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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김 태. 취학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음운인식에 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7, 제12권, 

제1호, 32-51. 배경  목 : 언어연령 4～5세의 취학  단순언어장애아동들과, 이와 생활연령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들간의 음운인식능력을 비교하고자 하 다. 방법: 실험집단은 

단순언어장애아동 15명을, 그리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생활연령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아동 각 

15명씩으로 체 45명의 아동들을 상으로 하여, 각 집단의 음운인식검사의 총 수를 비롯한 과

제별(변별  분 ), 음운구조별(음   음소), 음운 치별(첫음 , 끝음 , 첫음소, 끝음소) 음운

인식능력을 살펴보았다. 결과  결론: 단순언어장애아동들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 다. 특히 음운구조와 음운 치에 따른 음운인식능력은 음 수

보다는 음소수 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간의 능력차이가 찰되었다. 그러

나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음운인식능력에서 두드러진 결함을 보이는 것은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음운인식능력, 단순언어장애, 언어장애

Ⅰ. 서 론

음운인식이란 구어(spoken word)를 구성하는 말소리들( : 음 , 음소 등)에 한 인식을 의미

한다. 음운인식은 읽기습득의 요한 측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음운

인식능력과 읽기발달간의 긴 한 계가 지지되고 있다(윤미정, 2004; 이진옥, 2002; 이차숙, 1999; 

Bishop & Snowling, 2004; Briscoe, Bishop & Norbury, 2001; Flax et al., 2003; Lombardino et al., 

1999; McArthur et al., 2000; Windsor, 2000). 

기의 읽기  쓰기 발달은 구어의 발달과 긴 한 련성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Boudreau & 

Hedberg, 1999; Catts et al., 2002; Maclean, Bryant & Bradley, 1987)와 일반 으로 취학 에 말․언어장

애를 보 던 아동이 취학 이후 읽기와 쓰기 등의 언어 역, 더 나아가서는 반 인 학습 역에서도 문제

1)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1358-1-1). 본 논문

의 일부자료는 강진경(2006)의 석사학 논문에서 발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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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 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Felton & Pepper, 1999; Hallahan et al., 2005)을 통해 말․언어장

애아동들은 기 문해력 습득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지닐 험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 이로 인해 

말․언어장애아동들의 기 읽기와 쓰기에 한 조기 진단  재의 필요성이 실해지고 있다. 그러므

로 말․언어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읽기발달의 요한 측요인이라고 밝 진 

음운인식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언어치료 역에 많은 임상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말․언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발달에 한 연구들은 크게 언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능력

과 조음음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능력 혹은 조음음운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아동의 음운인

식능력을 일반아동의 음운인식발달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에서도 조음음

운기술과 음운인식기술의 발달간의 계에 해서는 조음음운장애와 언어장애가 동반될 경우에만 이

것이 음운인식  읽기습득에서의 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Bishop & Adams, 1990; 

Catts, 1993; Larrivee & Catts, 1999; Leitao, Hogben & Fletcher, 1997; Webster & Plante, 1992). 

음운인식은 읽기과정에 있어서의 그 역할이 가장 리 연구되어왔으며 특히, 기 읽기  쓰기기술 

습득과 련한 단어재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요한 요인으로 주목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음운인식에 

해서만 지나치게 다루어져왔다는 지 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음운인식 련연구가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다(Scarborough, 1998). 그러나 읽기와 음운인식의 계가 일반아동을 상으로 

리 연구되어온 것과는 달리 취학  언어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음운인식연구는 상 으로 매우 드물었

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단순언어장애를 포함한 언어장애아동들의 읽기기술에 해 다루었지만, 여타 

변인을 통제하여 단순언어장애만을 보이는 취학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에 해 설명된 바가 부족했으며, 

취학  단순언어장애아동이 보이는 음운인식양상에 한 국내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구어 인 지능에서 한 지체를 보이지 않고, 청력, 신경, 구강기능, 

신체, 사회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없으며 표 화된 언어검사에서 -1.25 SD 이하를 보이는 취학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이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기술을 비교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단순언어

장애아동의 음운인식기술양상을 이해하여 이들의 기 읽기  쓰기 습득을 돕는데 용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운인식능력 과제의 총 은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2) 과제의 종류(음운변별  음운분 )에 따른 음운인식능력은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3) 음운구조의 종류(음   음소)에 따른 음운인식능력은 세 집단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4) 음운 치의 종류(첫음 과 끝음 , 첫음소와 끝음소)에 따른 음운인식능

력은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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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언어연령이 4세 0개월에서 5세 11개월 사이인 단순언

어장애아동 15명을 실험집단으로 하 으며, 이와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5명, 생활연령을 일

치시킨 일반아동 15명을 통제집단으로 하 다. 상자의 연령은 여러 국내 문헌에 근거하여 음운인식

의 발달이 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만 4, 5세를 상으로 하 다(김선정, 2005; 이차숙, 1999; 

홍성인, 2001). 

단순언어장애아동 선정 기 은 Stark & Tallal의 기 (김화수, 2004)  단순언어장애아동 련 

국내연구문헌(이윤경, 2003; 이효진, 2001)에 근거하여 (1) 언어치료사에 의해 ‘단순언어장애’로 진단을 

받고, (2) 취학  아동의 수용언어  표 언어 발달척도(PRES)(김 태․성태제․이윤경, 2003) 검사

결과 자신의 생활연령보다 수용언어는 6개월 이상, 표 언어는 1년 이상 지체되었으며, (3) K-WPPSI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박혜원․곽 주․박 배, 1997)의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 지능이 85이상을 보여 정상범 에 속하며, (4) 시각과 청각을 포함한 감각장애, 

정서  행동장애, 뚜렷한 신경학  이상을 보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 다. 

일반아동은 (1)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 혹은 주 양육자에 의해 인지, 언어, 신체 

발달이 정상이며 청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 아동의 수용언어능력이 정상범주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해 그림어휘력검사(김 태 외, 1995)를 실시한 결과 백분  수가 -1 SD 이

상에 속하여 정상언어발달을 보이는 아동만을 선정하 다. 그리고 언어연령 일치집단은 단순언어장

애아동의 PRES 검사결과 통합언어연령과 동일 연령 에 속하며 그림어휘력검사 결과 동일한 등가

연령 의 아동들로 구성하 다. 생활연령 일치집단은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일 일로 일치시켰을 

때 생활연령이 ± 3개월 이내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정하 다.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의 평균 생활연령은 75.27개월이었으며, 생활연령일치집단의 평균 생활연령

은 74.93개월이었다. 집단의 통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해 집단간 t -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08, p> .05). 

그리고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의 평균 그림어휘력 수는 63.20 이었으며, 언어연령일치집단의 평균 

그림어휘력 수는 63.20이었다. 두 집단간 t -검증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언어연령일치집단

간에는 그림어휘력 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0, p > .05). 그 외에도,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

의 상자 선정을 해 실시한 검사 결과 실험집단(SLI)의 PRES를 통해 도출된 통합언어연령의 평균

은 56.8개월이었으며, 표 편차는 7.31개월이었다. 실험집단의 동작성지능검사 결과 평균은 106.6 이

었으며, 표 편차는 12.32 이었다. 

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총 15명  여아가 2명이고 남아가 13명으로 구성

되어 이 비율에 따라 언어연령일치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도 각각 여아 2명, 남아 13명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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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과제

음운인식능력 검사는 한국어 학령  아동 읽기 능력 검사(김 태, 2005)의 일부를 이용하여 실시

하 다. 음운인식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 에 읽기능력에 한 

측력이 높다고 보고된(권오식․윤혜경․이도헌, 2001; Ball, 1993; Scarborough, 1998) 음 변별, 음

분 과 음소변별, 음소분  과제를 만들어 사용하 다. 

음운인식능력 검사에 사용된 단어는 연구 상 아동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에게 

실시한 비검사 결과를 통해 아동이 소리를 듣고 수행해야 하는 음운변별검사를 실시할 때, 과제에 

집 할 수 있도록 취학  아동들에게 친숙한 일상어이면서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어로 선정하기 

해 MCDI-K (배소 , 1995)와 재미있는 언어치료(김두라, 2004)에 포함된 단어 목록을 참고하여 구

성하 고, 검사진행시 소리자극과 함께 그림자료를 제시하 다. 한 비검사를 통해 음운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림자극이 오히려 아동의 집 력에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운분

검사시에는 소리자극만 제시하 다. 

가. 음운변별과제 

음 변별과제에서는 2음 의 CVCV 는 CVCVC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  그림으로 표 될 수 

있는 단어를 선별하여 제시된 3가지의 자극어  목표음 이 포함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 다. 음소

변별과제에서는 1음 의 CV와 CVC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  그림으로 표 될 수 있는 단어를 선별하

으며 역시 제시된 3가지의 자극어  목표음소가 포함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 다. 한 성변별

과제와 종성변별과제를 고려하여 아동이 목표음소변별에 집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지  부담을 최

소화하기 해 목표음소를 제외한 성모음  종성자음은 모두 불일치시켰다. 총 수는 문항당 1

으로, 음 변별이 10 , 음소변별이 10 으로 총 20 이었다. 

나. 음운분 과제

음 분 과제에서는 두 개의 1음 단어가 결합된 2음  합성어( : 손발)와 2음  단일어( : 

나무)를 선택하여 종성의 유무로 나 어 소리자극으로만 제시하 다. 음소분 과제에서는 1음  단

어와 2음  단어를 종성의 유무로 나 어 역시 소리자극으로만 제시하 다. 총 수는 문항당 1 으

로, 음 분 이 14 , 음소분 이 14 을 합하여 총 2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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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

가. 검사 차

음운인식검사는 음 변별검사부터 실시하 다. 다음으로 음소변별, 음 분 , 음소분  순으로 

진행하 다. 음 변별과 음소변별의 경우 각 문항마다 A4지에 3개의 그림을 구어지시와 함께 제공하

다. 아동에게는 2회의 자극제시를 하 고 이후의 답변에 해서는 오반응처리를 하 다. 

Ⅲ. 연구 결과

1.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음운인식능력 차이 비교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언어연령일치집단, 생활연령일치집단간의 음운인식능력의 차이를 비교

하기 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음운인식능력 과제 총 수의 비교

세 집단간 음운인식과제 총 수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 1>과 같다.

<표 - 1> 음운인식과제 총 수의 세 집단간 평균과 표 편차

집단
음운인식과제 총

평균 표 편차

SLI (n=15)

N-LA (n=15)

N-CA (n=15)

21.73

22.53

39.20

7.61

9.38

8.06

N-LA: 언어연령일치집단, N-CA: 생활연령일치집단

음운인식과제 수행결과 총 48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은 평균 21.73 이었고,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평균 22.53 , 생활연령일치집단은 평균 39.2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 

언어연령일치집단, 생활연령일치집단 순으로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간 음운인식과제의 총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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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음운인식과제 총 의 세 집단간 변량분석 결과(N = 45)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음운인식과제 총

집단간 2917.51  2 1458.76 20.75
***

집단내 2953.07 42   70.31

합  계 5870.58 44

***
p< .001

음운인식과제 총 의 세 집단간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 .001, F(2,42) = 20.75), Scheffé 사후검증결과 수 에서 단순언어장애아

동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 언어연령일치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과제의 종류(음운변별  음운분 )에  

따른 음운인식과제 수행능력 비교

세 집단간 음운변별  음운분  과제수행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 3>과 같다.

<표 - 3> 음운변별  음운분 과제의 세 집단간 평균과 표 편차

집단
음운변별과제 음운분 과제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SLI (n=15)

N-LA (n=15)

N-CA (n=15)

10

10.87

17.47

4.63

5.55

3.02

11.73

12.47

21.73

3.79

5.77

5.60

N-LA: 언어연령일치집단, N-CA: 생활연령일치집단

음운변별과제의 수행결과 총 20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은 평균 10 이었고, 언어연령일치집

단은 평균 10.87 , 생활연령일치집단은 평균 17.4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분 과제의 수행결과 총 

28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은 평균 11.73 이었고, 언어연령일치집단은 평균 12.47 , 생활연령일치

집단은 평균 2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은 평균 10 이었고, 언어연령일치집단은 

평균 10.87 , 생활연령일치집단은 평균 17.4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제에서도 역시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 언어연령일치집단, 생활연령일치집단 순으로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간 음운변별  음운분 과제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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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음운변별  음운분  과제의 세 집단간 변량분석 결과(N = 45)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음운변별과제

집단간  500.31  2 250.16 12.22
***

집단내  859.47 42  20.46

합  계 1359.78 44

음운분 과제

집단간  932.04  2 466.02 17.70***

집단내 1105.60 42  26.32

합  계 2037.64 44

*** p< .001

음운변별  음운분  과제수행결과에 하여 세 집단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과제 

모두에서 세 집단간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음운변별과제 F(2,42) = 12.22, 

p < .001, 음운분 과제 F(2,42) = 17.70, p < .001,) Scheffé 사후검증결과 음운변별과제에서는 단순언어

장애아동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운분 과제에서

는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 언어연령일치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의 음운구조(음   음소)에 따른 음운

인식과제 수행능력 비교

세 집단간 음운구조(음   음소)별 과제수행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 5>과 같다.

<표 - 5> 음운구조별 과제수행의 세 집단간 평균과 표 편차

집단
음 수 과제 음소수 과제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SLI (n=15)

N-LA (n=15)

N-CA (n=15)

17.60

17.87

23.27

5.14

6.50

0.96

 4.13

 4.67

15.93

3.79

4.20

7.65

N-LA: 언어연령일치집단, N-CA: 생활연령일치집단

세 집단간 음운구조별 과제수행 결과 음 수 과제와 음소수 과제 각각 총 28   단순언어장

애아동집단은 음 수 에서 평균 17.60 , 음소수 에서 평균 4.13 을 얻었고, 언어연령일치집단은 음

수 에서 평균 17.87 , 음소수 에서 평균 4.67 을 얻었다. 생활연령일치집단은 음 수 에서 평균 

23.27 , 음소수 에서 평균 15.93 을 얻었다. 이 과제에서도 역시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 언어연령일

치집단, 생활연령일치집단 순으로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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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단간 음운구조별 과제수행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6>과 같다.

<표 - 6> 음운구조별 과제수행의 세 집단간 변량분석 결과(N = 45)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음 수 과제
집단간
집단내
합  계

 306.71
 974.27
1280.98

 2
42
44

156.36
  23.197

 6.61
**

음소수 과제
집단간
집단내
합  계

1332.31
1270.00
2602.31

 2
42
44

666.16
 30.24

22.03
***

**
p< .01, 

***
p< .001

세 집단간 음 수   음소수  과제결과의 변량분석결과, 음 수 과제와 음소수 과제 모두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수 과제 F(2,42) = 6.61, p< .01, 음소수 과제  

F(2,42) = 22.03, p< .0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 언어연령일

치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 치(첫음   끝음 , 첫음소  끝음소)에  

따른 음운인식과제 수행능력 비교

세 집단간 음운 치별 과제수행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 7>, <표 - 8>과 같다.

<표 - 7> 첫음   끝음 수  과제의 세 집단간 평균과 표 편차

집단
첫음 수 과제 끝음 수 과제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SLI (n=15)

N-LA (n=15)

N-CA (n=15)

 9.00

10.00

11.93

2.88

3.23

0.26

 8.60

 7.87

11.33

2.69

3.44

0.90

N-LA: 언어연령일치집단, N-CA: 생활연령일치집단

세 집단간 첫음 수  과제수행 결과, 총 12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은 평균 9 , 언어연령일

치집단은 평균 10 , 생활연령일치집단은 평균 11.93 을 보 다. 끝음 수  과제수행 결과, 총 12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은 평균 8.60 , 언어연령일치집단은 평균 7.87 , 생활연령일치집단은 평균 

11.33 을 보 다. 첫음 수 과제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 언어연령일치집단, 생활연령일치집단 

순으로 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 으며, 끝음 수 과제에서는 언어연령일치집단, 단순언어장애아동

집단, 생활연령일치집단 순으로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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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첫음소  끝음소수  과제의 세 집단간 평균과 표 편차

집단
첫음소수 과제 끝음소수 과제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SLI (n=15)

N-LA (n=15)

N-CA (n=15)

2.33

2.80

4.47

1.80

2.81

4.00

1.80

1.87

3.78

2.27

1.60

3.88

N-LA: 언어연령일치집단, N-CA: 생활연령일치집단

세 집단간 첫음소수  과제수행 결과, 총 12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은 평균 2.33 , 언어연

령일치집단은 평균 2.80 , 생활연령일치집단은 평균 4.47 을 나타냈고, 끝음소수  과제수행 결과, 총 

12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은 평균 1.80 , 언어연령일치집단은 평균 1.87 , 생활연령일치집단은 

평균 3.78 으로 나타났다. 이 과제에서도 역시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 언어연령일치집단, 생활연령일

치집단 순으로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간 음운 치별 과제수행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9>, <표 - 10>과 같다.

<표 - 9> 첫음   끝음 수  과제의 세 집단간 변량분석결과(N = 45)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첫음 수 과제

집단간  66.71  2 33.36 5.33
*

집단내 262.93 42  6.26

합  계 329.64 44

끝음 수 과제

집단간 100.13  2 50.07 7.55
**

집단내 278.67 42  6.64

합  계 378.8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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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집단의 첫음   끝음 수  과제수행의 변량분석결과 두 과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첫음 수 과제 p< .05, F(2,42) = 5.31, 끝음 수 과제 p< .01, F(2,42) = 7.5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첫음 수 과제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끝음 수 과제에서 생활연령일치집단과 언어연령일치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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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0> 첫음소  끝음소수  과제의 세 집단간 변량분석결과(N = 45)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첫음소수 과제

집단간 326.53  2 163.27 18.80
***

집단내 364.67 42   8.68

합  계 691.20 44

끝음소수 과제

집단간 340.31  2 170.16 22.23
***

집단내 321.47 42   7.65

합  계 661.78 44

***
p< .001

세 집단의 첫음소  끝음소수  과제수행의 변량분석결과 두 과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첫음소수 과제 F(2,42) = 18.80, p < .001, 끝음 수 과제 F(2,42) = 22.23, 

p < .0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과제수행 모두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

단, 언어연령일치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결론

1.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반 인 음운인식능력

언어연령이 4～5세인 단순언어장애아동집단과 이와 언어연령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집단간에 음운인식능력을 비교해본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평균 6세 3개월)의 음운인식능력은 생활연

령일치집단(평균 6세 3개월)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어연령일치집단(평균 4세 8개월)과 

생활연령일치집단간에도 부분의 과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4세와 6세의 일반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운인식능력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김선정, 2005; 박향아, 2000; 홍성인, 2001; Felton & Pepper, 1999).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의 음운인식과제의 

수행력을 평가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었으며(서유경, 2005; Boudreau & Hedberg, 1999; Gillon, 2000; 

Magnusson & Naucler, 1990a, 1990b),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의 음운인식과제능력을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  지능변인을 통제하여 순수하게 단순언어장

애아동들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취학  언어장애아동의 조기 읽기  쓰기 교육

에 시사 을 제공할만한 취학  단순언어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

에서는 세 집단의 음운인식수행능력을 비교했을 때, 모든 과제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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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일반아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언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 음운인식능력에서 두드러진 결함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끝음

인식능력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제에서 통계 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

언어장애아동은 세 집단  일 으로 가장 낮은 음운인식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은 이들의 음운인식능

력의 양상이 동일한 언어능력을 지닌 래와 완 히 일치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 언어능력(상 언어 능력, 언어 능력, metalinguistic skills)이 읽기와 상 이 있으며, 단

순언어장애아동의 상 언어능력이 래 일반아동에 비해 조하다는 선행연구(Menyuk & Chesnick, 

1997)를 통해 비추어보았을 때 음운인식은 언어구조와 말소리 등을 인식하고 조작하는 상 언어능력의 

일부분이며, 상 언어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음운인식과제에서 래 일반아동

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일 수 있음을 짐작  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상 언어

능력의 결함에 한 Menyuk & Chesnick (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2.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의 양상

그동안의 일반아동을 상으로 한 음운인식능력 연구에 의하면 음운인식능력은 정규 읽기, 쓰기 

교육이 시작되기 부터 발달이 시작되어 학령기 이후까지 계속 으로 발달이 진행되어간다고 하 다

(김선정, 2005; 홍성인, 2001; Felton & Pepper, 1999; Maclean, Bryant & Bradley, 1987). 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과정의 수 에 따라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능력의 발달수 의 차이가 나타난

다고 하 다(Ball, 1993). 음운의 구조와 치에 한 음운인식과제 수행력은 음 의 발달이 음소의 발

달보다 먼  이루어지며, 성의 발달이 종성의 발달보다 먼  이루어진다고 하 다(박향아, 2000; 

Maclean, Bryant & Bradley, 1987). 를 들면, 홍성인(2001)의 연구에서는 음운변별, 탈락, 합성과제에

서 생활연령이 4, 5세인 아동에게서는 음운변별 수가 다른 과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연

령이 6세인 아동에게서는 음운변별과 음운탈락(본 연구의 음운분 과제) 수가 비슷한 반면에 음운합

성 수가 다른과제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음 발달이 음소발달에 비해 더 먼  이루어졌다고 하

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선정(2005)의 연구에서는 음운변별보다는 음운생략과제에서 더 낮은 수행력

을 보 다고 하며, 끝음 보다는 첫음 의 발달이 먼  이루어졌으며, 끝음소와 첫음소의 발달에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음운과제별로 살펴보았을 때 세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음

운변별과제보다 음운분 과제에서 세 집단의 평균차가 더 크게 나타나 일반아동을 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 다고 할 수 있으며 음운분 과제가 음운변별과제에 비해 수행력 평가에 

한 변별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음운분

과제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으며 음운인식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 한 

가지 과제만으로 평가문항을 선정하기 보다는 과제별 특징과 난이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음운구조의 종류에 따른 세 집단간 수행력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음 과제와 음소과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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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운 치에 따른 세 집단간 수행력의 차이를 비

교했을 때, 첫음 과제와 끝음 과제, 첫음소과제와 끝음소과제 모두에서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끝음 과제에서 언어연령일치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 즉 일반아동의 연령차에 따른 차이만 

나타나 음운의 치에 따른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의 차이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끝음 보다는 첫음 의 발달이 먼  이루어졌으며, 끝음소와 첫음소의 발달에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김선정(2005)과, 성의 발달이 종성의 발달보다 먼  이루어진다고 

한 박향아(2000)의 선행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끝음 에 한 일반아동의 연령차에 따른 수행

력 변별의 가능성이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간에는 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의

심해볼 수는 있겠으나 본 연구의 체 인 결과를 통해, 단순언어장애아동은 래 일반아동들에 비해 

음운인식능력이 취약하나 같은 언어능력을 지닌 더 나이어린 아동과 비슷한 음운인식능력을 지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단순언어장애아동을 포함한 말ㆍ언어장애아동의 읽기발달과 더 나아가서는 이후의 언어

와 련한 학업 성취를 돕는데 언어치료 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조기 진단  평가를 한 시사 을 

얻기 해 더 많은 수의 단순언어장애아동을 상으로 하여 취학  일반아동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음운인식능력과 이후의 읽기능력간의 계를 밝히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와 같은 언어장애아동 외의 조음음운장애아동 등의 다른 말․언어장애

아동을 상으로 음운인식능력을 평가하고 이들의 음운인식능력을 비교하여 질 , 양  차이를 비교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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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음운인식 검사항목

Ⅰ. 음운변별검사

1. 첫음  변별

문항 아동 반응 정/오

나무 나비 가

기차 치마 기린 

하마 사자 사슴 

구름 우유 구두

호박 호두 소

2. 끝음  변별

문항 아동 반응 정/오

모자 의자 하마

택시 휴지 바지

버스 포크 주스

포도 염소 시소

단추 구두 고추

3. 성 변별

문항 아동 반응 정/오

나  소

커 코 무

김 못 강 

국 달 돈

풀 책 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7;12;32-51

48

4. 종성 변별

문항 아동 반응 정/오

입 밤 곰

 물 돈

못 약 턱

공 양 집

돈 컵 
 

Ⅱ. 음운분 검사

1. 음  분 (첫음 /끝음 ) 

문항 아동 반응 정/오 문항 아동 반응 정/오

새해-새 무채-채

손발-손 강물-물

반달-반 콩밥-밥

가시-가 휴지-지

나무-나 가 -가

동 -동 냉면-면

만세-만 당근-당

2. 음소 분 ( 성/종성)

문항
아동 반응

정/오 문항
아동 반응

정/오
음가 이름 음가 이름

  배 -ᄇ   소 -ᄉ

  춤 -ㅊ   잠 -ᄌ

다리 -ㄷ 고래 -ᄀ

선물 -ㅅ 창문 -ᄎ

  책 -ㄱ   방 -ㅇ

하마 -ᄆ 모자 -ᄌ

양말 -ㄹ 당근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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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nological Awareness of Preschool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2) 

Jin Kyung Kanga,*, Young Tae Kimb

a Children’s Center for Developmental Suppor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phonological awareness betwee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and two 
groups of normal children. The normal two groups consist of one matched by language age (N-LA) 
and the other by chronological age (N-CA) with the SLI children. Methods: A total of 45 children
(15 SLI, 15 N-LA, and 15 N-C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hildren were given 20 

phonological discrimination (i.e., 10 syllable & 10 phoneme) tasks  and 28  phonological 
segmentation (i..e., 14 syllable & 14 phoneme) tasks. One-way ANOVA was used to test fo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Results & Conclusion: The total score of the phonological 
awareness tasks of children with SLI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N-CA controls. 
Addition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each type of task (discrimination and 
segmentation) between the SLI and the N-CA, and between the N-CA and N-LA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for each type of phonological structure (syllables and phonemes) 
among all three groups. Fin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N-LA and N-CA 
groups, but not between children with SLI and either control group for either type of phonological 
place (onset and final places).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e may conclude that SLI children may 
not display distinct deficits in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compared with norm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7;12;32-51)

Key Words: phonological awareness,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languag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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