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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조음장애에 대한 임상적 의사결정에는 자음정확도 외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대한 지표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구개열 아동의 문장발화에 대해 산출된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연령을 일치시킨 구개열 아동,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일반 아동 각각 9명에게 8음절 

문장 7개를 따라 말하게 하여 63개 문장 발화의 자음정확도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 문장 발화

를 무선화하여 청취자료로 제작한 뒤 일반인 청취자 40명에게 들려주고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

를 사용하여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이후 전체 문장, 문장 유형별, 자음정

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수준별로 산출된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전체 문장에서 판정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 그리고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은 세 아동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문장의 유형을 구분하여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각 집단별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문장 유형은 다르나 대체로 혓소리와 발달상 늦게 

습득되는 자음 문장에서 상관이 유의하였다.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수준에 

따라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 외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문장발화에서 판정된 자음정확도가 높을수록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도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자음정확도 외에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판정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조음 변인을 논의하였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도가 매우 높게 나타

났으나, 두 변인에 작용하는 조음 변인이 다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183-199.

핵심어:  구개열 아동,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Ⅰ. 서 론

Van Riper는 비정상적인 말을 ‘타인의 말과 현저

하게 달라서 주의를 사고,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화자

나 청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로 정의하였다(Van 

Riper & Emerick, 1984). 이러한 정의는 말장애 화자

의 진단에 있어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한 장애 여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말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나 

말 용인도(speech acceptability)와 같이 말장애가 의

사소통의 효과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리고 치료 종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상적인 말

뿐만 아니라,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말의 산출도 중요

한 목표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말 명료도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청

자에게 제대로 전달된 정도를 의미하는 것(Kent et 

al., 1989)으로, 의사소통의 성공 정도에 해당된다. 말 

용인도는 말이 주는 호감(pleasingness)에 대한 청자

의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Witzel, 1995), 

말이 청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

로 수용되는 정도에 해당된다. 이 두 변인의 임상적 

유용성, 개념적 독립성, 신뢰도 등에 대한 논쟁은 있으

나 최근에는 다양한 말장애의 평가와 치료효과의 검

증에 있어서 말 산출 능력뿐만 아니라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Whitehill, 2002; Whitehill & Chu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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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저하에 가장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 요소는 정확한 음소산출 능

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음정확도를 지표로 한 

장애 여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정확한 조음이 타인의 주의를 사는 정도나 화자와 

청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말장애 유형별로 조음오류의 

수와 말 명료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음오류의 수와 말 용인도,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적 연

구는 매우 부족하다(Whitehill & Chun, 2002).

구개열 화자의 말은 연인두폐쇄부전 등의 원인으

로 인하여 다양한 조음오류를 보이고, 이러한 조음오

류들은 말을 불명료하고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

단될 수 있게 만들며 의사소통상황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한다(Havstam et al., 2005; Stengelhofen, 

1989). 구개열 화자들의 말은 일반 화자들이나 다른 

말장애 화자들에 비해 주의를 사는 독특한 특징을 보

여 ‘구개열 발화(cleft palate speech)’로 불리고 있

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의 말 특성과 그 원인에 

집중되어 있을 뿐 구개열 화자 특유의 말 특징이 청

자에게 어떻게 지각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하다.

한진순․심현섭(2008)은 구개열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자음정확

도 뿐만 아니라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포함시킨 연

구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구개열 아동이 기능적 조음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에 비해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

과, 구개열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를 보였으나,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로부터 조음수행 정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아동들

은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목표자음에 따라 자음정확

도가 낮아도 말 명료도는 높을 수 있으며, 자음정확도

가 낮기 때문에 말 용인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

되는 복잡한 경향성이 나타나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구개열 아동들의 조음 수행이 의사소통의  

성공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 명료도와 말의 자연스

러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인 말 용인도와 어떤 관련

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한 한진순(2008), 한진순․

심현섭(2008)의 후속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구개열 

아동, 기질적인 문제없이 조음오류를 보이는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정상적인 조음발달을 보이는 일반 아

동을 대상으로 하여 문장 따라말하기에서 산출된 자

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문장 발화 표집 대상

구개열 아동 9명(남: 7명, 여: 2명), 기능적 조음장

애 아동 9명(남: 3명, 여: 6명), 일반 아동 9명(남: 4명, 

여: 5명), 총 27명에게서 문장 발화를 표집하였다. 이

들의 평균 연령은 구개열 아동이 4;8(범위: 3;0～6;7)세,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이 4;11(범위: 3;5～6;7)세, 일반 

아동이 4;9(범위: 3;1～6;7)세로, 세 집단의 연령차는 

일요인 분산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F(2,24) = .15, 

p> .05).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에게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orean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박혜원․곽금주․박광배, 1996)의 간편형 검사를 실

시하여 얻은 전체 IQ는 구개열 아동이 108.3(범위: 

87.5～152.5),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이 115.3(범위: 

90.0～140.0)으로 모두 IQ 85 이상의 정상 범위에 해

당되었다. 이 두 집단의 전체 IQ의 차이에 대한 t -

검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t = 0.76, df = 16, p>

.05). 일반 아동은 모두 지능 저하가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로 언어선별검사

를 실시한 결과, 세 집단의 아동들은 모두 언어발달지

연이 의심되지 않았다. 산출된 등가연령에서의 집단

차에 대한 일요인 분산분석 결과, 세 집단의 등가연령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F(2,24) = 0 .99, p> .05).

조음장애 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동용 조음음운검

사(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를 실시하였다. 일

반자음정확도를 기준으로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

장애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모두 조음음운장애가 있

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일반 아동 집단에 속한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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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조음음운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이었

다. 세 집단의 자음정확도에서의 차이는 일요인 분산

분석 결과 유의하였다(F(2,24) = 10.54, p< .001). 자음

정확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구개열 아동과 일

반 아동(p< .005),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p< .01) 집단 대조에서 자음정확도의 차이가 유의하

였다.

이들은 모두 신경학적 손상이나 기타 선천성 기형

이 없으며, 청력손실이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심각한 

중이염을 앓은 이력이 없는 아동들이었다. 일반 아동

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들은 모두 비식경 검사

(Kuehn & Henne, 2003)와 맹관검사(Bzoch, 2004; 

Kummer, 2008)를 통한 연인두폐쇄기능 선별검사를 

통과하였으나, 구개열 아동들은 모두 1회 이상의 비누

출과 과비성을 보였다.

구개열 아동의 파열 유형은 일측성구순구개열이 

2명, 양측성구순구개열이 2명, 구개열이 2명, 점막하

구개열이 3명이었다. 일차구개성형술의 시기는 12～

18개월이 5명, 19～24개월이 2명, 25～36개월이 1명

이었고, 수술하지 않은 아동도 1명(점막하구개열) 있

었다.

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자

세 집단의 아동들이 산출한 문장 발화의 말 명료도

와 말 용인도 평정은 일반인 청취자 40명(남: 3명, 여: 

37명)이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9;7(범위: 

18;8～29;11)세로 심각한 귀 질환 이력이 없고, 청력

저하가 의심되지 않았다. 모두 대학에서 언어치료를 

전공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가 있는 말을 청취하거나 

조음전사를 훈련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 해당되

었다.

2. 실험 자료

가.  문장 검사 자료

따라말하기를 유도한 문장은 <표 - 1>에 제시하였

다. 이는 임성은(2005)이 고안한 문장을 기초로 제작

하였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평가에는 대화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Flipsen, 2006) 모음의 

종류까지 완벽하게 통제한 일음절 무의미 음절의 반

복 외에는 조음오류의 영향만 따로 분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비음도(nasality)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구강자음만 목표로 하되, 특정 자음 부류를 집

중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아동이 따라말하기 쉽도록 8

음절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장은 다른 자

음의 오류가 문장 유형별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판

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자

음을 불가피하게 포함시킬 경우 구개열 아동들이 압

력자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음오류를 덜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된 유음 낱말을 포함시켰다. 모음의 종류에 

따른 비음도의 차이는 본 연구의 통제 요인이 아니므

로 통제하지 않았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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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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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도 허용함.

나.  사용 기자재

휴대용 MD 녹음기(MZ-RH10, Sony)에 일방향 

콘덴서 마이크(ECM-MS907)를 좌우 각도 약 45°, 

거리 약 25㎝가 유지되도록 연결하여 문장을 녹음하

였다. 녹음한 문장의 컴퓨터 전송과 컴퓨터를 통한 청

취자료 재생에는 SonicStage 3.0 (Sony)을 이용하였

다. 음성 자료의 편집과 청취자료 제작은 wavesurfer1. 

8.5 (Sjölander & Beskow, 2005)를 이용하였다.

3. 연구 절차

가.  문장의 표집

문장의 녹음은 각 아동의 가정, 개인 언어치료실 또

는 대학교 실습실에서 소음을 제한한 조용한 환경에

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장을 약 2초의 속도, 

동일한 강세구(4음절씩 2개의 강세구)와 음높이 변화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183-199

186

를 주어 육성으로 들려준 뒤 따라말하게 하여 녹음하

였다.

나.  정조음 여부 분석

연구자가 문장 표집 현장에서 즉시 각 아동이 산출

한 문장별로 목표 초성의 정조음 여부를 판정하였다. 

정조음은 비누출(비강소음 동반 또는 약화), 왜곡, 단

순대치, 보상조음대치 및 생략이 일어나지 않고 정확

하게 조음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다.  청취자료 제작

MD 녹음기로 녹음한 문장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WAV 파일로 저장한 뒤, 불필요한 음성 자료는 삭제

하고, 각 문장을 분리하여 아동 당 7개 문장씩, 집단별

로 63개씩의 문장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평정자내 및 

평정자간 신뢰도 산출을 위해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3명의 문장파일 21개씩을 추가하여, 각 집단

별로 84개씩 3세트의 문장 자료를 준비하였다.

이후 목표문장의 예측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세트별로 전체 84개 문장을 C 언어의 ‘rand’ 함수

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의 순서에 따라 

미리 제작해둔 문항번호 파일 내에 문장파일을 삽입

하는 방식으로 청취자료를 제작하였다. 동일한 세트 

내에 포함되는 문장의 최초 녹음 강도 차이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청취자료 내의 문장의 강도는 평균 

90～100㏈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문항 번호 뒤에 1초

의 간격을 두고 문장을 삽입한 뒤, 평정을 위한 시간

제한 5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청취자료는 각 

세트당 약 15분 길이에 해당되었다.

라.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검사

음향장치와 방음시설이 구비된 멀티미디어 강의실

에서 평정검사를 실시하였다. 말 명료도 평정검사를 

먼저 실시한 뒤 3시간의 휴식 이후에 말 용인도 평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1회의 평정회기 내에 한 세트의 

문장 청취검사 종료 이후 10분간의 휴식을 가진 뒤에 

다른 세트의 청취검사를 실시하였다. 평정회기는 평

정방법에 대한 설명과 적정 음량 결정, 평정 연습, 실

제 평정을 포함하여 회기당 약 1시간～1시간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말 명료도 평정검사 시에는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구개열 아동, 일반 아동의 문장 청취세트의 순으로 제

시하였다. 말 용인도 평정검사 시에는 구개열 아동, 기

능적 조음장애 아동, 일반 아동의 문장 청취세트의 순

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평정 검사 시작 전에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개

념적 정의 및 평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대상 

외의 구개열 아동의 문장을 들려주고 모든 청취자들

이 만족하는 재생 강도 결정 후 각 3회씩의 평정 연습

을 실시하였다. 말 명료도는 각 문장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기록지의 10㎝의 시각적 아날로그 척

도 위에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0에 가까울수록 ‘전

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 10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말 용

인도는 각 문장을 듣고 좋은 느낌이 드는 정도, 문제

가 없어 정상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마음

에 들고 만족스러운 정도를 10㎝의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 위에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0에 가까울수록 

‘전혀 정상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10에 가

까울수록 ‘매우 정상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의 말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4. 자료 분석

가.  자음정확도의 산출

자음정확도는 각 문장에 포함된 목표자음 중 정조

음한 자음의 비율을 구하였다.

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측정

0에서부터 10㎝의 선 위에 표시된 점까지의 거리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각 문장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치

는 청취자 40명의 평정치의 평균에 해당된다.

다.  신뢰도 및 통계처리

정조음 여부 판정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세 아동 

집단별로 무작위로 3명씩 총 9명이 산출한 문장 63개

의 목표자음 정조음 여부를 연구자와 말장애 조음평

가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 언어치료사 2명이 중복하

여 판정하였다. 채점자내 신뢰도는 93.65%, 채점자간 

신뢰도는 연구자와 채점자 1이 87.30%, 연구자와 채

점자 2가 85.71%이었다.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의 신뢰도는 청취자 

40명의 20%인 8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들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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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한 63개 문장에 대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

였다. 말 명료도의 평정자내 신뢰도는 .69～ .94, 평정

자간 신뢰도는 .59～ .84이었다. 말 용인도의 평정자

내 신뢰도는 .78～ .97, 평정자간 신뢰도는 .65～ .93

이었다.

세 집단별로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간의 상관분석은 SPSS 14.0K for Window를 이용하

여 Spearman의 ρ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도의 

유의성 검증은 일방향에서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전체 문장의 상관분석 결과

가.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분석

세 아동 집단의 문장 63개에서 판정된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표 - 2> 체 문장의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기술통계

집단 변인 N 앙값 범 최소 최

CLPa)

PCCd) 63  33.33 100.00  .00 100.00

INTe) 63   6.59   9.51  .07   9.58

ACCf) 63   4.45   9.22  .20   9.42

FADb)

PCC 63  66.67 100.00  .00 100.00

INT 63   6.64   7.99  .88   8.87

ACC 63   5.03   6.60 1.52   8.12

WNLc)
PCC 63 100.00 100.00  .00 100.00

INT 63   8.94   5.87 3.79   9.66

ACC 63   6.94   6.50 2.58   9.08

a)
CLP: Cleft Palate, 구개열 아동

b)
FAD: Functional Articulation Disorder,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c) WNL: Within Normal Limit, 일반 아동
d)
PCC: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 자음정확도

e)
INT: Speech Intelligibility, 말 명료도

f) ACC: Speech Acceptability, 말 용인도

<그림 -1>, <그림 -2> 그리고 <그림 - 3>은 

세 아동 집단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산포도

이다.

<그림- 1> 구개열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산포도 

<그림- 2>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산포도

<그림- 3> 일반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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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별로 문장발화 63개에서 판정된 자음정확

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 3>에 제시

하였다.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에는 구개열 아동

(ρ = .59),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ρ = .46), 일반 아동

(ρ = .31)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집단별로 N = 63, p < .01).

<표 - 3>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 분석 결과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ρ .594** .463** .312**

**p< .01

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분석

<그림 - 4>, <그림 - 5> 그리고 <그림 - 6>은 각

각 구개열 아동,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일반 아동 집

단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산포도이다.

<그림- 4> 구개열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산포도

<그림- 5>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산포도

<그림- 6> 일반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산포도

각 집단별로 문장발화 63개에서 판정된 자음정확

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 4>에 제시

하였다. 전체 문장에서 판정된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

도 간에는 구개열 아동(ρ = .57), 기능적 조음장애 아

동(ρ = .43), 일반 아동(ρ = .32)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N= 63, p< .01).

<표- 4>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상 분석 결과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ρ .569** .432** .320**

**p< .01

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분석

<그림 - 7>, <그림 - 8> 그리고 <그림 - 9>는 각

각 구개열 아동,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일반 아동 집

단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산포도이다.

<그림- 7> 구개열 아동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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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산포도

<그림- 9> 일반 아동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산포도

문장발화 63개에서 판정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 5>에 제시하였다. 전체 문

장에서 판정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에는 구개열 

아동(ρ = .94),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ρ = .94), 일반 

아동(ρ = .94)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나

타났다(각각 N= 63, p< .01).

<표- 5>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상 분석 결과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ρ .938** .944** .936**

**
p< .01

2. 문장 유형별 상관 분석 결과

가.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분석

세 아동 집단에서 문장 유형별로 판정된 자음정확

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기술통계치는 선행연구

(한진순․심현섭, 2008)의 원자료 표를 병합하여 <부

록- 1>에 제시하였다. 세 아동 집단별로 문장 유형에 

따라 판정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분석 결

과는 <표 - 6>에 제시하였다.

구개열 아동들에게서는 치경파열음 문장(ρ = .82, 

N = 9, p< .01), 연구개파열음 문장(ρ = .68, N = 9, p

< .05), 치경마찰음 문장(ρ = .73, N = 9, p< .05)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

타났다.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들에게서는 연구개파열

음 문장(ρ = .69, N = 9, p< .05)과 치경경구개파찰음 

문장(ρ = .62, N = 9, p< .05)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일반 아동들의 경우에는 치경마찰음 문장

(ρ = .79, N = 9, p< .01)과 치경유음 문장(ρ = .60, N

= 9, p< .05)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 6>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의 
상 분석 결과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BLS
a) .329  .365   -h)

AVSb)  .817**  .447  .518

VLS
c) .683*  .687* -.087

AVFd) .730*  .321   .778**

APAe) .274  .615* -.017

GLF
f) .455 -.312   -h)

AVLg) .274  .528  .596*

*
p< .05, 

**
p< .01

a)
BLS: Bilabial Stop, 양순파열음 문장

b) AVS: Alveolar Stop, 치경파열음 문장
c)
VLS: Velar Stop, 연구개파열음 문장

d)
AVF: Alveolar Fricative, 치경마찰음 문장

e) APA: Alveo-palatal Affricative, 치경경구개파찰음 문장
f)
GLF: Glottal Fricative, 성문마찰음 문장

g)
AVL: Alveolar Liguid, 치경유음 문장

h) 하나 이상의 자음정확도가 상수로 처리되어 상관계수를 산출

하지 못함.

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분석

세 아동 집단별로 문장 유형에 따라 판정된 자음정

확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 7>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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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  말 용인도의 
상 분석 결과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BLSa) .364  .365 -h)

AVSb) .786**  .298  .518

VLSc) .683*  .915** -.087

AVFd) .730*  .320  .889**

APAe) .548  .722*  .043

GLFf) .386 -.518 -h)

AVLg) .183  .438  .745*

*
p<. 05, 

**
p< .01

a)
BLS: Bilabial Stop, 양순파열음 문장

b) AVS: Alveolar Stop, 치경파열음 문장
c)
VLS: Velar Stop, 연구개파열음 문장

d)
AVF: Alveolar Fricative, 치경마찰음 문장

e) APA: Alveo-palatal Affricative, 치경경구개파찰음 문장
f)
GLF: Glottal Fricative, 성문마찰음 문장

g)
AVL: Alveolar Liguid, 치경유음 문장

h) 하나 이상의 자음정확도가 상수로 처리되어 상관계수를 산출

하지 못함.

구개열 아동들에게서는 치경파열음 문장(ρ = .79, N

= 9, p< .01), 연구개파열음 문장(ρ = .68, N = 9, p<

.05), 치경마찰음 문장(ρ = .73, N = 9, p< .05)에서 자

음정확도와 말 용인도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

났다.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들에게서는 연구개파열음 

문장(ρ = .92, N = 9, p< .01)과 치경경구개파찰음 문

장(ρ = .72, N = 9, p< .05)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

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일반 아동들의 

경우에는 치경마찰음 문장(ρ = .89, N = 9, p< .01)과 

치경유음 문장(ρ = .75, N = 9, p< .05)에서 자음정확

도와 말 명료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8> 문장 유형별 말 명료도  말 용인도의 상
분석 결과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BLSa) .917** .800** .711*

AVSb) .879** .867** .833**

VLSc) .800** .717** .900**

AVFd) .867** .979** .950**

APAe) .833** .883** .883**

GLFf) .933** .912** .950**

AVLg) .900** .883** .933**

*
p< .05, 

**
p< .01

a)
BLS: Bilabial Stop, 양순파열음 문장

b) AVS: Alveolar Stop, 치경파열음 문장
c)
VLS: Velar Stop, 연구개파열음 문장

d)
AVF: Alveolar Fricative, 치경마찰음 문장

e) APA: Alveo-palatal Affricative, 치경경구개파찰음 문장
f)
GLF: Glottal Fricative, 성문마찰음 문장

g)
AVL: Alveolar Liguid, 치경유음 문장

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분석

세 아동 집단별로 문장 유형에 따라 판정된 말 명료

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 8>에 제시

하였다.

구개열 아동들에게서는 모든 문장 유형에서 말 명

료도와 말 용인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ρ = .80～

.93, N = 9, p< .01)이 나타났다. 기능적 조음장애 아

동들에게서도 모든 문장 유형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

(ρ = .72～ .98, N = 9, p< .01)이 나타났다. 일반 아동

들에게서도 모든 문장 유형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ρ

=.72～ .95, N = 9, 양순파열음 문장에서 p< .05, 그 

외의 문장에서는 p< .01)이 나타났다.

3. 수준 구분에 따른 상관 분석 결과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범위를 세 

수준(저, 중, 고)으로 구분하여 얻은 기술통계는 <부

록 - 2>에 제시하였다.

가.  자음정확도 수준별 상관 분석 결과

자음정확도를 0.00～33.33% (저), 33.34～66.66%

(중), 66.67～100.00% (고)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세 

변인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록 - 3>에 

제시하였다.

구개열 아동,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및 일반 아동 

집단에서 자음정확도의 수준 구분에 따른 자음정확도

와 말 명료도,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 자음정확도 수준에서 세 

아동 집단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에는 유의한 정

적 상관이 나타났다(ρ = .82～.96, p< .01).

나.  말 명료도 수준별 상관 분석 결과

말 명료도를 0.00～3.33 (저), 3.34～6.66 (중), 6.67～

10.00 (고)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세 변인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부록 - 3> 참고), 고 수준의 말 

명료도를 보인 문장에서 구개열 아동(ρ = .34, N = 31, 

p< .05)과 일반 아동 집단(ρ = .28, N = 57, p< .05)

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

다. 고 수준의 말 명료도를 보인 문장에서 일반 아동 

집단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

였다(ρ = .29, N = 57, p< .05). 세 말 명료도 수준에

서 세 아동 집단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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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아동의 저 수준의 말 명료도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ρ = .71～1.00, 말 명료도 중 

수준에서 일반 아동의 경우 p < .05, 그 외는 모두 p

< .01).

다.  말 용인도 수준별 상관 분석 결과

말 용인도를 0.00～3.33 (저), 3.34～6.66 (중), 6.67～

10.00 (고)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세 변인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부록 - 3>), 저 수준의 말 용인

도를 얻은 문장에서 일반 아동 집단(ρ = 1.00, N = 3, 

p< .01), 중 수준의 말 용인도를 얻은 문장에서 구개

열 아동(ρ = .37, N = 23, p< .05)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집단(ρ = .46, N = 37, p< .01), 고 수준의 말 용인

도를 얻은 문장에서 구개열 아동집단(ρ = 42, N = 17, 

p< .05)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이 유

의하였다. 중 수준의 말 용인도를 얻은 문장에서 구개

열 아동(ρ = .44, N = 23, p< .05)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집단(ρ = .38, N = 37, p< .05)에서 자음정확도

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저 수준의 말 

용인도를 얻은 일반 아동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

준에서 모든 아동 집단에게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ρ = .53～ .86, p< .01).

Ⅳ. 논의 및 결론

가.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관련성

63개의 문장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에는 세  

아동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이 두 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를 보고한 여러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Ellis, 1999; McWilliams, 

1954; Shriberg & Kwiatkowski, 1982; Whitehill & 

Chun, 2002). 이는 단순히 목표자음의 정조음 여부만

을 기준으로 산출한 자음정확도도 말 명료도를 가늠

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 강도는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집단에서는 중간  

정도였고, 일반 아동 집단에서는 낮았다.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 두 변인

의 상관 강도는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Shriberg 

& Kwiatkowski (1982)는 .42의 낮은 상관도를 보고

하였으나, 구개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2

와 .77의 높은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McWilliams, 

1954; Whitehill & Chun, 2002). 이렇게 자음정확도

와 말 명료도의 상관 강도가 다양한 데에는 조음음운

장애의 유형이나 심각도가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연구

대상인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은 모두 

조음장애로 판정되었으나,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조

음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이었다. 한진순․심현섭

(2008)의 선행연구에서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

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자음정확

도를 보였으나,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의 자음정확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음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제한된 말에서는 자

음정확도의 변화에 따라 말 명료도도 비슷한 양상으

로 변할 수 있으나, 조음오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

나 정상적인 조음발달을 보이는 화자의 말에 대해서

는 자음정확도로 말 명료도를 예측하는 것은 타당성

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의 유형에 따른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

관 분석 결과, 구개열 아동들의 경우 치경파열음 문장, 

연구개파열음 문장, 치경마찰음 문장에서 자음정확

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상관의 강도는 

치경파열음 문장에서 매우 높았고, 연구개파열음 문

장과 치경마찰음 문장에서는 높았다. <부록 - 1>의 

구개열 아동의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의 중앙값을 

Shriberg & Kwiatkowski (1982)의 자음정확도에 

따른 조음장애 심각도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구

개열 아동들은 성문마찰음 문장을 제외한 모든 문장

에서 경도-중등도 이하의 조음오류를 보였다. 이 중 

다른 문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음정확도가 높았던 

양순파열음 문장과 세 집단 아동들이 모두 중도의 조

음오류를 보인 치경경구개파찰음 문장과 치경유음 문

장을 제외한 파열음 문장과 마찰음 문장에서 자음정

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 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다. 특히 구개열 아동들은 방해음 중 [+설정성] 자질

을 갖는 치경음의 산출에서 특히 더 어려움을 보일 뿐

만 아니라 조음위치의 후방화로 인하여 기능적 조음

장애 아동이나 일반 아동들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의 

연구개 파열음을 보였는데, 이것이 말 명료도의 판정

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진순․심현섭, 

2008).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들의 경우에는 연구개파

열음 문장과 치경경구개파찰음 문장에서 자음정확도

와 말 명료도의 상관이 유의하였고, 상관의 강도 또한 

높았다. <부록 - 1>의 자료에 의하면, 기능적 조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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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동들이 경도-중등도 이하의 조음오류를 보인 문

장은 연구개파열음 문장, 치경마찰음 문장, 치경경구

개파찰음 문장, 치경유음 문장이었다. 이 문장들 중 일

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자음정확도를 보인 치

경마찰음 문장과 세 집단이 모두 낮은 자음정확도를 

보인 치경유음 문장을 제외하고 자음정확도와 말 명

료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일반 아동들

의 경우에는 치경마찰음 문장과 치경유음 문장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이 유의하였고, 상관

의 강도 또한 높았다. <부록 - 1>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아동들은 치경마찰음 문장, 치경경구개파찰음 

문장, 치경유음 문장에서 중등도-중도 이하의 조음오

류를 보였다. 이 중 자음정확도가 가장 낮았던 치경경

구개파찰음 문장을 제외한 치경마찰음 문장과 치경유

음 문장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이 유의

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같은 심각도의 조음오류

에 해당되는 여러 문장 유형 중 특정 문장에서 자음정

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자음정확도 수준 외에도 목표 자음의 종류에 따라 자

음정확도와 말 명료도가 갖는 관련성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수가 제한

되어 있어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체로 조음

오류가 나타날 경우 치경파열음, 연구개파열음, 치경

마찰음, 치경경구개파찰음, 치경유음과 같이 성도의 

양극단 이내에서 산출되는 자음과 발달적으로 늦게 

발달되는 자음이 중복된 말샘플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자음정확도를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에

서 모두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

지 않았다. <부록 - 2>의 자음정확도 수준 구분에 따

른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중앙값에서 나타난 경

향성을 살펴보면, 자음정확도가 낮은 문장에서 말 명

료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자음

정확도가 중간 수준인 문장과 높은 수준의 문장에서

는 말 명료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로써 자음정확

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자음정확도가 극히 제한

되어 있어도 말 명료도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반

대로 자음정확도가 높아도 말 명료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말 명료도를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말 명료도가 높은 것으로 평

가된 문장에서 구개열 아동들의 자음정확도와 말 명

료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와 말 용인도

를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말 용인도가 낮게 평

가된 문장에서 일반 아동 집단이, 말 용인도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문장에서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

음장애 아동집단이, 말 용인도가 높게 평가된 문장에

서 구개열 아동들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

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부록

- 2>에서 나타난 자료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말 명료

도와 말 용인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집단의 아동

들의 자음정확도도 증가하며, 세 집단 중 구개열 아동

들이 자음정확도에 비해 말 명료도가 높게 평가된 이

득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이로써 자음정확도가 높다

고 해서 반드시 높은 말 명료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

며, 자음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말샘플이 높은 말

샘플에 비해 말 명료도의 이득이 더 클 수 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관련성

63개의 문장발화에서 판정된 자음정확도와 말 용

인도 간에도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세 아동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말 

용인도 또한 자음정확도를 이용하여 가늠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 강도도 마찬가

지로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집단에서

는 중간 정도였고, 일반 아동 집단에서는 낮았다. 말 

용인도에도 조음음운장애의 유형이나 심각도가 작용

하며, 자음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제한된 말에

서는 자음정확도로 말 용인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조음오류의 수가 적거나 정상적

인 조음발달을 보이는 화자의 경우에는 자음정확도로 

말 용인도를 가늠하는 것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집단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상관 강도

에 비해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 강도가 약간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

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으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

도 간의 상관 강도(r = .77)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게(r

= .56) 나타난 Whitehill & Chun (2002)의 연구 결과

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전체 문장 자료를 살펴보면, 실

험에 참여한 일반인 청취자들은 동일한 화자의 말에 

대해 말 용인도를 말 명료도에 비해 일관되게 약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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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평가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나 말장애

에 대한 평가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 청취자들이 말 용

인도의 평가 시 직면하게 되는 내적 기준의 모호성 또

는 부재와 관련된 청취 특성일 수도 있고, 말 명료도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특정 변인이 말 용인

도 판정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일 수도 있다.

문장 유형 구분에 따라 나타난 자음정확도와 말 용

인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대상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문장의 종류 또한 제한

되어 있어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나, 같은 수준의 조

음오류를 보이는 여러 문장 유형 중 특정 문장에서 자

음정확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자음정확도 수준 외에도 목표 자음의 종류에 따

라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가 갖는 관련성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료의 수가 제한

되어 있어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체로 성도의 

양극단 이내에서 산출되는 자음과 발달적으로 늦게 

발달되는 자음이 포함된 말샘플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자음정확도의 범위를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자음

정확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간의 상관 분석 결과와 마찬

가지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타난 경향성도 유사하

였다. 다만, 자음정확도가 높은 경우에도 말 명료도에 

비해 말 용인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명료도가 높게 평가된 

문장에서 일반 아동 집단의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으며, 말 용인도가 중간 정도로 

평가된 문장에서 구개열 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

동 집단에서 자음정확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이 유

의하였다. <부록 - 2>에서 나타난 자료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수준이 높아질 수

록 세 집단의 아동들의 자음정확도도 증가하나, 자음

정확도에 비해 말 용인도 점수의 이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이로부

터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조

음 변인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구개열 

아동의 비누출로 인한 약화나 보상조음오류는 말 명

료도는 감소시키지 않으나 말 용인도는 방해하는 경

우를 들 수 있다. 즉, 어떤 조음 특성은 자연스럽지는 

못하지만 말 명료도를 방해하지는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특성은 자연스러우나 말 명료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자연스럽지 못하면서 말 명료도도 떨어뜨리

는 특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관련성

세 집단에서 모두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 

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말 명료도와 말 용

인도 간에 .61의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고한 Whitehill 

& Chun (2002)의 연구에 비해서도 더 높았다. 이러

한 결과는 실제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가 매우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거나, 문맥 정보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문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

고, 실제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다양한 변인이 

함께 작용하여 두 변인을 이용하여 상호 변인을 대략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관련성을 갖는 것일 수 있다.

문장의 유형을 구분하여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의 문장에서 말 명료

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은 유의하였고, 상관의 강도 

또한 대체적으로 매우 높았다.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범위를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말 명료

도와 말 용인도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일부 수준을 제외하고는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말 샘플에 포함된 

자음의 종류와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수준에 상관없이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이용하여 

상호 변인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

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록-3>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수준을 기준으로 자료에서 나타난 경향성을 

살펴보면,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상관 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우가 관찰된다. 이를 통해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가 높은 상관을 보이나 상대적으로 말 명료도

에 더 영향을 미치는 조음 변인과 말 용인도에 더 영

향을 미치는 조음 변인이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말 장애 군에 비해 그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구개열 아

동들을 대상으로 말샘플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실제 말장애 화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적인 연구

를 시도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음정확도가 말 명료도나 말 용인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선형회귀분석이나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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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한 경향성을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음정확도의 종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측정을 위한 척도 등을 다양

하게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간의 상호 관련성은 

자음정확도 산출 방법과 척도의 범위 및 종류를 달리 

적용할 경우 주의 깊은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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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장 유형별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의 기술통계

 자음
정확도

아동 집단 
구분

N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앙값 범 최소값최 값 앙값 범 최소값최 값 앙값 범 최소값최 값

양순
열음 
문장

구개열 9  75.00 100.00    .00 100.00 7.95 9.05  .23 9.28 5.88 8.93  .48 9.41

기능  조음장애 9 100.00  25.00  75.00 100.00 7.66 4.51 3.94 8.45 6.71 4.48 3.32 7.80

일반 9 100.00   0.00 100.00 100.00 8.78 1.23 8.01 9.24 6.97 3.04 5.13 8.17

치경
열음 
문장

구개열 9  33.33 100.00    .00 100.00 4.67 7.49  .08 7.57 2.33 5.99  .20 6.19

기능  조음장애 9 100.00  50.00  50.00 100.00 5.60 6.47  .88 7.35 3.97 4.99 1.52 6.51

일반 9 100.00  16.67  83.33 100.00 8.89 4.16 5.34 9.50 7.04 5.56 3.05 8.61

연구개
열음 
문장

구개열 9  66.67 100.00    .00 100.00 7.60 8.45  .85 9.30 5.70 8.41  .87 9.28

기능  조음장애 9  66.67 100.00    .00 100.00 6.80 4.28 3.77 8.05 5.49 3.41 3.31 6.72

일반 9 100.00  16.67  83.33 100.00 9.48 1.57 8.08 9.65 7.33 4.23 4.85 9.08

치경
마찰음 
문장

구개열 9   0.00  60.00    .00  60.00 5.09 7.45 1.39 8.84 3.58 8.32 1.10 9.42

기능  조음장애 9   0.00  40.00    .00  40.00 4.75 4.91 2.63 7.54 3.77 4.42 1.94 6.36

일반 9  60.00  80.00  20.00 100.00 7.40 5.63 3.79 9.42 5.00 5.89 2.73 8.62

치경
경구개
찰음 
문장

구개열 9   0.00  16.67    .00  16.67 4.16 6.52  .46 6.98 2.23 4.39  .36 4.75

기능  조음장애 9  16.67  83.33    .00  83.33 4.06 5.48 3.36 8.84 3.24 4.82 2.77 7.59

일반 9  16.67  66.67    .00  66.67 8.74 2.73 6.77 9.50 6.65 3.99 4.32 8.31

성문
마찰음 
문장

구개열 9 100.00 100.00    .00 100.00 7.89 8.29 1.06 9.35 6.26 7.65 1.35 9.00

기능  조음장애 9 100.00  33.33  66.67 100.00 6.96 3.02 5.37 8.39 6.52 4.41 3.39 7.80

일반 9 100.00   0.00 100.00 100.00 9.12 3.03 6.63 9.66 7.32 5.18 3.84 9.02

치경
유음 
문장

구개열 9  40.00  60.00    .00  60.00 7.59 9.51  .07 9.58 7.12 8.89  .46 9.35

기능  조음장애 9  40.00  80.00    .00  80.00 6.42 3.19 5.68 8.87 5.03 4.06 4.06 8.12

일반 9  40.00  40.00  40.00  80.00 9.05 4.63 4.87 9.50 6.94 6.13 2.58 8.71

한진순․심현섭(2008)의 원자료 표의 형식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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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  구분에 따른 집단별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기술통계

기 수
아동 집단

문
장 
수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

앙값 범 최소 최 앙값 범 최소 최 앙값 범 최소 최

자
음
정
확
도

구개열 33   0.00 33.33  0.00  33.33 4.67 8.20 0.08 8.28 2.95 7.14 0.20 7.34

기능  조음장애 20   0.00 33.33  0.00  33.33 4.46 6.21 2.63 8.84 3.58 5.65 1.94 7.59

일반  7  16.67 33.33  0.00  33.33 7.69 5.51 3.79 9.30 5.82 5.58 2.73 8.31

구개열 13  40.00 26.67 40.00  66.67 8.05 9.51 0.07 9.58 6.91 8.96 0.46 9.42

기능  조음장애 15  50.00 26.67 40.00  66.67 6.28 7.99 0.88 8.87 4.95 6.55 1.52 8.07

일반 15  60.00 26.67 40.00  66.67 8.18 4.63 4.87 9.50 6.41 6.13 2.58 8.71

고

구개열 17 100.00 25.00 75.00 100.00 7.89 4.77 4.58 9.35 6.42 6.15 3.26 9.41

기능  조음장애 28 100.00 25.50 75.50 100.00 7.44 5.46 3.36 8.82 6.34 5.90 2.22 8.12

일반 41 100.00 20.00 80.00 100.00 9.05 4.32 5.34 9.66 7.11 6.03 3.05 9.08

말 
명
료
도

구개열 12   0.00 40.00  0.00  40.00 1.23 3.08 0.07 3.15 1.06 2.03 0.20 2.23

기능  조음장애  2  33.34 66.67  0.00 66.67 1.76 1.75 0.88 2.63 1.73 0.42 1.52 1.94

일반  0 NA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구개열 20   0.00 100.00  0.00 100.00 4.94 2.87 3.72 6.59 3.39 3.94 1.43 5.37

기능  조음장애 30  40.00 100.00  0.00 100.00 5.06 3.28 3.36 6.64 3.70 3.49 2.22 5.71

일반  6  50.00 80.00 20.00 100.00 5.69 2.84 3.79 6.63 3.37 1.36 2.58 3.94

고

구개열 31  66.67 100.00  0.00 100.00 8.05 2.78 6.80 9.58 7.01 6.16 3.26 9.42

기능  조음장애 31  83.33 100.00  0.00 100.00 7.60 2.18 6.69 8.87 6.51 4.34 3.78 8.12

일반 57 100.00 100.00  0.00 100.00 9.05 2.89 6.67 9.66 7.04 5.15 3.93 9.08

말 
용
인
도

구개열 23   0.00 100.00  0.00 100.00 3.15 7.39 0.07 7.46 1.63 3.10 0.20 3.30

기능  조음장애 13   0.00 100.00  0.00 100.00 3.68 3.40 0.88 4.28 2.91 1.80 1.52 3.32

일반  3  40.00  80.00 20.00 100.00 4.87 1.55 3.79 5.34 2.73 0.47 2.58 3.05

구개열 23  20.00 100.00  0.00 100.00 6.87 3.48 4.58 8.06 4.73 3.05 3.37 6.42

기능  조음장애 37  66.67 100.00  0.00 100.00 6.64 4.28 3.77 8.05 5.03 3.16 3.39 6.55

일반 25  80.00 100.00  0.00 100.00 7.94 2.92 6.04 8.96 5.13 2.96 3.69 6.65

고

구개열 17  66.67 100.00  0.00 100.00 8.85 1.99 7.59 9.58 8.46 2.51 6.91 9.42

기능  조음장애 13  83.33 83.33 16.67 100.00 7.94 2.07 6.80 8.87 7.22 1.41 6.71 8.12

일반 35 100.00 100.00  0.00 100.00 9.24 1.00 8.66 9.66 7.89 2.25 6.83 9.08

a)
NA: Non Available, 평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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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  구분에 따른 집단별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의 상 분석 결과

기 수 상  변인 구개열 기능  조음장애 일반

자음정확도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103   .232 - .524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083   .286 - .337

말 명료도_말 용인도  .937**   .947**   .857**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075 - .287   .208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024 - .160   .352

말 명료도_말 용인도  .819
**   .875**   .963**

고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338 - .142   .130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338 - .096   .143

말 명료도_말 용인도  .931**   .856**   .891**

말 명료도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152 -1.00   NA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078 -1.00   NA

말 명료도_말 용인도  .930**  1.00**   NA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174   .251   .618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217   .102   .530

말 명료도_말 용인도  .712
**   .877**   .771*

고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340*   .087   .274*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254   .145   .288*

말 명료도_말 용인도  .808**   .767**   .914**

말 용인도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337 - .190  1.00**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260   .335   .500

말 명료도_말 용인도  .817**   .641**   .500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370*   .460**   .227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436
*   .378*   .048

말 명료도_말 용인도  .531**   .860**   .789**

고

자음정확도_말 명료도  .415* - .403 - .089

자음정확도_말 용인도  .241 - .383   .000

말 명료도_말 용인도  .571**   .771**   .758**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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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It is important to account for the index of communication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CC) in clinical decision-making 
when treating patients with articulation-phonological disorder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among the PCC,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of children with cleft palate (CP). Methods: Nine children with cleft palate, 
nine children with functional articulation disorder, and nine children without developmental 
abnormalities, all three to six years of age and age-matched,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asked to repeat seven eight-syllable sentences. Each utterance was judged in 
regard to correct articulation of the target sounds, and a PCC score was calculated for each 
sentence. After listening to each sentence, 40 naive listeners were asked to rate both the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of each sentence on a 10㎝ Visual Analog Scale. Results: 
The PCC scores, speech intelligibilities, and speech acceptabilities of the sentences produced 
by children with cleft palate were significantly relat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the PCC 
score,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ratings for lingual consonants and 
consonants that are generally acquired later during development was detecte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CC scores and the speech intelligibility ratings, and the PCC scores and the speech 
acceptability ratings were not significant when analyzed by level of PCC,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Discussion & Conclusion: Although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are influenced by PCC score, they are not interchangeable measures. Variables that 
may underlie the relationships between PCC,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was discuss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18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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