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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보상조음은 말 명료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말 산출에 필요한 연인두의 정상

적인 움직임을 방해한다. 보상조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청지각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두폐쇄부전으로 인해 보상조음을 하는 구개열 아동을 

대상으로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를 실시하여 두 검사 간에 보상조음 출현율에서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연인두폐쇄부전이 있고 주요 조음문제가 보상조음이며, 

만 3세-7세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음검사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낱말수준의 말 표본을 얻고, 놀이를 통해서 아동의 자발화 표본을 

얻었다. 각각의 말 표본을 조음위치별․조음방법별․음소별로 분류하여 보상조음 출현율을 

분석하였다. 결과:  구개열 아동들은 낱말검사보다 자발화검사에서 더 높은 보상조음 출현율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음방법별 보상조음 출현율의 검사간 비교에서

는 파열음과 파찰음, 조음위치별 보상조음 출현율의 검사간 비교에서는 경구개음과 연구개음

의 보상조음 출현율이 두 검사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음소별 보상조음 출현율

의 검사간 비교에서는 경음의 보상조음 출현율이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 모두에서 다른 말소

리에 비하여 높은 보상조음 출현율을 나타냈다. 논의 및 결론:  구개열 아동의 보상조음을 평가

할 때에는 낱말검사뿐만 아니라 자발화검사를 통해서 얻은 말 표본으로 보상조음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220-231.

핵심어:  연인두폐쇄부전, 구개열, 보상조음, 낱말검사, 자발화검사

Ⅰ. 서 론

구개열(cleft palate)이란 정상적으로 닫혀있어야 

할 구개의 해부학적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열려있는 것

을 말한다(Peterson-Falzone et al., 2001). 구개열 아

동들은 돌 전후 구개봉합수술을 받은 후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말소리를 산출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공

명이나 조음문제를 갖게 된다. 구개열 아동들은 연인

두폐쇄부전(velopharyngeal insufficiency), 입천장

에 생기는 누공(fistula), 치열과 부정교합, 잘못된 조

음 습관 등으로 인해 말소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중에서 말소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인두폐쇄부전이다(Peterson-Falzone et al., 2001). 

연인두폐쇄부전이 있으면 과다비성(hypernasality), 

비누출(nasal emission), 비누출로 인한 조음약화 등이 

나타나며 일부의 경우에는 보상조음(compensatory 

articulation)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상조음이란 연인

두폐쇄부전으로 인해 말소리 산출에 필요한 기류가 비

강으로 새어나가 구강 내에서 충분한 압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동들의 잘못된 적응행동으로 정

상적인 조음위치 대신 연인두포트(velopharyngeal 

port)보다 아래에 있는 인두나 후두 또는 성문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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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하는 것을 말한다. 

과다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인두 움직임을 직

접 관찰할 수 있는 투시조영술이나 비인두내시경을 

실시하여 연인두폐쇄부전의 크기와 형태 및 대칭성 

등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다. 만약 대상자가 검사 중

에 보상조음을 하게 되면 입술, 혀, 연구개 등이 조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인두 

측벽의 움직임이 많이 감소(Henningssonn & Isberg, 

1986)하여 연인두가 가진 최대한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강파열음을 산출할 때에

는 정상적인 연인두 움직임이 관찰되지만 보상조음이

나 동시조음(co-production, 조음장애에서 관찰되는 

오류인 co-articulation과는 다름)을 할 때에는 연인

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한 움직임을 보

이게 되며 평가자는 이를 약화(weakness)나 운동기

능 수행 불능(inability to perform motor activity)으

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Henningssonn & Isberg, 

1986). 이처럼 보상조음은 연인두 기제의 잠재적인 기

능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보상조

음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시조영술이나 비인두내시

경 검사와 같은 연인두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언어치료를 통해서 보상조음을 없

앨 때까지 연인두기능에 대한 평가를 미루라고도 하

였다(Peterson-Falzone et al., 2001). 그만큼 보상조

음 평가는 연인두 기능개선을 위한 수술을 위해서 매

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상조음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치료사

들에게 보상조음 평가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상조음

을 하는 구개열 아동들의 경우, 낱말수준에서는 조음

에 필요한 생리적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여 정조음에 

가깝게 조음하거나 보상조음을 하는 대신 동시조음 또

는 약화된 소리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상조음 

평가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치료사들은 이를 ‘생략’

된 소리로 오해할 수 있다. 이때 대상아동에게 목표낱

말을 포함한 문장수준의 자발화를 유도해보면 낱말수

준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보상조음을 관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속적인 발화에서는 조음에 필요한 생리적 

기능들의 좀 더 민첩한 협응을 요구하므로 보상조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인두

폐쇄부전 아동에 대한 조음평가에는 통상적인 낱말수

준의 평가와 더불어 자발화평가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두폐쇄부전 아동의 보상조음 

빈도와 양상이 낱말수준의 조음검사와 자발화 산출에

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개열 조음

에 대한 선행연구로 국내에서는 박미혜(1990), 이소

영․김영태(2001), 한은진(2002), 권남인(2003), 한진

순(2007)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구개열과 다른 

장애아동 집단의 조음을 비교하거나 구개열 아동의 

조음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음정확도라는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발화수준에서 구개열 아동의 

조음능력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자음정확도는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구개열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조음능력 평가방법으로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는데 Lohmander & Persson(2008), Baylis et 

al.(2008), Pereiara et al.(2008), Scherer et al.(2008), 

Morris & Ozanne(2003)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Kuehn & Moller(2000)은 자음정확도와 같

은 음성학적(phonetic)분석은 연령별로 습득하는 소리

에 단계가 있으며, 오류는 대치․생략․왜곡으로 분류

한다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조음을 

하는 구개열 아동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평가방법이라

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정

조음 여부를 판단하는 자음정확도로는 대상자마다 각

기 다르게 나타나는 보상조음 오류양상과 동시조음․

치열과 부정교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왜곡 등

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구개열 대상의 조음평가 분석

결과는 세부적인 치료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음정확도만으로 구개열 아동의 조음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국내연구 중에서 이소

영․김영태(2001), 한은진(2002)은 자음정확도 외에도 

대상자의 보상조음 빈도를 산출하여 연구결과에 제시하

였으나, 이는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상조음 빈

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구개열 조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rdin-

Jones et al.(2005)은 미취학 구개열 아동을 대상으

로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발병율을 연구하였는

데, 공식검사와 자발화검사를 통해서 성문음과 인두

음으로 나타나는 보상조음율을 산출하여 결과 해석

에 이용하였다. Willadsen & Albrechtsen(2006)는 

구개열 유아의 언어이전기 옹알이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유아와 보호자의 놀이장면을 녹화하여 

옹알이를 조음방법과 위치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두폐쇄부전 아동의 말 표

본을 낱말과 자발화 수준에서 얻고, 조음방법과 조음

위치별로 분석하여 낱말과 자발화수준에서 보상조

음 출현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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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상조음을 주소로 조음평가 의뢰된 아

동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제시하고자 설계

되었다. 따라서 언어치료실에 내원한 구개열 아동 중

에서 (1) 주요조음문제가 보상조음이고, (2) 조음능력 

초기평가 대상자 중에서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

고 (3) 만 3세-7세 아동으로 선정하였으며, 구개열의 

파열유형․수술 시기․일차 구개봉합수술법은 통제하

지 않았다. 대상자 중에서 2명의 아동이 Velo-cardio 

facial syndrome(연구개-심장-안면 증후군, 이하 

VCFS)을 동반하였으나 본 실험을 이해하고 수행하

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에 포함

시켰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별된 실험대상자는 총 

1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3(3;8-7;4)이었고, 

남아 3명․여아 7명이었다. 대상 아동별 자세한 정보

는 <표 - 1>과 같다. 

<표 - 1> 상 아동별 상세정보

성별 나이 열 유형 신드롬 여부

1 여 7;4 막하구개열 velo-cardio-facial

2 여 5;7 구개열 없음

3 여 6;11 막하구개열 없음

4 남 4;5 막하구개열 없음

5 여 4;8 막하구개열 없음

6 남 5;6 non-cleft VPI 없음

7 여 5;9 막하구개열 velo-cardio-facial

8 남 5;2 구개열 없음

9 여 4;1 막하구개열 없음

10 여 3;8 막하구개열 없음

2. 도구

가.  낱말 검사

(1) 낱말 선별 과정

본 연구에서는 낱말검사에 필요한 낱말목록을 만

들기 위해서 이미 임상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우

리말 조음 음운평가’(김영태․신문자, 2004)와 ‘아동

용 발음평가’(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 ‘한국

어발음평가’(이현복․김선희, 2001)의 검사낱말을 선

별․취합하였다. 검사도구 제작 당시 정상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검증절차를 거친 낱말

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낱말목록을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의 검사낱말은 30개, ‘아동

용 발음평가’는 37개, ‘한국어발음검사’는 80개이다. 

그 중에서 세 개의 검사도구에서 모두 사용한 낱말 4

개(나무, 토끼, 호랑이, 그네)와 두 개의 검사도구에서 

서로 중복된 낱말 17개(포도, 딸기, 사탕, 책 등)는 본 

검사목록에 포함시켰다. 

모음검사용 낱말 32개(‘우리말 조음 음운평가’에

서 7개, ‘한국어발음검사’에서 25개)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발음검사’의 모음검사용 낱말 중에서 

타 검사도구에서 자음검사용으로 사용한 낱말 4개

(그네, 눈사람, 머리, 병원)는 본 검사목록에 포함시

켰다. 따라서 모음검사용 낱말은 총 28개를 제외하

였다.

본 연구대상의 연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낱말

과 의성어 등(예, 면도/선녀/곶감/싸움/뚱뚱보/키다리

/짹짹/로봇/전화 등) 총 23개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결과 총 71개(세 개의 검사도

구에서 서로 중복된 낱말 21개와 ‘우리말 조음 음운평

가’에서 10개, ‘아동용 발음평가’에서 18개, ‘한국어발

음평가’에서 22개 낱말의 합)의 낱말이 검사낱말로 최

종 선정되었다.

기존의 검사도구에서는 낱말 1개당 1-2개의 자음

을 검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목표낱말에 포함된 

모든 자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지영․차재은(2003)

의 분류체계를 따라 어두초성․어중초성․어중종

성․어말종성의 4가지 단어내 위치에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아동용 발음평가․아동의 자발적 발화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낱말검사와 자발화검

사의 조음방법별 자음 출현율이 파열음은 높은 반면 

유음은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조음방법별 자음의 분

포비율의 순서는 파열음, 비음, 유음, 마찰음, 파찰음 

순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슷하였다. 아동용 발음

평가․아동의 자발적 발화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는 <표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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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아동용 발음평가․아동의 자발  발화와 
자음 출 율(%) 비교

열음 비음 마찰음 유음 찰음

낱말검사 47.86 26.90 10.40  7.58 7.24

자발화검사 45.75 26.79 11.39  7.69 8.35

아동용 발음평가
1) 40.00 27.10 14.30 10.00 8.60

아동의 자발  발화2) 36.00 31.70 12.50 10.80 9.00

1) 김민정․배소영․박창일(2007)

2) 신지영(2005)

또한 검사낱말 개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간 말 표본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Kenny et al.(1984)의 연구

에서는 검사낱말수가 49개로 가장 적었고, McLeod 

et al.(1994)와 Morrison & Shriberg(1992)의 연구에

서는 각각 72개와 76개의 낱말을 검사했으며, Healy 

& Madison(1987)의 연구에서는 검사낱말수가 82개

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71개의 검사낱말은 자음출현

빈도가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하고 검사낱말의 개수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실험도구로 사용하였다. 

(2) 그림카드 제작

검사낱말 71개에 대한 그림카드는 총 69개이었다. 

그림카드의 그림은 기존 검사의 그림카드를 칼라 복

사하여 연구자가 직접 그림카드를 제작(가로 26cm×

세로 18cm) 하였다. 그림 자료 중에서 목표낱말이 불

분명하다고 판단된 6개(한국어발음평가 중에서 밥, 

칼, 풍선, 공, 시계, 돈)는 다른 그림으로 교체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좀 더 수월하게 목표낱말을 산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비슷한 항목별로 분류(음식, 신체․의

류, 생활도구․가전, 자연, 동물 등)하여 그림카드의 

순서를 정하였다. 

나.  자발화 검사

아동의 자발화 산출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대상

아동과 놀이를 진행했다. 아동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서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감을 준비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준비한 놀이감(소꿉놀이, 마트놀이, 뽀로로 마을

놀이 등)중에서 아동의 성별과 연령을 반영하여 대상

에 맞게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실험은 아동의 집 또는 언어치료실에서 진행했다.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의 실험 전과정을 캠코더

(DCR-DVD 755, SONY)에 외장마이크(서라운드 

마이크로폰 ECM-L100, SONY)를 장착하여 녹화하

였다. 

가.  낱말 검사

낱말검사는 약 8분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그림

카드를 아동 앞에 세우고, 한 장 씩 넘기면서 ‘이게 뭐

지?’ 라고 물으면, 그림을 보고 아동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아동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낱말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어 최대한 아

동의 이해를 도와준 후에 다시 물어서 아동이 자발적

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차례 자발적인 대답

을 유도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 따라말하기 수준의 대

답은 피하고자 간접적인 모방(이건 ○○○이야. 이게 

뭐지?)을 주어서 아동이 대답하도록 하였다. 

나.  자발화 검사

자발화검사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아동과 놀이를 통한 1:1대화를 진행하였다. 자발화 유

도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몇 차례 간접적인 모방을 통

해서 대답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연구자가 먼저 특정 

운반구(○○ 샀어요, ○○ 계산해 주세요, ○○야 같

이 놀자, ○○는 집에 있어 등)를 들려주어 아동이 부

담을 갖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4. 자료 분석

가.  채점 기준

목표발음에 대해서 보상조음을 하는지 여부를 분

석하였다. 발달상 흔히 나타나는 조음오류의 경우 목

표발음과 상관없이 아동이 발음한 음소에 대해서 보

상조음 여부를 판단하였다. 심한 왜곡으로 인해 불명

료하거나 생략한 음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동시

조음은 보상조음으로 간주하였다. 

나.  신뢰도

보상조음 여부 판정에 대해서 검사자내, 검사자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검사자내 신뢰도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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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전체 자료 중에서 2명 아동의 낱말검사와 자발

화검사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료에 

대한 보상조음 여부 판정을 위해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의 일치도를 산출하였으며, 검사자내 신뢰

도는 평균 91.05%였다. 검사자간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개열 언어치료 경력이 10년 이상인 1급 언

어치료사 1명이 분석한 자료와 연구자의 분석자료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이때 전체 자료 중에

서 3명의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 자료의 보상조음 여

부를 비교하였다. 낱말검사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평

균 91.13%(범위 89.47%-92.78%)였고, 자발화검사

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평균 88.45%(범위 79.69%-

93.07%)였다. 

Ⅲ. 연구 결과

구개열 아동이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에서 나타난 

자음과 발화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 3>과 같다. 

<표 - 3>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에서 나타난 아동별 
총 발화, 자음, 평균 어  수

상자

(10명)

낱말검사 자발화검사

총 자음 

수

총 

발화수

발화당 평균 

어 수 (범 )

총 자음 

수

A 199 65  2.10 (1-25) 332

B 187 67 1.60 (1-4) 320

C 194 72 1.47 (1-3) 313

D 187 65 1.94 (1-5) 287

E 185 69 1.67 (1-4) 270

F 191 68 2.44 (1-9) 491

G 191 80 1.40 (1-4) 271

H 192 59 1.61 (1-5) 224

I 193 76  2.36 (1-11) 409

J 180 78 1.60 (1-5) 319

평균  189.9  69.9   1.82  323.6

※ 자음 수는 초성과 종성을 합한 것임.

낱말검사를 통해서 아동이 산출할 수 있는 자음은 

총 194개였다. 가능하면 목표낱말과 동일하게 산출하

도록 유도하였으나, 간접모방으로도 목표낱말 산출을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이 산출한 발화를 그

대로 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표 - 3>의 기

술통계 결과를 보면, 최소 180개에서 최대 199개의 자

음이 산출되었다. 자발화검사는 아동이 연구자와 자

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의미 

있는 발화로 인정하였다. ‘네, 아니오’와 같은 대답이

나 불명료한 조음으로 인해 알아들을 수 없는 발화는 

분석자료에서 삭제한 결과, 최소 59개에서 최대 80개

의 발화가 산출되었고, 자음 수 역시 아동마다 차이를 

보였다. 구개열 아동이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에서 

산출한 자음의 조음방법별 출현빈도에 대한 기술통계

는 <표 - 4>과 같다.

<표 - 4>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에서 나타난 조음
방법별 자음 출 율(%)

낱말검사 자발화검사

조음방법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열음 47.86 4.56 45.75 6.03

찰음  7.24 1.89  8.35 1.50

마찰음 10.40 3.27 11.39 3.02

비음 26.90 2.31 26.79 5.58

유음  7.58 3.09  7.69 1.41

※ 출현율은 초성과 종성을 합한 것임.

<표 - 4>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조음방법별 자

음의 분포비율은 파열음, 비음, 유음, 마찰음, 파찰음 

순으로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가 비슷하였다. 

1. 검사간 보상조음 출현율 비교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에서 나타난 보상조음 출현

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 5>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의 보상조음 출 율
(%)에 한 응표본 t -검정 결과

낱말검사 자발화검사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 p

보상조음 출 율 14.42 7.73 18.78 8.91 -5.705 .000**

** p< .001

구개열 아동들은 낱말검사에서는 평균 14.42%의 

보상조음 출현율을 보인 반면에 자발화검사에서는 평

균 18.78%의 보상조음 출현율을 보였고, 대응표본 t -

검정 결과(t = -5.705, df = 9, p = .000) 유의미한 차

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아동별 낱말검사와 자발

화검사에서 나타난 보상조음 출현율은 <그림 -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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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낱말검사와 자발화검사에서 나타난 상자별 보상조음 출 율(%)의 검사간 비교  

같다. 대상자 10명 중 9명의 아동이 낱말검사보다 자발

화검사에서 더 높은 보상조음 출현율을 보였고, 1명의 

아동(그림- 1에서 아동C)은 낱말검사에서 11.86%․

자발화검사에서 11.82%의 보상조음 출현율을 보였다. 

2. 조음방법별 보상조음 출현율의 검사간 비교

조음방법별로 나타난 보상조음 출현율의 검사간 비

교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 6> 조음방법별 보상조음 출 율(%)에 한 
응표본 t - 검정 결과

낱말검사 자발화검사

보상조음 

출 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 p

열음 22.97 10.82 27.63 9.99 -3.164  .011
*

찰음 28.02 21.84 41.51 16.72 -2.424  .038*

마찰음 14.27 15.03 26.30 22.24 -2.266  .050

비음  .20  .65  1.63  2.14 -2.115  .064

유음  .00  .00  .80  1.48 -1.707  .122

* p< .05

<표 - 6>의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파열음(t =

-3.164, df = 9, p = .011)과 파찰음(t = -2.424, df = 9, 

p = .038)에서 검사방법간 보상조음출현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찰음의 경우 보상조음의 평

균 출현율이 14.27%이고, 자발화검사에서는 26.30%

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조음위치별 보상조음 출현율의 검사간 비교

자음을 조음위치별로 나누어 보상조음 출현율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조음위치에서 나타난 보상조음 

출현율의 검사간 비교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는 <표 - 7>과 같다. 

<표 - 7> 조음 치별 보상조음 출 율(%)의 검사간 
비교에 한 응표본 t -검정 결과

낱말검사 자발화검사

보상조음 

출 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t p

양순음  7.24  5.73  8.46  6.52  -.875 .400

치조음 13.15  8.47 11.94  7.33  1.110 .296

경구개음 28.02 21.84 41.51 16.72 -.2424 .038
*

연구개음 21.24 10.56 37.25 15.04 -.5415 .000**

성문음  .83  2.63  2.85  9.03 -1.000 .343

* p< .05, ** p< .001

<표- 7>의 대응표본 t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

구개음(t = -.2424, df = 9, p = .038)과 연구개음(t =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220-231

226

<그림-2> 음소별 보상조음 출 율 - 성

-5.415, df = 9, p = .00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나, 양순음과 치경음 및 성문음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4. 음소별 보상조음 출현율의 검사간 비교

이상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대상아동 

10명이 산출한 음소별 보상조음 오류빈도를 음소별 

전체 출현빈도로 나누어 음소별로 보상조음 출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아동별 자료를 살펴본 결과, 특정음

소에서만 보상조음 오류를 보이거나 일부 음소에 대

해서는 보상조음 오류를 보이지 않는 등 아동에 따라 

보상조음 오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계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전체적인 

보상조음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 2>와 같이 

음소별 보상조음 출현율의 평균값만 제시하였다. 또

한 이상의 연구결과에서는 종성에 대한 보상조음 출

현율을 포함하였으나, 전체보상조음 출현빈도에서 종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음

소별 보상조음 출현율 분석에서는 초성에 한하여 살

펴보았다. 

Ⅳ. 논의 및 결론

연인두폐쇄부전 아동들은 낱말검사보다 자발화검

사에서 더 높은 보상조음율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보상조음을 하는 연인두폐쇄

부전 아동들은 낱말검사를 통해 얻은 말 표본만을 평

가하기 보다는 자발화검사를 통해서 얻은 말 표본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말소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아동의 말 표본을 조음방법과 조음

위치 및 발성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말 

표본을 조음방법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구강자음인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두 검사방법간 보상

조음 출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비강자음

인 비음과 유음에서는 보상조음 출현율이 현저히 낮

았다. 이는 연인두폐쇄부전으로 인해 유음과 비음보

다는 구강내 압력이 필요한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더 

많은 보상조음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구개열 아동의 보상조음을 평가할 때 구강압력자

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서 제작된 조음검사도구들은 검사낱말에 비음과 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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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장애를 대상으로 사용

되고 있으나 기능적 조음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낱말

검사를 구개열 아동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인두폐쇄부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보상조음의 특성

을 좀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강압력자음 

낱말 목록에 중점을 두어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다. 구개열 아동의 조음특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

록 개발된 검사도구로는 The Iowa Pressure Articula-

tion Test(IPAT)와 Bzoch Error Patterns Diagnostic 

Articulation Test, a part of the Templin-Darley 

Test of Articulation 등(Kummer, 2001)이 있다. 

구강내 지속적인 기류의 흐름이 필요한 마찰음의 

경우, 낱말검사에서는 평균 14.27%․자발화검사에서

는 평균 22.24%의 보상조음 출현율을 보였음에도 불

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찰음 역시 낱말수준보다는 

자발화수준에서 더 높은 보상조음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음방법별 분류에서 보상조음 출현율이 낱말수준

과 자발화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파열음과 

파찰음을 살펴보면, 파찰음은 경구개음만으로 이루어

졌으나 파열음은 양순음․치경음․연구개음으로 이

루어져있다. 따라서 파열음을 조음위치별로 분류하여 

낱말수준과 자발화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경구개음과 연구개음의 보상

조음 출현율이 낱말과 자발화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조음방법별 분류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파찰음인 경구개음, 파열음 중에

서는 연구개음에서만 낱말과 자발화수준의 말 표본에 

따라 보상조음 출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개음의 보상조음 출현율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낱말검사(21.24%)보다 자발화

검사(37.25%)에서 약 2배의 보상조음 출현율을 보였

다. 이처럼 구강압력자음인 파열음 중에서도 연구개

음의 보상조음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기

류역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말소리를 산출

하기 위해서는 성문상압과 성문하압이 필요하며 성문

하압이 성문상압보다 커야만 말소리가 산출된다. 안

은정(2001)에 따르면, 연구개음은 양순음이나 치조음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문상압을 필요로 하며 

이보다 더 큰 성문하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대적

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결과 연구개음

의 VOT도 길어진다고 하였다. 개방후 무성기간이란 

파열음의 조음을 위한 막음이 개방된 시점에서부터 

성대 진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무성기간을 말하는

데(이호영, 1996), 신지영(1998)은 정상인의 파열음에 

대한 VOT값은 조음점이 후방에 위치할수록, 즉 연구

개음이 양순음이나 치경음에 비해서 VOT가 길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인두폐쇄부전으로 인해 보상조음을 

하는 구개열 아동들은 연구개음과 같이 큰 압력 형성

을 필요로 하는 소리를 산출할 때 구조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은 문장수준의 자발화에서 

더 크게 작용하여 낱말검사보다 자발화검사에서 더 

높은 보상조음 출현율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음소별 보상

조음 출현율 결과에서 나타난 경음의 보상조음 출현

율이다. 경음은 다른 음소에 비해서 낱말검사와 자발

화검사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조음 출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말소리 산출시 연구개 거상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구개범거근(Levator 

veli palatini muscle)의 활동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김인수(2008)는 한국어의 폐쇄자음 발화시 구개범거

근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근전도 검사결과 경

음․연음․격음 순으로 근전도가 상승하여 피크에 도

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즉, 경음

이 근전도 신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피크에 도달하

는 시간이 가장 짧다는 것을 말하며, 경음 산출시 구

개범거근의 움직임이 연음과 격음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더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인두폐쇄

부전으로 인해 보상조음을 하는 구개열 아동들의 경

우 구개범거근의 활동성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말

소리 산출시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상조음 오류를 보

이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구개열 아동의 보상조음 평

가시 자발화검사가 중요하며, 조음위치․조음장소․

음소별 분석을 통해 구강압력자음 중심으로 구성된 

검사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낱말

검사와 자발화 검사간 보상조음 출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음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 추론해봄으로써 구

개열 아동의 보상조음 양상을 제시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구개열 유형에 따른 비교연

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아 Velo-cardio facial syndrome

(연구개-심장-안면 증후군)을 동반한 아동이 2명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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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고, 구개열 유형별로는 점막하구개열과 구개열 

뿐만 아니라 non-cleft VPI 아동이 포함되는 등 연구

대상이 다양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발화검사를 통해서 얻은 말 표본을 살펴

보면 총 발화수가 최소 59개에서 최대 80개였으며 총 

음소개수는 224개에서 491개로 대상자별 편차가 발

생하였다. 게다가 발화당 최대 8-9어절을 산출한 아

동이 있는 반면 평균 1-2어절 수준의 발화를 산출한 

아동도 있었다. 이는 대상아동의 언어능력 편차에 따

른 결과라기보다는 보상조음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

통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Velo-cardio facial 

syndrome(연구개-심장-안면 증후군)을 동반한 아동

들은 낯가림이 심한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와의 1:1 놀

이를 통한 자발화 유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택한 자발화 수집

방식 외에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 활동을 촬영하

거나 낱말검사와 동일한 목표음소를 포함한 문장따라

말하기 방식의 평가를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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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hildren with velopharyngeal insufficiency due to cleft palate produce compensatory 
articulation at a different rate depending on the type of speech task. Specifically, we 
compared their frequencies of compensatory articulation in a single word production test 
and in connected speech.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ten children with velopharyngeal
insufficiency of ages ranging from 3 to 7 and their main articulation problem was 
compensatory articulation. Cleft type, the time of surgery, and the method of primary 
palatal surgery were not controled. A single word production task was generated by 
adjusting three formal articulation tests. Each child was tested with the single word 
production task and was asked play with the examiner to obtain connected speech. The 
rate of compensatory articulation was calculated from the two types of speech samples. 
The occurrence of compensatory articulation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manner and 
the place of articulation. Results: In terms of the total number of compensatory articu-
lation, the children with velopharyngeal insufficiency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compensatory articulation during connected speech relative to single word production. 
Further analysis based on the manner and the place of articualtion revealed that such 
difference was observed only in some specific types of phonemes. The children produced 
compensatory articulation more frequently in connected speech than in single word 
production, when they produced velar stops and affricates which are all palatal in Korean. 
Discussion &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t is recommended 
to obtain connected speech as well was single word production in order to evaluate 
compensatory articulation of children with cleft palate. It is also suggested that for 
planning effective intervention of compensatory articulation, an in-depth analysis of 
compensatory articulation is necessary rather than a binary analysis procedure such as 
percent correct consonant. In addition, a list of words oriented to pressure consonants 
needs to be developed for more efficient assessment of compensatory articul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220-231)

Key Words: velopharyngeal insufficiency, cleft palate, compensatory articulation, single 
word production test, connecte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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