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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순․심 섭.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 2008, 제13권, 제3호, 454-476. 배경  목 : 본 연구는 구

개열 아동이 기질  문제가 없는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정상 조음발달을 보이는 일반 아동에 비

해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 이 있다. 방법: 

연령을 일치시킨 구개열 아동, 기능  조음장애 아동, 일반 아동 각각 9명씩에게 8음  문장 7개를 

따라말하게 하여 녹음한 후 체문장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를 산출하 다. 이후 평정명료도 

 평정용인도 측정용 청취자료를 무선화하여 제작한 뒤 40명의 일반인 청취자로 하여  시각  

아날로그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명료도와 평정용인도를 정하게 하 다. 이후 산출된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에서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 다. 결과: 반 으로 구개열 아

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를 보 으나, 

구개열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유형의 문장

에서는 다른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 다. 논의  결론: 조음수행 정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아

동 집단들은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목

표자음에 따라 자음정확도가 낮아도 말 명료도는 높을 수 있으며, 자음정확도가 제한되므로 말 용

인도는 자음정확도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핵심어: 구개열 아동, 기능  조음장애 아동,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Ⅰ. 서 론

구개열 발화(cleft palate speech)의 주된 원인은 연인두폐쇄부 (velopharyngeal insufficiency)이

다. 이로 인하여 구개열 화자의 말은 불명료하고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단될 수 있으며 사회  

낙인을 받기도 한다(Havstam et al., 2005; Stengelhofen, 1989). 구개열 화자의 말 평가시 말이 갖는 일

상생활에서의 요성에 근하기 해서는 말 특성의 분석 외에 말 특성이 의사소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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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와 효율성(efficiency)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개열의 말 

특성을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상자인 일반인 청취자들이 어떻게 지각하며, 어떤 측면에서 그들

의 말을 더 수용하고 덜 수용하게 되는지 연구하는 것은 구개열 화자의 말 재활에 매우 요하다.

구개열 아동들은 과비성과 같은 공명문제뿐만 아니라 발달 인 조음오류, 기류의 비강 출로 

인한 경미한 왜곡이나 조음 치의 극단 인 후방화를 특징으로 하는 보상조음 등 매우 다양한 조음

오류를 보인다(Bzoch, 2004; Kummer, 2001; Peterson-Falzone, Hardin-Jones & Karnell, 2001). 이러한 

조음오류들은 말 명료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상 방의 주의를 사서 의사소통 상황을 부자연스럽

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구개열 화자들의 조음문제가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는 부분 으로는 구개열 화자들이 다른 말장애 화

자들에 비하여 더 심한 이질성을 보이고, 말 명료도나 말 용인도에 더 많은 변인이 복잡하게 여하

며, 말 명료도나 말 용인도 측정에 여러 가지 방법론 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Konst et 

al., 2000; Sell, 2005; Whitehill, 2002).

말 명료도는 화자가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청자에게 제 로 달된 정도를 의미한다(Kent 

et al., 1989; Nicolosi, Harryman & Kresheck, 1989; Witzel, 1995; Yunusova et al., 2005). 임상  유용성

과 신뢰도에 한 논쟁은 있지만 최근에는 구개열의 말 평가와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최소한의 기

으로서 말 명료도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Dalston et al., 1988; Konst et al., 2000; 

Whitehill, 2002). 말 명료도 측정방법 에는 직 정도측정법(direct magnitude estimation)이나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 scale) 등을 이용한 평정법(Ellis, 1999; Schiavetti, Metz & Sitler, 1981) 그

리고 사법(open-set word identification method)이나 선택법(closed-set word identification method)

에 의한 단어 별법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개열 아동의 말 명료도 연구에

서도 평정법보다 단어 별법이 더 객 인 측정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나(Whitehill, 2002) 

객 인 정을 해서는 주로 음 이나 낱말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문장이나 연속발화를 이용할 

경우 문맥정보가 말 명료도 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고 말 명료도 정에 소요되는 시간

을 약하기 해 임상 장에서는 여 히 평정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말 용인도는 말이 주는 호감(pleasingness)에 한 청취자의 주 인 단을 의미한다(Witzel, 

1995). 임상 장에서는 의사소통의 효율성, 말장애의 심각도, 반 인 말의 성 정도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말 용인도는 말 명료도, 말 능숙도(speech proficiency), 

말 심각도(speech severity) 등과 구별 없이 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Whitehill, 2002), 말의 이상한 

정도(bizarreness), 자연스러운 정도(naturalness), 정상 인 정도(normalcy) 등의 다양한 용어와도 그 

개념이 복된다(Southwood & Weismer, 1993). 이 용어들은 서로 독립 인 변수로 근되기도 하

으나 서로 련되어 있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용어상의 혼돈이 있고 청취자들이 장애가 

있는 말을 들을 때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 되는지에 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말 용인도는 

말 명료도와는 구별되는 변인으로 후두 출술, 마비말장애  구개열 화자의 말 평가와 치료 효과 검

증에 흔히 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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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용인도는 말에 한 반 인 인상을 단해야 하므로 주로 문장이나 연속 발화에서 측정

되며(Most, Tobin & Mimran, 2000; Whitehill & Chun, 2002), 척도의 범 는 다양하나 등간평정척도가 

타당한 측정방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Southwood & Weismer, 1993). 직 정도측정법과 시각  

아날로그 평정법은 숙련되지 않은 청취자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말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으므로(Huttunen & Sorri, 2004; Schiavetti, 1992; Schiavetti, Metz & Sitler, 1981) 

말 용인도 평정에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구개열 아동들의 조음 수행이 의사소통의 성공 정도와 련되어 있는 말 명료도와 

말의 자연스러움에 한 주 인 단인 말 용인도와 어떤 련성을 갖는지 탐색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3～6세 구개열 아동, 기질 인 문제 없이 조음오류를 보이는 기능  조음장애 아

동, 정상 인 조음발달을 보이는 일반 아동을 상으로 하여 문장 따라말하기에서 산출된 자음정확

도, 평정명료도  평정용인도를 비교하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가.  말 표집 상

<표 - 1>에 말 표집 상들의 특성을 요약하 다. 이들은 3～6세로 지능 하와 언어발달지연이 

의심되지 않으며, 신경학  손상이나 기타 선천성 기형이 동반되지 않았으며, 청력 손실이나 최근 6개

월 이내에 심각한 이염을 앓은 이력이 없는 아동들이었다. 구개열 아동 9(남 7, 여 2)명, 기능  조

음장애 아동 9(남 3, 여 6)명, 일반 아동 9(남 4, 여 5)명, 총 27명이 연구 상으로 참여하 다.

<표 - 1> 말 표집 상의 배경정보

아동 집단 평균 연령 남:여 IQ 평균 언어연령 평균a) 자음정확도 평균

구개열(n=9) 4; 8(3;0～6;7)
b) 7:2 108.3(87.5～152.5) 5;1(3;9～6;9) 66.02(17.1～81.4)

기능  조음장애(n=9) 4;11(3;5～6;7) 3:6 115.3(90.0～140.0) 5;2(3;3～6;3) 69.67(51.4～82.9)

일반(n=9) 4; 9(3;2～6;7) 4:5 해당 없음 5;11(2;9～7;9) 92.38(84.3～98.6)

a)
언어연령 평균은 등가연령 범 의 앙값으로 산출한 평균임. 

b)
(  )안은 범 임. 

각 아동들은 구개열 아동의 월령을 기 으로 ±3개월 내의 차이를 보이거나, ±3개월 이상의 차

이를 보일 경우 6개월 단 의 그림어휘력 검사 규  연령 범  내에 해당되는 아동으로 연령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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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세 아동 집단의 연령을 월령으로 환산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은 연령차는 유의하지 않았다(F(2, 24) = .15, p > .05).

조음문제가 지능 하와 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하여 구개열 아동과 기능  조음

장애 아동 집단에게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orean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박혜원․곽 주․박 배, 1996)의 간편형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체 IQ 

85 이상에 해당되었다. IQ에 한 t-검정 결과, 두 아동 집단의 IQ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 = .76, df

= 16, p > .05). 일반 아동에게는 지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모두 보호자나 유치원 교사에 의해 

지능 하가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언어발달지연의 선별을 해 그림어휘력검사(김 태 외, 1995)를 실시한 결과, 모든 아동들의 

등가연령은 생활연령과 6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 언어발달지연이 의심되지 않았다. 등가연령은 

6개월 범 이므로 등가연령 범 의 앙값에서 집단차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2, 24) = .99, p > .05).

조음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실시한 아동용 조음음운검사(김민정․배소 ․박창일, 2007)

의 일반자음정확도에서 세 아동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세 집단의 자음정확도에서의 

차이는 유의하 다(F(2, 24) = 10.54, p < .001). 자음정확도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

동(p < .005),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p < .01) 집단 조에서 자음정확도의 차이가 유의하

다.

신경학  손상이나 기타 선천성 기형의 동반 여부와 청력 손실  최근 6개월 이내의 심각한 

이염 이력에 한 선별은 아동의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한 의학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인두폐쇄기능에 한 사 평가로 비식경 검사(mirror test)(Kuehn & Henne, 2003)와 맹 검

사(Boone & McFarlane, 2000; Bzoch, 2004; Kummer, 2001)를 실시한 결과, 일반 아동과 기능  조음장

애 아동에게서는 비 출과 과비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구개열 아동들은 모두 1회 이상의 비 출과 

과비성을 보 다.

구개열 아동들의 열유형은 일측성구순구개열이 2명, 양측성구순구개열이 2명, 구개열(cleft 

palate only)이 2명, 막하구개열이 3명이었다. 일차구개성형술 시기는 12～18개월이 5명, 19～24개월

이 2명, 25～36개월이 1명이고, 수술하지 않은 아동이 1명( 막하구개열)이었다.

나.  청취자: 말 명료도  말 용인도 평정자

평균 연령이 19;7(18;8～29;11)세인 40(남 3, 여 37)명의 일반인이 평정자로 참여하 다. 이들은 

말․언어장애나 심각한 귀 질환 이력이 없고, 청력 하가 의심되지 않았다. 모두  소재 학교에

서 언어치료를 공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 아동의 말을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말을 청취한 경험이 

없으며, 조음 사 훈련을 받은 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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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자료

가.  문장 검사 자료

본 연구에 이용한 문장은 <표 - 2>와 같다. 임성은(2005)이 고안한 일부 문장에 경음 단어와 

성문마찰음 문장을 추가하 다. 문장의 유형은 목표자음의 조음 치  조음방법 분류기 (신지 ․

차재은, 2003)에 따라 구분하 다.

<표 - 2> 문장 검사 자료

번호 문장 유형 문장 음성형 시

1 양순 열음 발이 아  빨리 업어 [바리 아  빨리 어버]

2 치경 열음 트럭 뒤에  타도 돼 [트럭 뒤(뛰)
a)에  타도 되]

3 연구개 열음 코끼리가 코가 길어 [코끼리가 코가 기러]

4 치경마찰음 서울에서  사왔어 [서우 서  사와써]

5 치경경구개 찰음 자기 짝을 찾아주자 [자기 짜  차자주자]

6 성문마찰음 할아버지 허리 휘어 [하라버지 허리 휘어]

7 치경유음 이리 와라 올라와라 [이리 와라 올라와라]

a) (  ) 안의 표시는 허용한 음성형임.

나.  사용 기자재

휴 용 미니디스크 녹음기(MZ-RH10, Sony)에 일방향 콘덴서 마이크(ECM-MS907, Sony)를 연

결하여 문장을 녹음하 다. 마이크와 입은 좌우 약 45의 각도와 25cm의 거리를 유지하 다.

표집한 문장의 컴퓨터 송은 MD 워크맨용 소 트웨어 SonicStage 3.0 버 (Sony)을 이용하

다. 문장 일의 편집, 청취자료 제작  정조음 여부 단을 한 보충  형분석에는 wavesurfer 

1.8.5(Sjölander & Beskow, 2005)를 이용하 다. 청취자료의 재생은 IBM 호환용 데스크톱 컴퓨터에 탑

재된 SonicStage 3.0 버 을 이용하 다. 일반인의 일상 인 청취 환경 재 을 해 스피커를 사용하

다.

3. 연구 차

가.  문장 표집

연구 상 아동의 가정, 개인 언어치료실, 학교 실습실에서 개별 으로 문장을 표집하 다. 

표집 장소는 모두 소음이 제한된 조용한 환경이었다. 제1연구자가 각 문장을 동일한 강세구(4음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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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강세구)와 음높이 변화로 들려  뒤 따라말하도록 하여 녹음하 다. 아동이 문장의  음 을 

을 비교  동일한 속도로 말할 수 있도록 시문장당 약 2 (휴지 구간 포함, 음  당 약 0.25 )의 

속도로 들려주었다.

나.  조음오류 분석

제1연구자가 목표 성의 정조음 여부를 정하 다. 정조음은 비 출(비강소음 동반 는 그

로 인한 자음약화), 왜곡, 단순 치, 보상조음 치  생략 없이 정확하게 조음된 경우로 한정하 다. 

각 오류 유형에 한 정의는 Bzoch (2004)를 따랐다. 이후 각 아동별로 자음정확도를 산출하 다.

다.  청취자료 제작

녹음한 문장을 MD 녹음기 장장치에서 컴퓨터로 송한 뒤 WAV 일로 장하 다. 이후 

불필요한 음성 자료는 삭제하고, 각 문장을 분리하여 아동 당 7개씩, 집단별로 63개씩의 개별 문장

일을 만들었다. 평정자내  평정자간 신뢰도 산출을 해 각 집단에서 무작 로 선정한 3명의 문장 

일 21개씩을 추가하여, 각 집단별로 84개씩 3세트를 비하 다.

목표문장의 측가능성을 통제하기 한 무선화 작업을 하여 각 집단의 문장 일 84개에 

1～84번의 번호를 할당하 다. 이후 MD 녹음기로 제1연구자가 10개씩 끊어 1～84번의 문항번호를 녹

음하 다. 그리고 컴퓨터로 송하여 WAV 일로 장한 후, 문항번호 사이에 6 의 무음 구간(첫 

1 는 문항번호와 문장 사이의 간격, 5 는 평정 시간제한)을 삽입하 다. 10개씩 끊어 만든 문항번호 

일의 끝( : 10번)에는 주의집 의 환기, 다음 쪽의 기록지로의 이동 등을 하여 5 의 무음 구간

을 추가로 삽입하 다.

이후 문장 일 번호의 무선화를 해 C 언어의 ‘rand’ 함수를 이용하여 무선화 로그램을 제작

한 뒤 무작 로 추출된 임의의 순서에 따라 각 집단의 문장 84개를 미리 제작해둔 문항번호 일 내

에 삽입하 다. 동일한 세트 내에 포함되는 문장의 최  녹음 강도의 차이가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평정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 문항번호의 강도는 낱말보다 다소 낮게 약 80dB, 낱말의 강도

는 평균 90～100dB가 되도록 조정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낱말 검사의 길이는 세트당 약 

15분이었다.

라.  말 명료도  말 용인도 평정검사

평정검사는 음향장치와 방음장치가 구비된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진행하 다. 말 명료도 평

정을 먼  실시하고, 이후 3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말 용인도 평정을 실시하 다. 한 번의 평

정회기 내에서 한 세트의 문장 청취검사 종료 이후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다른 세트의 문

장 청취검사를 진행하 다. 평정회기는 검사 지시사항에 한 교육을 포함하여 1회기당 약 1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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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말 명료도 평정회기 내에서 청취자료 3세트를 기능  조음장애 아동, 구개열 아동, 일반 아동

의 문장 청취세트 순으로 제시하 다. 이와는 달리 말 용인도 평정회기에서는 구개열 아동, 기능  

조음장애 아동, 일반 아동의 청취세트 순으로 검사를 실시하 다. 

평정 검사 시작 에 말 명료도  말 용인도 평정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상 외의 구개열 아

동들의 문장을 들려주고 모든 청취자들이 만족하는 음량을 정한 후, 평정 연습을 각각 3회씩 실시하

다. 말 명료도는 문장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평정검사 기록지에 제시되어 있는 10cm의 

시각  아날로그 척도 에 표시하도록 지시하 다. 0에 가까울수록 ‘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하고, 10에 가까울수록 ‘완 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을 설명하 다. 말 용인도는 말

을 듣고 난 후 드는 좋은 느낌의 정도, 문제가 없어 정상 인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마음에 들

고 만족스러운 정도로 설명하고, 마찬가지로 평정검사 기록지에 제시되어 있는 시각  아날로그 척

도 에 표시하도록 하 다. 0에 가까울수록 말에 해 나쁜 느낌이 들고, 문제가 심하여  정상

인 말로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한 말에 해당되며, 10에 가까울수록 말

에 해 매우 좋은 느낌이 들고, 문제가  없는 정상 인 말로 여겨지며, 매우 마음에 들고 만족스

러운 말에 해당됨을 설명하 다.

4. 자료 분석

가.  문장 자음정확도 산출

자음정확도는 체문장 자음정확도와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를 산출하 다. 체문장 자음정

확도는 7개 검사문장에서 구한 자음정확도의 평균을 구하 다.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는 각 유형별 

문장에 포함된 목표자음  정조음한 자음의 비율을 구하 다.

나.  평정명료도  평정용인도의 산출

0에서부터 10 cm의 선 에 표시한 의 거리를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 다. 그리고 40명의 평정치를 평균하여 각 문장의 명료도와 용인도를 산출하 다. 체

문장의 명료도와 용인도는 7개 검사문장의 명료도와 용인도를 평균한 값으로 하 다.

5. 신뢰도  통계처리

제1연구자에 의한 자음정확도 정의 신뢰도를 구하기 해 각 집단별로 무작 로 3명씩 총 9

명( 체 상의 30%)의 자료를 이용하 다. 두 번 산출된 자음정확도의 채 자내 일치도는 93.65%이

었다. 자음정확도의 채 자간 신뢰도 산출을 해 구개열을 포함하여 다양한 말장애의 조음평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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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5년 이상인 문 언어치료사 2명이 분석한 자료와 제1연구자의 자료의 일치도를 산출하 다. 채

자간 신뢰도는 제1연구자와 채 자 1에서는 87.30%, 제1연구자와 채 자 2에서는 85.71%이었다. 평

정명료도와 평정용인도 정의 신뢰도는 40명의 청취자의 20%인 8명을 무작 로 선정하여 이들이 

반복 평정한 63개의 문장 자료의 Pearson 단순 률상 계수를 구하 다. 평정명료도의 평정자내 신

뢰도는 .69～.94, 평정자간 신뢰도는 .59～.84이었고, 평정용인도의 평정자내 신뢰도는 .78～.97, 평정자

간 신뢰도는 .65～.93이었다.

통계분석은 SPSS 14.0K for Window를 이용하 다. 세 집단의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

인도 차이의 유의성 검증은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 다. 사후분석법은 Mann-Whitney U 검정

을 실시하여 유의한 집단차를 보이는 집단 조를 제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자음정확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체문장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에 한 기술통계와 세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결과

는 <표 - 3>에 제시하 다. 체문장 자음정확도의 집단차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 ² = 16.40, df = 2, 

p< .0005). 문장 유형별로는 양순 열음 문장( ² = 9.71, df = 2, p< .01), 치경 열음 문장( ² = 12.39, df = 2, 

p < .005), 치경마찰음 문장( ² = 17.40, df = 2, p < .0005),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² = 7.93, df = 2, p < .05)

의 자음정확도에서 집단차가 유의하 다.

<표 - 3> 자음정확도의 기술통계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자음정확도 아동 집단 구분 N 앙값 범 최소값 최 값 카이제곱

체문장

구개열 9  42.86  51.43   5.71  57.14

  16.40
***기능  조음장애 9  54.29  40.00  31.43  71.43

일반 9  77.14  14.29  65.71  80.00

양순 열음

문장

구개열 9  75.00 100.00    .00 100.00

  9.71
**기능  조음장애 9 100.00  25.00  75.00 100.00

일반 9 100.00   0.00 100.00 100.00

치경 열음

문장

구개열 9  33.33 100.00    .00 100.00

  12.39
***기능  조음장애 9 100.00  50.00  50.00 100.00

일반 9 100.00  16.67  83.3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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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계속)

자음정확도 아동 집단 구분 N 앙값 범 최소값 최 값 카이제곱

연구개 열음

문장

구개열 9  66.67 100.00    .00 100.00

4.24기능  조음장애 9  66.67 100.00    .00 100.00

일반 9 100.00  16.67  83.33 100.00

치경마찰음

문장

구개열 9   0.00  60.00    .00  60.00

   17.40
****기능  조음장애 9   0.00  40.00    .00  40.00

일반 9  60.00  80.00  20.00 100.00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구개열 9   0.00  16.67    .00  16.67

 7.93
*기능  조음장애 9  16.67  83.33    .00  83.33

일반 9  16.67  66.67    .00  66.67

성문마찰음

문장

구개열 9 100.00 100.00    .00 100.00

3.51기능  조음장애 9 100.00  33.33  66.67 100.00

일반 9 100.00   0.00 100.00 100.00

치경유음

문장

구개열 9  40.00  60.00    .00  60.00

4.31기능  조음장애 9  40.00  80.00    .00  80.00

일반 9  40.00  40.00  40.00  80.00

*p < .05, **p < .01, ***p < .005, ****p < .0005

<표 - 4>의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체문장 자음정확도의 집단 차는 구개열과 일반 아동

(U = .00, p < .0005), 기능  조음장애와 일반 아동(U = 7.00, p < .0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양순

열음 문장 자음정확도는 구개열과 일반 아동 집단(U = 13.50, p < .05)에서, 치경 열음 문장 자음정

확도는 구개열과 기능  조음장애(U = 13.00, p < .05), 구개열과 일반 아동(U = 6.50, p < .005) 집단 

조에서, 치경마찰음 문장 자음정확도는 구개열과 일반 아동(U = 4.00, p < .0005), 기능  조음장애 아

동과 일반 아동(U = 2.00, p < .0005) 집단 조에서,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자음정확도는 구개열과 일

반 아동(U = 11.50, p < .01) 집단 조에서 집단차가 유의하 다.

<표 - 4> 체문장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의 집단 간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자음정확도 아동 집단 조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체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 ***

양순 열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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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계속)

자음정확도 아동 집단 조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치경 열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

일반 아동 ***

치경마찰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p < .05, **p < .01, ***p < .005, ****p < .0005

2. 평정명료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평정명료도에 한 기술통계와 세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체

문장 평정명료도에서 집단차가 유의하 다( ² = 11.92, df = 2, p< .005). 문장 유형별로는 양순 열음 문장

( ² = 9.88, df = 2, p< .01), 치경 열음 문장( ² = 11.88, df = 2, p< .005), 연구개 열음 문장( ² = 16.05, df = 2, 

p < .0005), 치경마찰음 문장( ² = 6.10, df = 2, p < .05),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² = 14.09, df = 2, p < .005), 

성문마찰음 문장( ² = 8.75, df = 2, p < .05)의 평정명료도에서 집단차가 유의하 다.

<표 - 5> 평정명료도의 기술통계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결과

평정명료도 아동 집단 N 앙값 범 최소값 최 값 카이제곱

체문장

구개열 9 5.73 7.63  .59 8.22

  11.92***기능  조음장애 9 6.17 3.21 4.64 7.85

일반 9 8.89 3.02 6.42 9.44

양순 열음

문장

구개열 9 7.95 9.05  .23 9.28

  9.88
**기능  조음장애 9 7.66 4.51 3.94 8.45

일반 9 8.78 1.23 8.01 9.24

치경 열음

문장

구개열 9 4.67 7.49  .08 7.57

  11.88
***기능  조음장애 9 5.60 6.47  .88 7.35

일반 9 8.89 4.16 5.34 9.50

연구개 열음

문장

구개열 9 7.60 8.45  .85 9.30

   16.05
****기능  조음장애 9 6.80 4.28 3.77 8.05

일반 9 9.48 1.57 8.08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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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계속)

평정명료도 아동 집단 N 앙값 범 최소값 최 값 카이제곱

치경마찰음

문장

구개열 9 5.09 7.45 1.39 8.84

 6.10
*기능  조음장애 9 4.75 4.91 2.63 7.54

일반 9 7.40 5.63 3.79 9.42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구개열 9 4.16 6.52  .46 6.98

  14.09
***기능  조음장애 9 4.06 5.48 3.36 8.84

일반 9 8.74 2.73 6.77 9.50

성문마찰음

문장

구개열 9 7.89 8.29 1.06 9.35

 8.75
*기능  조음장애 9 6.96 3.02 5.37 8.39

일반 9 9.12 3.03 6.63 9.66

치경유음

문장

구개열 9 7.59 9.51  .07 9.58

4.67기능  조음장애 9 6.42 3.19 5.68 8.87

일반 9 9.05 4.63 4.87 9.50

*p < .05, **p < .01, ***p < .005, ****p < .0005

<표 - 6>의 평정명료도에서의 집단 간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문장 평정명료도

의 집단차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U = 9.00, p < .005),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U = 5.00, 

p < .0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양순 열음 문장 평정명료도의 집단차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

동(U = 17.00, p < .05),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U = 4.00, p < .00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치경 열음 문장 평정명료도의 집단차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U = 7.00, p < .005), 기능  조

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U = 7.00, p < .0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연구개 열음 문장 평정명료

도의 집단차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U = 8.00, p< .005),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U = .00, 

p < .00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치경마찰음 문장 평정명료도의 집단차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U = 16.00, p < .05),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U = 17.00, p < .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평정명료도의 집단차도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U = 1.50, p < .0005),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U = 9.00, p < .0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성문마찰음 문장 평

정명료도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U = 17.00, p < .05),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U = 9.00, 

p < .005) 집단 조에서 집단차가 유의하 다.

<표 - 6> 체문장  문장 유형별 평정명료도의 집단 간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평정명료도 집단 조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체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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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계속)

평정명료도 집단 조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양순 열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

치경 열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

연구개 열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

치경마찰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

성문마찰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아동 * **

*p < .05, **p < .005, ***p < .0005

3. 평정용인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평정용인도에 한 기술통계와 세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 7>에 제시하 다. 

체문장 평정용인도의 집단차는 유의하 다( ² = 6.94, df = 2, p < .05). 문장 유형별로는 치경 열음 

문장( ² = 12.12, df = 2, p < .005), 연구개 열음 문장( ² = 6.29, df = 2, p < .05)  치경경구개 찰음 문

장( ² = 14.54, df = 2, p < .005)의 평정용인도에서 집단차가 유의하 다.

<표 - 7> 평정용인도의 기술통계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결과

평정용인도 아동 집단 구분 N 앙값 범 최소값 최 값 카이제곱

체문장

구개열 9 4.23 7.04  .69 7.73

 6.94
*기능  조음장애 9 5.04 3.27 3.67 6.94

일반 9 7.15 4.44 4.06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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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계속)

평정용인도 아동 집단 구분 N 앙값 범 최소값 최 값 카이제곱

체문장

구개열 9 4.23 7.04  .69 7.73

 6.94*기능  조음장애 9 5.04 3.27 3.67 6.94

일반 9 7.15 4.44 4.06 8.50

양순 열음

문장

구개열 9 5.88 8.93  .48 9.41

1.47기능  조음장애 9 6.71 4.48 3.32 7.80

일반 9 6.97 3.04 5.13 8.17

치경 열음

문장

구개열 9 2.33 5.99  .20 6.19

 12.12
**기능  조음장애 9 3.97 4.99 1.52 6.51

일반 9 7.04 5.56 3.05 8.61

연구개 열음

문장

구개열 9 5.70 8.41  .87 9.28

 6.29
*기능  조음장애 9 5.49 3.41 3.31 6.72

일반 9 7.33 4.23 4.85 9.08

치경마찰음

문장

구개열 9 3.58 8.32 1.10 9.42

3.27기능  조음장애 9 3.77 4.42 1.94 6.36

일반 9 5.00 5.89 2.73 8.62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구개열 9 2.23 4.39  .36 4.75

 14.54
**기능  조음장애 9 3.24 4.82 2.77 7.59

일반 9 6.65 3.99 4.32 8.31

성문마찰음

문장

구개열 9 6.26 7.65 1.35 9.00

2.04기능  조음장애 9 6.52 4.41 3.39 7.80

일반 9 7.32 5.18 3.84 9.02

치경유음

문장

구개열 9 7.12 8.89  .46 9.35

 .84기능  조음장애 9 5.03 4.06 4.06 8.12

일반 9 6.94 6.13 2.58 8.71

*p < .05, **p < .005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조에서 나타난 것인지 알아보기 한 사후분석 결과는 <표 - 8>에 

제시하 다. 체문장 평정용인도에서의 집단차는 구개열 아동과 일반 아동(U = 15.00, p < .05),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U = 15.50, p < .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치경 열음 문장 평정용

인도의 집단차는 구개열과 일반 아동(U = 6.00, p< .005), 기능  조음장애와 일반 아동(U = 9.00, p< .005) 

집단 조에서 유의하 다. 연구개 열음 문장 평정용인도는 기능  조음장애와 일반 아동 집단 

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U = 13.00, p< .05).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은 구개열과 일반 아동(U =

2.00, p < .0005), 기능  조음장애와 일반 아동(U = 12.00, p < .05) 집단 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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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체문장  문장 유형별 평정용인도의 집단 간 차이의 사후분석 결과

평정용인도 아동 집단 조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체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 *

치경 열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 **

연구개 열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 *

*p < .05, **p < .005, ***p < .0005

Ⅳ. 논의  결론

1. 자음정확도의 집단 간 차이 고찰

체문장에서 얻은 자음정확도를 살펴보면 구개열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의 체

문장 자음정확도는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구개열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를 살펴보면, 구개열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서는 양순 열음, 치경 열음, 치경마찰음,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에서는 낮은 조음수행

을 보 으나, 구개열 아동 집단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은 치경 열음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에

서 자음정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구개열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특정 자

음 부류에서 낮은 조음수행을 보이기는 하지만, 기능  조음장애 아동과는 자음정확도 측면에서는 

크게 구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상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자음의 정조음 

여부만 고려하여 자음정확도를 산출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구개열 아동들이 산출하

는 다양한 조음오류 유형에 따라 가 치를 달리하여 자음정확도를 산출한다면 구개열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조음 수행에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로 연구개 열음의 경우 구

개열 아동들은 조음 치를 후방화하여 오조음하는 보상조음 특성을 주로 보 으나, 기능  조음장애 

아동들의 경우에는 주로 치경 열음으로 방음화하여 오조음하 다. 조음오류의 양상은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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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정확도에서는 차이가 없어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치경 열음 문장의 자음정확도는 구개열 아동이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에 비해 낮았는데, 

치경 열음의 오류는 마찰음과 찰음 다음으로 모든 연령 의 구개열 아동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이며, 연구개 열음이나 성문 열음으로 조음 치가 후방화되어 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음이다

(Albery & Grunwell, 1993; Estrem & Broen, 1989; Kummer, 2001; McWilliams, Morris & Shelton, 

1990). 본 연구에서도 치경 열음의 조음오류는 주로 구개열 아동들에게서 찰되는 조음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음오류 유형을 분석하지 않고 자음정확도로만 구개열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조음수행을 감별하고자 할 때 치경 열음을 표지로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장 유형에 따라 구

개열 아동 집단이 얻은 자음정확도의 경향성을 보면, 구개열 아동들이 조음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자음은 압력자음  [+설정성] 자질을 갖는 의 반부를 조음기 으로 사용하는 자음(치경 열음, 

치경마찰음, 치경경구개 찰음)과 [+ 방성] 자질을 갖는 구강의 방에서 산출되는 자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Albery & Gruwell, 1993; Estrem & Broen, 1989) 구개열 화자의 정 조음검사에는 이러한 

자질을 갖는 말소리를 검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평정명료도의 집단 간 차이 고찰

체문장과 치경유음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문장에서 구개열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평정명료도를 얻었다. 그러나 구개열 아동과 기능  조

음장애 아동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체문장  일부 문장의 자음정확도

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음정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말은 말 

명료도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개열 아동이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는 자음정확도를 보 던 연구개 열음과 성문마찰음 문

장에서도 구개열 아동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낮은 말 명료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문마

찰음의 자음정확도는 100%임에도 말 명료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 는데, 이를 통해 정확한 조음이 반

드시 높은 말 명료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구개열 아동의 성문마찰음 산출시 보이

는 음질 특성이 말 명료도의 정에 부정 인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치경마찰음과 치경경구

개 찰음 문장의 경우에는 자음정확도가 0%임에도 말 명료도는 상 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자

음정확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말 명료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음정확도 자체만으

로는 말 명료도를 측할 수 없고 오히려 문맥 정보, 음소 유형, 오류 유형 등에 따라 말 명료도가 다

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 말 명료도를 자음정확도에 근거하여 추정하는데, 실제 청취

자가 지각하는 말 명료도에 근 하기 해서는 다양한 음소의 종류  조음오류 유형의 향을 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Subtelny, Van Hattum & Myers (1972)는 비음화, 비 출 등의 구개열 특유의 말 특성은 

말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말 명료도는 방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언 한 바 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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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의 조음오류를 보이는 구개열 아동들의 말이 일반인 청취자들에게 반드시 불명료하게 단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해서는 조음오류의 유형이 말 명료도 정에 미치는 향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체계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평정용인도의 집단 간 차이 고찰

구개열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에 비해 체문장, 치경 열음 문장,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에서 

낮은 평정용인도를 얻었다. 구개열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

구개 열음 문장의 평정용인도는 오히려 기능  조음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낮게 평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구개열 아동 집단은 말 용인도의 측면에서도 일반 아동과는 구별되지만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과는 크게 구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말 명료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자음정확도가 반드시 높은 말 용인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자음정확도가 낮거나 동일한 경우라도 말 용인도 한 비례하여 평가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 으로 평정용인도가 자음정확도에 비해 상 으로 더 높게 평가된 경향이 있다면, 평정용인도

는 자음정확도에 비해 상 으로 더 낮게 평가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아 반

으로 자음정확도가 제한되어도 말 명료도는 높을 수 있으며, 자음정확도가 제한되므로 말 용인도

는 자음정확도보다 상 으로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

하기 해서는 다양한 말 자료,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측정방법 등을 고려한 면 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장 유형별 평정용인도에서 자음정확도와 평정용인도의 련성을 살펴보면, 구개열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평정용인도를 얻은 문장은 치경 열음 문장과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이었다. 구개열 아동 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자음정확도를 보인 문장들  자음정확도가 33.33% 

이하인 치경 열음 문장, 치경마찰음 문장, 치경경구개 찰음 문장 에서 치경 열음 문장과 치경경

구개 찰음 문장에서 유의하게 낮은 평정용인도를 얻었다. 치경마찰음 문장의 경우 세 집단의 자음

정확도의 차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평정용인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성으로부

터 말 용인도에 한 단은 반 으로 조음능숙도와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개열 아동들이 

특히 조음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방해음  [+설정성] 자질을 갖는 자음에서 말 용인도는 크게 

하되어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합 논의

세 아동 집단이 얻은 자음정확도, 평정명료도  평정용인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구개열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자음정확도, 평정명료도  평정용인도를 얻었다. 그러나 

구개열 아동들은 기능  조음장애 아동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구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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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들은 조음수행, 말 명료도  말 용인도에서 반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구개열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차이가 없는 조음수행을 

보 음에도 불구하고 말 명료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음정

확도가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 평정용인도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높은 조음수행이 반드시 높은 말 명료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조음수행 수 이 낮다

하더라도 조음오류 유형에 따라 말 명료도가 방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말 용인도

는 조음수행 수 에 근거하여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반 으로 일반인 청취자는 

장애가 있는 말과 없는 말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조음 특성을 보이는 두 아

동 집단을 구별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자음정확도가 높아 메시지의 유의미성이 높은 말과 그 지 않은 

말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변인의 앙값에서 나타난 경향을 살펴보면, 체문장에서의 말 명료도는 자음정확도에 비

해 높게 평가되었고, 말 용인도는 자음정확도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경향이 있었다. Ellis (1999)는 자음

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 자음정확도가 50%인 말 샘 은 말 명료

도와 말 용인도가 동일하게 평정되었으나, 자음정확도가 50% 이상인 말 샘 에서는 말 명료도보다 

말 용인도가 더 높게 평가되었고, 자음정확도가 50% 이하인 말 샘 은 말 명료도보다 말 용인도가 

더 낮게 평가되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세 변인 간의 변화는 자음정확도

의 수 에 상 없이 말 용인도가 말 명료도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

인에는 두 연구에서 이용된 말 표집 자료, 상자 특성과 조음오류 유형에서의 차이, 말 명료도  말 

용인도의 정의  측정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Ellis (1999)는 1인의 정상 성인으로 하여  정해진 

문단의 치 오류 수를 체계 으로 증가시켜가면서 녹음한 청취자료를 이용하여 자음정확도에 따른 

말 명료도  말 용인도의 변화를 연구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맥 측이 어렵지 않은 짧은 문장

을 자료로 이용하 고, 연구 상이 아동일 뿐만 아니라 두 유형의 조음장애 아동들을 포함시켰고, 다

양한 자음이 포함된 문장을 실험 자료로 사용하 으며, 치뿐만 아니라 비 출, 왜곡, 보상조음 등의 

다양한 조음오류를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말 특성 분석을 한 청취 자료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

소통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의 조음장애 아동들의 자음정확

도에 따라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5. 연구의 제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이 있다. 연구 상 아동의 수가 으며, 

연령 외에 성, 지능 수   언어발달 수 은 엄 하게 일치시키지 못하고 집단차가 유의하지 않았음

만을 통계 으로 확인하 다. 구개열 아동의 경우에도 열의 유형이나 수술법, 수술시기 등 구개열

의 말 발달에 요한 의학  변인들은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구개열 아동들의 

반 인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구개열의 조음오류가 다양한 말 특성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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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상 연구나 회귀분석, 다변량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지 못하

고, 본 연구에서 보고한 경향성은 통계  검증 결과가 아니므로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말 명료도는 말 용인도에 비해 높게 평정되었는데,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문장 자료를 고안하려고 하 으나, 아동의 말 발달 수 에 맞게 모방이 어렵지 않은 문

장 길이를 고려하다보니 말 명료도 평정 시 문맥이 측 가능하여 높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문맥의 효과가 제한된 문장을 개발하여 말 명료도에 한 보다 체계 인 근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말 용인도의 개념은 외국 문헌에서 ‘acceptability’가 말장애의 평가  

치료와 련된 임상  단에 자주 이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용

어를 번역하고 조작 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말 용인도의 측정에서 

어떤 요소를 평가해야 하는지, 보다 객 이고 타당한 정의와 측정 요인의 개발은 앞으로의 연구에

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정조음의 여부를 정하여 자음정확도를 산출하 기 때문에, 조음오류의 유형

에 따른 말 명료도  말 용인도의 변화는 살펴보지 못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구개열의 다양한 조

음오류 유형이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아울러 조음오류 유형에 따라 조음 수를 달리하여 산출한 자음정확도( : 개정자음정확도, 조

자음정확도  조음오류 수 등)가 정조음을 기 으로 산출한 자음정확도에 비해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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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s of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among Children with Cleft Palate,
Children with Functional Articulation Disorder,

an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1)

Jin Soon Hana,§, Hyun Sub Simb,c

aSchool of Speech-Language-Hearing Therapy, Woosong University, Dajeon, Korea
b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CC) derived from the speech of the children with cleft palate (CP) have 
effects on the speech intelligibility and on the speech acceptability. For this,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PCC, the speech intelligibility, and the speech acceptability of the CP children with 
those of the children with functional articulation disorder and the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Methods: Three to six year olds age-matched 9 children with cleft palate, 9 children with functional 
articulation disorder, and 9 normal developi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speakers. All 
subjects were asked to repeat seven 8-syllable sentences. The judgment of the correct articulation 
of the target sound was made and then the PCC was calculated for each sentence. After listening 
each sentence, 40 naive listeners were asked to rate both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of each sentence on the 10 cm line of Visual Analog Scale. Results: The PCC,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of the sentences in cleft palate childre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rmal children in general. Discussion & Conclusion: Even though the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are influenced by the PCC, they are not the same measur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454-476)

Key Words: cleft palate, functional articulation disorder,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CC), 
speech intelligibility, speech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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