제시 방법은 청각적

으로만 문제를 제시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과제별 예

시문항은 <표 - 2>와 같다. 

<표 - 2> 음운인식능력 검사 과제별 시문항

과제 검사 연습문항 문항 수

탈
락

음 인식
나비 - 나 (‘나비’에서 ‘나’를 빼
면 무슨 소리가 남죠?)

5

음소인식
 - ㅊ (‘ ’에서 ‘ㅗ’를 빼면 무

슨 소리가 남죠?)
10

합
성

음 인식
방 + 울 (‘방’하고 ‘울’을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죠?)

5

음소인식
ㅋ + ㅗ (‘ㅋ’하고 ‘ㅗ’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죠?)

10

분
음 인식

사탕 (‘사탕’을 두 개의 소리로 
나 어 말해보세요)

5

음소인식
책 (‘책’을 세 개의 소리로 나
어 말해보세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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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모든 실험 및 평가 과제는 아동이 다니는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조용한 교실에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간단한 인사와 대화 후

에 연구자 1인이 모든 연구대상을 검사했다. 언어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학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김영태․성태

제․이윤경, 2003)를 실시하였으며, 조음음운평가

를 위해서 아동용 발음평가(APAC, 김민정․배소

영․박창일, 2007)로 평가하고 음운인식 검사까지 

모두 비디오 녹화를 한 후 녹화자료를 시청하며 기

록하였다. 음운인식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아동이 자소명칭을 말하지 않고 음가를 말하도록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연습문항을 연습하여 충분히 

지시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

였다. 

읽기검사 장면도 비디오로 녹화하고, 녹화자료를 

시청하며 기록하였다. 아동에게 낱말을 하나씩 제시

하여 소리 내어 읽도록 하였다. 과제당 5초 정도 기

다린 후 반응이 없을 시에는 오반응으로 기록하였

고, 틀린 낱말은 아동이 말한 그대로 기록지에 기록

하였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이 읽기과제 수행 

시 조음오류가 나타난 경우는 정반응으로 기록하

였다. 

음운인식정확도와 읽기정확도는 전체 반응기회에

서 정확하게 반응한 경우의 비율로 구하였다. 두 집

단별로 구한 자음정확도, 읽기정확도, 음운인식정확

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SPSS 1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로 두 집단 간 음운인식 및 읽기능력을 비교하기 위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두 

집단 각각 조음능력과 음운인식능력 및 읽기정확도

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

수를 구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한 평

가의 각 채점 내용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1급 언

어치료사 1명이 전사하고, 채점하였다. 전체 대상아

동의 25%에 해당되는 10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추

출하여(조음음운장애아동 5명, 일반아동 5명), 제 2

평가자와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98.24%가 일치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음운인식능력과 읽기능력 비교

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음운인식능력 비교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집단 간에 

음운인식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아동의 전체 음운인식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음절인식능력

과 음소인식능력을 분리하여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았다. 각각에 대한 정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t점수, 유의성 검정 결과는 <표 - 3>과 같다. 

<표- 3> 음운인식능력 정확도, 평균(표 편차), t 수 
 유의확률

기능  

조음음운장애아동
일반아동 t 유의확률

체음운

인식
36.6 (15.1) % 67.8 (15.4) % -1.787 .972

음 인식 64.7 ( 5.5) % 83.3 ( 3.8) % -1.882 .027*

음소인식 22.9 (10.8) % 42.6 (13.3) % -1.783 .187

* p< .05 

전체 음운인식능력 점수의 평균에 있어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평균은 36.6%였고, 일반아동의 

평균은 67.8%였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절인식능력 점

수의 평균에 있어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 평균은 

64.7%였고, 일반아동의 평균은 83.3%였으며, 두 집

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조음음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음절인식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전체 음운인식능력에서는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

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

만 음운인식을 음절인식과 음소인식, 두 개의 하위 영

역으로 나누었을 때 음절인식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고 음소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소인식능력 점수의 평균

에 있어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평균은 22.9%

였고, 일반아동의 평균은 42.6%로 수행 정확도 평균

에서 20%의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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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서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와 6세는 아직 음소인식이 충분히 발달

하지 않는 시기로 두 집단 모두 50% 이하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나.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읽기능력 비교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각 집단 

간 읽기능력 비교를 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읽기능력 

정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t점수, 유의성 검정 결과

는 <표 - 4>와 같다.

<표 - 4> 읽기정확도 평균, 표 편차, t 수  유의
확률

기능  

조음음운장애아동
일반아동 t 유의확률

43.2 (9.5) % 89.5 (4.0) % -3.656 .000**

** p< .01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읽기정확도는 평균 

43.2%였고, 일반아동의 읽기정확도는 평균 89.5%였

다.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는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읽

기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2.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능력, 조음능력, 읽기능력의 상관

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능력,  

조음능력,  읽기능력의 상관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조음능력, 음운인식능

력, 읽기능력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5> 기능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조음능력, 음운
인식능력, 읽기능력 간의 상

읽기 음 인식 음소인식

조음 .378 .671
** .392

읽기 .711
**  .805**

음 인식  .682**

** p< .01, * p< .05 

상관분석 결과, 조음능력과 읽기능력, 음소인식능

력과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조음

능력과 음절인식능력은 유의미한 상관(.67)을 나타냈

으며, 특히 읽기능력과 두 가지 음운인식능력(.71, 

.80)과는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음절인식능력과 음

소인식능력도 약 .68의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음운

인식능력이 읽기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변량(R2)을 

살펴보면 음절인식은 읽기의 약 50%를 설명할 수 있

었고 음소인식은 읽기의 약 64%를 설명할 수 있었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읽기수행수준을 예측하

는데 음운인식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음운인식능력을 음절수준과 음소수준에서 각각의 

과제(탈락, 합성, 분절)별 수행과 조음 및 읽기 점수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 6> 참조). 상관분석 결

과, 조음능력과 음절수준의 과제는 어느 정도의 상관

(.56, .53, .66)을 나타냈다. 그러나 음절수준과 음소수

준 모두 음운인식은 조음능력보다는 읽기능력과 유의

미하고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탈락과제는 음절

과 음소수준 모두에서 읽기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표- 6> 기능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조음능력, 읽기
능력, 과제별 음운인식능력 간의 상

음 인식과제 음소인식과제

탈락 합성 분 탈락 합성 분

조음 .561
* .539* .669** .393 .356 .371

읽기 .733** .642** .672** .818** .648** .782**

** p< .01, * p< .05 

나. 일반아동의 음운인식능력, 조음능력, 읽기

능력 간의 상관

일반아동의 조음능력, 음운인식능력, 읽기능력 간

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 7>과 같

다. 조음능력은 읽기능력, 음절인식능력, 음소인식능

력 모두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경우 자음정확도는 모두 98% 이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요소이다.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이 일반아동의 

읽기능력은 음절인식능력(.51)과 음소인식능력(.56) 

각각에서 어느 정도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일반아동

에게 있어 음운인식능력이 읽기과제를 설명할 수 있

는 변량(R2)을 살펴보면 음절인식은 읽기의 약 25%

를 설명할 수 있었고 음소인식은 읽기의 약 32%를 

설명할 수 있었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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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작지만 일반아동의 읽기능력을 설명하는데 있

어서도 음운인식은 어느 정도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 7> 일반아동의 조음능력, 음운인식능력, 읽기
능력 간의 상

읽기 음 인식 음소인식

조음 -.190 -.009 .171

읽기 .512
* .569**

음 인식 .587**

** p< .01, * p< .05

일반아동에게 있어 음운인식 수준별, 과제별 점수

들 간의 상관은 <표- 8>과 같다. 음절과 음소수준 각

각에서 탈락, 합성, 분절의 세부 과제별 음운인식과 조

음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능력

은 음절합성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느 정도의 상

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의 정도를 볼 때

에는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들에게서 음운인식과 

읽기와의 상관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그 경향은 비

슷하여 읽기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탈락과

제이며 음소인식이 음절인식보다 높은 상관을 나타

냈다. 

<표- 8> 일반아동의 조음능력, 읽기능력, 과제별 음운
인식능력 간의 상

음 인식과제 음소인식과제

탈락 합성 분 탈락 합성 분

조음 -.104 .123 -.052 .134 .177 .294

읽기 .516* .440 .483* .625** .518* .458*

** p< .01, * p< .05 

Ⅳ. 논 의

연구결과에서 5, 6세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 집

단은 일반아동 집단에 비해 음운인식 특히 음절인식

에서 유의하게 수행수준이 낮았다. 이차숙․김주아․

남효순(2008)에 따르면 음운인식의 만 5세 전후에 급

격히 발달하는데, 음운인식은 낱말과 같이 큰 단위부

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학령전기에는 음절수준까지 발

달하지만 음소수준은 학령기 이후에 발달이 완성된

다. 이 연구의 대상 아동은 5, 6세 학령전기 아동으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두 집단 모

두 음소인식은 발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음절인식은 일반아동의 경우 비교적 성공

적으로 수행(83.3%)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아동은 성

공적이었지만 일부 아동은 어려움을 보였고, 일반아

동과 조음음운장애아동 두 집단 간에 음절인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능적 조음음운

장애의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적 원인을 산정하고 있다. 그 가설 중 

하나로 말산출에 문제를 보이는 일부 아동은 음운인

식에 어려움이 있고, 음운인식의 문제는 음운변동을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여 언어를 산출하는 데 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Justice & Schuele, 2004). 

통계적으로 일반아동 집단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조

음장애아동 집단 20명의 수행 특성을 개별적으로 살

펴보면, 8명의 아동은 50% 미만의 음절인식과제 수행

수준을 보인 반면, 11명의 아동은 80% 이상의 음절인

식과제 성공률을 보여주었다. 조음능력으로는 모두 2 

퍼센타일 미만의 조음음운장애 집단으로 묶일 수 있

지만 이들은 음절인식과제로 본다면 하위부류로 다시 

나눌 수 있는 집단일 수도 있다. 각 집단 안에서 20명 

아동의 개별적인 아동별 점수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조음발달을 보이는 통제집단의 경우, 50% 미만의 음

절인식 과제 수행수준을 보인 아동이 두 명이므로 

10%(2명/20명)의 발생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집단의 경우, 같은 과

제에서 수행수준이 50% 미만인 비율이 기능적 조음

음운장애아동의 경우에는 8명이었으므로 발생율이 

40%(8명/20명)였다. 음절인식과제에서 절반 이하의 

수행수준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은 네 배 이상의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양상으로 음운인식발달지체가 조음음운장애의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에

게서 음운인식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일반아동보다 

매우 크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음운인식 중 음절인식 뿐 아니라 5, 6세의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읽기과제

에서도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연구자들이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인식 수준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최근 조음음운치료과정

에서 음운인식 훈련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검

증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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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Ruscello, 2007) 두 번째는 음운인식능력은 읽기

수행과 가장 긴밀한 변인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

다(김수진․신지영, 2007; 박민영․고도흥․이윤경, 

2006; Gilbertson & Bramlett, 1998). 학령전기에 조

음음운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족과 임상가는 학령기 

이후에 읽기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실험에 참

여한 아동에게서 나타난 확률이 예측의 근거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읽기과제 수행수준 역시 음운인식

과 같이 본 실험에 참여한 조음음운장애아동에게 있

어 동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조음음운장애아동집

단에서 절반 이하의 읽기정확도를 보인 아동이 11명

(55%)인 것에 비해 80%이상의 읽기정확도를 보인 

아동도 8명(40%)이나 있었다. 음절인식에서 성공적

이었던 11명은 읽기에서도 성공적인 수행을 보여주었

으며, 음절인식에서 어려움을 보인 8명은 읽기에서도 

어려움을 보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80%이상의 읽기

정확도를 보인 아동은 16명(80%)에 달했다. 이 결과

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의 읽기수준이 학령기의 

읽기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령전기

의 읽기수행은 아동의 능력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들

의 철학과 여건 때문에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음운인식과 읽기에 대하여 종단적

으로 학령전기의 수행수준과 학령기 이후의 수행수준

을 비교한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음운인식의 경우 읽기지도와 달리 학령전

기의 수행수준의 차이가 학령기 철자법과 읽기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결과들이 있다(Gillon, Brigit 

& Moriarty, 2007; Justice, Gillon & Schuele, 2008)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조음능력과 읽기능력 

및 음운인식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상관

계수를 구한 결과 음운인식능력은 조음능력과 유의미

한 상관을 보였으며, 읽기능력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조음능력과 읽기능력 간에는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음음운장애의 정도

만으로 읽기능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음음운장

애아동에게 있어 음운인식능력으로 읽기능력을 예측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음운인

식이나 읽기의 수행이 떨어지는 기능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에게 음운인식훈련을 직접 제공하여 조음개선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확

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읽기는 낱말 재

인수준으로 매우 초기읽기기술에 해당하므로 음운인

식과 읽기와의 관련정도에 대한 결과의 해석도 제한

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아동의 경우는 조

음정확도가 모두 98% 이상이므로 다른 지표들과의 

상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읽기의 경

우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음운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 상관의 정도는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것

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인식으로 읽기과제

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조음장애아동

의 경우 음절인식이 50%, 음소인식이 64%인 것에 비

해 일반아동의 경우 음절인식이 25%, 음소인식이 

32%로 거의 절반수준인 것은 흥미롭다. 이 결과는 기

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에게 있어서는 음운인식의 수

준이 읽기발달의 수준을 예측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낮은 음운인식능력이 읽기문

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조음장

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결과가 분분하였었는데 이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조음장애와 음운인식능력과 관

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재 계획을 수립할 때 

음운인식능력이 지체된 조음음운장애아동에 대해서

는 음운인식과 읽기발달 측면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함

을 시사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언어발달지체아

동의 읽기장애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었지만, 이 연구

결과는 우리말에서도 음운인식능력이 떨어지는 말소

리발달지체아동의 읽기장애에 대한 위험이 있음을 경

고하고 있다. 

앞으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능력

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하위집단을 설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조음능력 측면에

서는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 

집단도 음운인식능력에 있어서 지체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조음음

운장애로 진단되는 학령전기의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의 조음, 음운인식, 읽기수준에 대한 평가하고 치료 후 

각 영역별 개선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

는 데이터를 축적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종단적인 연

구를 통해 기능적 조음음운장애아동의 학령전기의 초

기 음운능력과 조음능력이 학령기 이후의 후기 읽기

능력과의 상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

재방법에 있어서도 음운인식능력을 이용한 중재가 조

음장애 아동의 조음능력 개선뿐 아니라 읽기능력 개

선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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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낱말재인 읽기과제 목록*

번호 낱말 번호 낱말 번호 낱말 번호 낱말 번호 낱말 번호 낱말

1 포도 8 책 15 빗 22 그네 29 호랑이 36 없어

2 딸기 9 색종이 16 우산 23 시소 30 고래 37 올라가

3 사탕 10 머리 17 침 24 사람 31 찢어

4 햄버거 11 양말 18 화장실 25 토끼 32 싸워

5 옥수수 12 단추 19 나무 26 이빨 33 아

6 컵 13 모자 20 꽃 27 거북이 34 병원

7 빨 14 장갑 21 바퀴 28 뱀 35 안경

* 아동용발음평가(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에서 그림으로 제시하는 낱말을 무선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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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Our understanding of how phonological awareness and the 
articulation ability are related to the reading ability has been somewhat vague.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of all, is to find out whether differences in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skills exist between the children with functional articulation 
phonological disorder and age matched children without articulation disorder. Secondly 
the study examines whether any meaningful correlation exists between phonological 
awareness, reading skills, and articulation capabilities. Methods: To this end, the study 
evaluated the phonological awareness-phonemic and syllable levels- and reading skills-
word recognition- of 40 children, from ages 5 to 6, half of whom suffered from functional 
articulation phonological disorder, the other half had normal articulation. Results: First, 
the group of children with functional articulation phonological disorder showed mean-
ingful differences in syllable awareness and reading skills compared to the children with 
normal articulation. However, the two groups were indifferent regarding phonemic 
awareness, which neither group had yet to sufficiently develop. Second, the study showed 
that phonological awareness had a meaningful correlation with reading and articulation 
skills in functional phonological disorders. The reading skill was explained by phonetic 
awareness with 64% accuracy in functional phonological disorders(R2=.64). In the group 
of normal articulation, the phonological awareness had a meaningful correlation with 
only reading skills. Discussion & Conclusion: It is noteworthy that children with articu-
lation phonological disorder performed well below than normal children in phonological 
awareness(syllable level) and reading disciplines. While existing research had shown that 
low phonological awareness could cause reading problems, its correlation with articu-
lation disorder remained inconclusive showing inconsistent result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rticulation disorder and phonological awareness are indeed 
correlated to a certain degree. This study indicates that both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developmen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reating preschool children
with articulation phonological disorder and low phonological awarenes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157-167)

Key Words: functional articulation phonological disorder, phonological awareness, 
read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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