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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과대비성을 포함한 말장애 영역의 청지각적 평가에서는 타당하고 적절한 평가 

측정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간 척도는 임상과 연구현장에서 과대비성을 

평가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평가법이지만, 과대비성의 정도를 타당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대비성의 또 다른 평가 척도로 사용되는 직접 

크기 측정법(direct magnitude estimation: DME, 이하 DME)과 등간 척도의 평가 결과치를 

비교해서 어떠한 평가법이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에 더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8명의 한국 구개열 아동의 말 샘플을 수집 한 뒤 10명의 평가자에게 등간 척도와 DME 평가

법을 이용해서 과대비성의 정도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두 평가법의 결과치의 

관계를 산포도의 시각적인 검사와 모형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결과:  산포도의 시각적인 

검사와 모형 분석 모두 등간 척도와 DME를 사용한 평가치의 관계가 비선형(curvilinear) 

관계임을 보여 주었다. 논의 및 결론:  비선형 관계는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속성이 기존 자극에 

자극이 양적으로 더해지는 부가적인(additive)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음성 자극을 

동일한 간격으로 분할하여 평가해야 하는 등간 척도보다는 DME 평가법이 좀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563-573.

핵심어: 과대비성, 청지각적 평가, 등간 척도, 직접 크기 측정법(direct magnitude estimation, 

DME), 타당도

Ⅰ. 서 론

임상에서 의사소통 장애를 평가할 때 환자의 다양

한 말-언어 샘플을 듣고 의사소통 장애의 유무와 유

형, 심각도를 청지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일반

적인 방법이다. 장애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장애

의 특징에 대한 임상가의 숙련된 청지각적 판단 능력

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의 심각

도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측정법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양한 의사

소통 문제의 유형 중에서 특히 말 명료도, 말의 자연

스러움 또는 유창함, 음성 및 공명 문제와 관련된 장

애 영역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타당하고 적절한 평가 측정

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 측정법 

선택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말 명료도, 

유창성 정도, 음성의 질, 공명 문제 영역에서 임상과 

연구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측정법의 

타당성을 비교 연구해서 타당한 측정법을 제시하고

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Eadie & Doyle, 2002; 

Kreiman & Gerratt, 1998; Schiavetti et al., 1994; 

Weismer & Laures, 2002; Whitehill, Lee & Chun, 

2002; Zraick & Liss, 2000). 

다양한 평가 척도 중에서 등간 척도(equal-appearing 

interval scaling)는 말 명료도와 음성의 질, 공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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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포함한 말 장애 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평가 방법이다. 등간 척도는 특정한 말 특징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속적인 선상에 위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부여된 숫자 중에서 평가하는 말 자극의 정

도를 대표하는 숫자를 선택함으로써 말 특징의 중증

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5점, 7점과 같은 홀수 척도가 

많이 사용된다(Schiavetti, 1992). 연인두 부위의 해

부학적, 기능적 문제로 인해 말을 산출하는 동안 지나

친 비강 공명이 지각되는 과대비성의 경우, 임상 현장

과 연구 상황에서 대부분 등간 척도로 평가되고 있지

만, 척도 점수의 갯수는 임상 현장과 연구마다 다양하

다. 예를 들어, Karnell, Folkins & Morris (1985)는 

7점 척도를 사용해 구개열 화자의 과대비성을 평가한 

반면, Hathaway (1980)은 15점 척도를 사용해 인두

피판 수술 후 구개열 화자의 비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언어권에서 구개열 화자와 관련

된 연구와 임상을 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구개열 

화자의 언어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각적 평가 측정치를 제안한 Henningsson et al. 

(2008) 연구에서는 과대비성 평가를 위해 4점 등간 

척도(1점 =정상, 2점 =경도, 3점 =중도, 4점 =심도)

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등간 척도는 여러 말 

장애영역을 평가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여러 연구가 이 평가 방법의 타당도와 관련

해서 제한점을 지적해 왔다(Schiavetti et al., 1983; 

Schiavetti, Metz & Sitler, 1981; Stevens, 1974). 

Stevens (1974)는 등간 척도를 사용할 경우, 평가자

들이 특정 평가 영역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장선에

서 특정 정도에 체계적으로 편중되어(systematic 

bias)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주어진 등간 척도 내에

서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 영역의 세밀한 평

가를 허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등간 척도에 해당하는 특정 숫자만을 선택해서 평가

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에서도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

였다. 

과대비성 평가를 포함한 말 장애평가 영역에서 사

용되는 또 다른 평가 척도로서 직접 크기 측정법

(direct magnitude estimation: DME, 이하 DME)이 

있다. 이 평가법은 평가 기준치(modulus)를 사용하거

나 사용하지 않고 실시되어질 수 있는데(Schiavetti, 

1992), 평가 기준치를 사용할 경우, 평가자는 특정 숫

자가 부여된(보통 100) 평가 기준치에 해당하는 음

성 샘플을 먼저 듣고 이 후에 평가하는 음성 샘플을 

평가 기준치와 비교해서 직접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는 평가자는 첫 번째로 들은 음성 샘플에 임의로 점

수를 매기고 이후의 음성 샘플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샘플과 비교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DME 평가법은 

등간 척도에 비해 사용의 편리성 면에서는 떨어지나, 

등간 척도에서 나타나는 특정 등간 척도 점수에 대한 

체계적인 편중화 현상을 제거할 수 있고, 평가 영역

의 상대적인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Stevens, 1974). 따라서, 이러한 장

점으로 인해 여러 연구가 등간 척도와 DME 평가법

의 타당도를 비교 연구해서, 말 장애 영역에서 어떤 

평가법이 더 적절한지 제시하고 있다(Eadie & Doyle, 

2002; Kreiman & Gerratt, 1998; Schiavetti et al., 

1994; Weismer & Laures, 2002; Whitehill, Lee & 

Chun, 2002; Zraick & Liss, 2000).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말 장애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척도 방법이 보다 타당한지 

밝히기 위해 심리물리학 분야에서 제안한 prothetic

(양적) 또는 metathetic(질적) continuum 개념을 바

탕으로 연구하였다. Prothetic continua는 음성 강도

(loudness)처럼 기존 자극에 자극이 양적으로 더해

지는 과정으로 부가적인(additive) 속성을 가리키는 

반면에, metathetic continua는 음도(pitch)나 특정 

성향처럼 일정한 위치(position)를 갖고 질적으로 

변화해서 치환적인(substitutive) 속성을 나타낸다

(Stevens, 1974). 즉, metathetic continua는 옥타브 

상의 음도(pitch)처럼 새로운 자극이 기존의 다른 자

극을 대신해서(예: “도” 음계가 “레” 음계로 이동) 질

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등간 척도를 사용

할 때 보다 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특정 평가 영역이 prothetic인지 metathetic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동일한 평가물을 두 가

지 평가 절차를 이용해서 평가하게 한 후, 평가 결과

가 선형 관계(linear relationship)인지 비선형관계

(curvilinear relationship)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가

능하다. 평가 결과치의 관계가 비선형으로 나타난다

면 등간 척도보다 DME 평가법이 더 타당한 척도라

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Schiavetti et al., 

1994; Stevens, 1974).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청각

장애인의 말 명료도, 말더듬 심각도, 연장 모음의 거

친 정도를 평가할때는 DME 평가법이 더 타당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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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척도라는 것이 제안되어졌고(Schiavetti et al., 

1983; Schiavetti, Metz & Sitler, 1981; Toner & 

Emanuel, 1989), 과대비성과 관련해서도 등간 척도

보다는 DME 평가법이 과대비성을 청지각적으로 평

가할 때 더 타당한 척도라고 제안되어졌다(Whitehill, 

Lee & Chun, 2002; Zraick & Liss, 2000). 반면에, 

조음의 결함정도와 정상 화자의 기식음 정도는 등

간 척도와 DME 평가법이 선형관계로 나타나 두 척

도법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Prather, 1960; 

Sewall et al., 1999). 말 장애군은 다르지만 동일한 

말 특성 영역 면에서 서로 엇갈리는 결론이 나오기

도 했는데 Southwood (1996)는 말의 자연스러움은 

prothetic 속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Metz, 

Schiavetti & Sacco (1990)는 metathetic 속성을 

가져 등간 척도가 더 적절한 평가법이라고 제안하

였다. 

말-언어장애의 청지각적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대부분 등간 척도만을 사용하

였고, 등간 척도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연구와 

DME 평가법이 소개된 연구 문헌이 없는 실정이다. 

비록 과대비성의 평가법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있지

만, 광둥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를 대

상으로 실시했거나(Whitehill, Lee & Chun, 2002), 

인위적으로 합성한 연장 모음을 이용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Zraick & Liss, 2000) 한국인 화자와 청자

를 대상으로 하는 과대비성 평가에 DME 평가법이 

등간 척도보다 더 타당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과대비성은 다른 말 장애 특성과는 달리 언어

와 사투리의 영향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

른 언어권의 연구를 그대로 국내 연구에 도입하는 것

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Dalston, Neiman 

& Gonzalez-Landa, 1993; Grunwell et al., 2000; 

Hutters & Henningsson, 2004; Lee, Brown & 

Gibbon, 2008; Seaver et al., 1991). 최근에 Lee, 

Brown & Gibbon (2008) 연구는 광둥어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두 평가자 그룹에게 광둥어로 산

출된 샘플을 듣고 DME 평가법을 이용해서 과대비

성 정도를 평가 하도록 실시하였는데 광둥어를 사용

하는 평가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평가자보다 여성

의 말 샘플에서 유의미하게 비성 정도를 높게 평가하

는 결과를 보여 주어 과대비성의 청지각적인 판단에 

언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같

은 말 특성 영역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선행 연

구(Metz, Schiavetti & Sacco, 1990; Southwood, 

1996)를 고려한다면 국내 구개열 화자의 과대비성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 DME 평가법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구개열 화자에게서 나타

나는 과대비성에도 한국인 청자가 동일하게 반응하

는지 점검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DME 평가법을 소개하고, 등

간 척도와 DME 평가법을 이용해서 구개열로 인한 

과대비성을 보이는 한국 아동의 말 샘플을 평가 한 

후 두 평가치를 비교해서 어떠한 평가법이 과대비

성의 청지각적 평가에 더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과 전주에 위치한 병원의 구개열 클리닉 또는 

사설 언어치료실에서 구개열 아동 28명(남: 16명, 여: 

12명, 평균연령: 7세 5개월)을 대상으로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평가 자료로 사용될 문장 발화를 수집하였

다. 모든 구개열 아동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1차 구개 교정술을 받았고, 과대비성이나 보상조음

의 문제로 인해 언어평가나 치료를 받기 위해 구개열 

클리닉 또는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였다. 참여한 구개

열 아동은 정상에서 심도까지의 다양한 과대비성을 

보였으며, 아동이 심한 보상 조음이나 음성 문제를 

동시에 보일 경우에는 과대비성의 평가에 혼동을 일

으킬 가능성 때문에 청지각적 평가 목록에서 제외시

켰다. 청지각적 평가에 사용된 말 샘플을 산출한 구

개열 아동의 성별, 연령, 구개열 유형과 관련된 정보

는 <표 - 1>과 같다.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자로서는 한림대학교 

언어병리학과에 재학중인 학부생(9명)과 대학원생

(1명), 총 10명(남: 1명, 여: 9명, 평균연령: 22세)이 

참여하였다. 실험 당시 대상자 모두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구개열과 관련된 말 문제를 보이는 화자와의 

임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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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구개열 아동의 기본 정보

번호 성별 연령a) 구개열 유형

1 여   4; 6 Submucous CP
b)

2 여  15; 0 Submucous CP

3 여   5; 0 Lt.
c)unilateralCP

4 남  10; 5 Bilateral CP

5 남   4; 1 Submucous CP

6 남  10; 0 Secondary CP

7 남   9; 0 CP 

8 여  11; 7 Submucous CP

9 여   5; 1 Secondary CP

10 여   5; 4 Lt. complete CP

11 여   6; 3 Incomplete CP

12 여  12; 2 Submucous CP 

13 여  12; 0 Submucous CP

14 남   3; 9 Incomplete CP

15 남   7; 9 Bilateral CLP

16 남   3; 0 Secondary CP

17 여   5; 1 Secondary CP

18 남  11; 4 Secondary CP

19 남   4; 7 Complete CLP
d)

20 남   6; 5 Secondary CP

21 남   3; 9 Bilateral CLP

22 남   9; 0 Unilateral CLP

23 남   5; 0 CP

24 여   9; 4 Lt. CLP

25 남   9; 2 Unilateral CLP

26 남   2; 8 Bilateral CP

27 남   3;10 Incomplete CP 

28 여 15;2 Submucous CP
a)
 세;개월

b) CP: Cleft Palate, 구개열
c)
 Lt.: Left, 왼쪽

d)
 CLP: Cleft Lip & Palate, 구순구개열 

2. 말 샘플 수집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에서 비자음이 들어가

지 않고 구강자음으로만 구성되고 저모음, 고모음과 

같은 모음 유형을 모두 포함한 문장이 과대비성의 

유무와 중증도를 청지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적절

한 말 샘플이기 때문에(Henningsson et al., 2008), 

구강자음으로만 구성되고 고모음과 저모음이 균형 

잡히게 들어간 문장인 “바다에 파도가 치고 여기 거

북이가 기어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김민정․

심현섭, 1999). 음성 녹음은 미니디스크 디지털 레코

더(MD-MT90, Sharp)와 omnidirectional 마이크

(ECM-DS70P, Sony)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목

표 말 샘플은 기본적으로 읽기를 통해 유도되었고, 

아동이 글을 읽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자의 말을 따

라 말하도록 하였다. 녹음된 음성은 Adobe 3.0 프로

그램을 이용해서 44.1kHz sampling rate, 16비트 

sampling resolution, 스테레오 채널을 통해 컴퓨터

에 WAV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되었다. 또한, 말을 

산출하고 녹음할 때 아동의 음성의 강도가 서로 달

라, 다른 음성의 강도가 과대비성 평가에 영향을 끼

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녹음된 말 샘플을 Adobe 

3.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표

준화시켰다. 

평가자내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모든 구개열 아동

의 음성 샘플(28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12개의 음

성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복사본을 전체 음성 샘

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평가자는 총 40개의 음성을 

평가하였다.

 

3. 연구 절차

가.  청지각적 듣기 훈련 

실험의 평가자로서 참여한 학생들은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4시간 정도 과대비

성의 청지각적 훈련에 참여하였다. 과대비성의 청지

각적 훈련은 구개열 아동의 말 특징과 과대비성에 대

한 정의 및 특징, 청지각적 평가 척도에 대한 설명으

로 구성된 강의식 훈련과 실제 구개열 화자의 음성 

샘플을 듣고 과대비성 정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듣기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강의식 훈련과 듣기 훈련

은 3일에 걸쳐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청지각적 훈련에 이용된 음성 샘플은 본 연구에 이용

된 음성 샘플과 별도로, 다른 구개열 화자에게서 수

집되었고 정상에서부터 심도의 다양한 과대비성 정

도를 나타내었다. 

청지각적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자와 구개

열 클리닉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한 명이 청지각적 훈련에 이용된 음성 샘플의 과대비

성 정도를 등간 척도와 DME 평가법을 이용해서 평

가하였다. 등간 척도를 이용했을 때 두 평가자간의 

측정 결과가 2점 이상 차이를 보이는 음성 샘플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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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적 훈련 샘플 목록에서 제외시키고 두 평가자간

의 일치도가 높은 음성 샘플만을 훈련에 사용하였다. 

과대비성의 듣기 훈련은 학생들에게 음성 샘플을 들

려주고 등간 척도와 DME를 이용해서 각각 평가하

게 한 후 본 연구자와 언어치료사가 평가한 측정 결

과를 피드백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러한 듣기 훈련은 평가자가 직접 음성을 평가하고 실

시간으로 과대비성의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평가자

에게 제시하고 확인 과정을 위해 다시 음성 샘플을 

들려 줌으로써 과대비성 정도에 대한 이해와 청지각

적 평가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실시되었다. 

나.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평가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훈련을 마친 후에 학생들은 

과대비성의 듣기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자는 동일한 

음성 샘플을 일주일 간격으로 등간 척도와 DME 평가

법을 이용해서 두 번 평가하였고 등간 척도와 DME 

평가법의 순서는 평가자에게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등

간 척도는 7점 척도(1 =정상, 2 =미비(minimal), 3 = 

경도(mild), 4 =경중도(mild to moderate), 5 =중도

(moderate), 6 = 중심도(moderate to severe), 7 =

심도(severe))를 사용하였고 DME는 과대비성의 심

각도면에서 경중도에 해당하는 음성 샘플을 기준치

(modulus)로 정하고 100점을 부과한 뒤, 평가자에게 

기준치 음성과 비교해 과대비성 정도가 심하면 심한 

정도에 따라 100보다 큰 숫자를, 과대비성 정도가 약

하면 100보다 작은 숫자를 선택해서 평가하도록 하

였다. 평가자는 DME 평가법을 이용할 때는 0와 음

의 정수를 제외한 모든 숫자를 자유자재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 받았다. 

과대비성의 음성 샘플 제시와 평가는 Visual C++

를 이용해 제작된 음성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

시되었다. 이 과대비성 평가 프로그램은 아동의 전체 

음성 샘플을 무작위 순서로 평가자에게 제시 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었고 평가자가 헤드폰을 통해 음성을 

듣고 프로그램 창에 직접 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다음 

음성 샘플 평가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평

가시 필요하다면 평가자는 평가 음성샘플을 1～2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 1>은 청지각

적 평가에 이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화면의 예

이다. 

 

다.  자료 분석

구개열 아동의 음성 샘플에 대한 평가자들의 반응

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등간 척도를 위해서는 산

술 평균을 구하였고, DME 평가 결과는 평가자 마다 

과대비성 정도를 반영하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라 서로 다른 크기의 평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와 비해 아주 큰 숫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ME 평가 결과의 중

앙치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기하평균을 구하였다

(Engen, 1971; Stevens, 1974). 

<그림- 1> 등간 척도를 이용한 과 비성 청지각  

평가 로그램의 

등간 척도와 DME 평가법을 비교해서 타당도를 연

구한 여러 선행연구(Schiavetti et al., 1994; Whitehill, 

Lee & Chun, 2002; Zraick & Liss, 2000)에서 사용

한 연구방법과 같이 구개열 아동의 음성 샘플 당 등

간 척도의 산술 평균과 DME의 기하 평균의 산포도

를 작성하였다. 산포도에 나타난 두 측정치 간의 관

계가 선형관계(linear fashion)인지, 비선형 관계

(curvilinear fashion)인지 먼저 시각적으로 측정하

고 PASW 17.0 프로그램을 통해 모형 분석을 실시

해 선형과 비선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비교 

분석하였다. 

라.  신뢰도 분석

(1) 평가자내 신뢰도 

평가자내 신뢰도 분석을 위해 급내상관(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 이하 ICC)을 계산한 

결과, 등간 척도의 ICC는 .988이었고, DME의 ICC

는 .99로 평가자내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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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자간 신뢰도

평가자간의 신뢰도를 위해 마찬가지로 ICC를 계

산한 결과, 등간 척도의 ICC는 .742였고, DME 평가

법의 ICC는 .659로 나타났다. 등간척도의 신뢰도가 

DME 평가법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주어진 

7가지 등급 내에서 평가치를 선택하는 등간 척도의 

특성으로 인해 평가자간 동일한 등급을 선택할 확률

이 DME 평가법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

된다. 

Ⅲ. 연구 결과

등간 척도와 DME 평가법을 이용해서 28명의 구

개열 아동의 음성 샘플에 대한 10명의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표 - 2>에 제시하였

다. 구개열 아동 중에서 등간 척도에서 5점(중도, 

moderate)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은 7명으로, 이

들의 DME 평균 점수는 125.9 이상(범위: 125.9～

227.1)으로 나타났다.

<표- 2> 구개열 아동의 음성 샘 에 한 과 비성의 
청지각  평가 결과

번호 등간 척도 DME 번호 등간 척도 DME

1 3.3  74.7 15 1.6  36.5

2 2.2  40.9 16 5 125.9

3 3.6  51.3 17 6 184.5

4 3.9  93.7 18 1.9  38.1

5 4  70.5 19 3.9  80.1

6 3  69.4 20 1.9  36.8

7 3.7  73.7 21 5.1 161.0

8 4.6 138.5 22 4.6 131.0

9 6.6 223.9 23 3.1  76.7

10 4.2 104.9 24 6.5 193.9

11 1.5  14.75 25 4.2 115.5

12 2.2 41.93 26 6.3 227.1

13 5.5 200.8 27 4.8 139.5

14 1.7 32.45 28 3.5 83.97

<그림 - 2>는 과대비성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의 

DME 평가 결과치를 X축으로, 등간 척도 결과치를 

Y축으로 한 산포도이다. <그림 - 2>의 산포도에 나

타난 DME 평가법과 등간 척도를 이용한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평가 결과치에 대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관찰

해보면 두 평가 결과치의 관계는 비선형(curvilinear)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분석 결과, 2차(비선

형) 모형에 대한 R2값이 .94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p < .001), 모형에 가장 적합한 등식은 y = 

-5.942E - 5x2 + .04x + .551 (x = DME, y = 등간 척

도)로 나타나, 선형보다는 비선형 관계가 등간 척도와 

DME 평가 결과치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 과 비성의 청지각  평가에 한 DME와 

등간 척도 평가 결과치에 한 산포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개열로 인한 과대비성을 보이

는 한국 아동의 말 샘플을 10명의 평가자가 등간 척

도와 DME 평가법을 이용해서 평가 한 후, 두 평가

치의 결과를 비교해서 어떠한 평가법이 과대비성의 

청지 각적 평가에 더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산포도의 시각적인 검사와 모형 분석 모두 

등간척도와 DME를 사용한 평가치의 관계가 비선형

(curvilinear)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성 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만들어진 연장 모

음과제 (/a/와 /i/)를 이용해서 등간 척도와 DME 평

가를 비교한 Zraick & Liss (2000) 연구와 광둥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구개열 화자의 문장 발화를 이용

해서 실험 한 Whitehill, Lee & Chun (2002)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등간 척도와 DME 평가 

결과치가 비선형관계인 것은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속성이 음성 강도(loudness)처럼 기존 자극에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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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적으로 더해지는 과정으로 부가적인(additive) 

특성을 갖는다고 제안할 수 있다(Stevens, 1974). 따

라서 과대비성의 이러한 심리물리학적 속성으로 인

해 평가자가 과대비성을 등간 척도에서처럼 동일한 

간격으로 분할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더 나

아가, 이러한 결과는 과대비성을 청지각적으로 평가

할 때 등간 척도는 적절하지 않고 DME 평가법이 좀 

더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 도구임을 제시한다. 

말장애 영역에서 등간 척도가 타당한 평가법인지 

조사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말더듬 심각도를 연구

한 Schiavetti et al. (1983)과 선천적 청각장애 화자

의 말 명료도를 연구한 Schiavetti, Metz & Sitler

(1981)와 연장 모음을 이용해서 음성의 거친 정도

(roughtness)를 연구한 Toner & Emanuel (1989)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등간 척도와 DME 평

가 결과치가 비선형 관계로 나타나 말더듬 심각도, 

말 명료도, 음성의 거친 정도를 평가할 때는 등간 척

도가 타당한 평가법이 아님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조음의 결함 정도를 연구한 Prather (1960)는 등간 

척도와 DME 평가 결과치가 선형 관계를 보여 두 

평가 척도방법 모두 타당한 평가법이라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기관식도 발성자(tracheoesophageal 

speakers)의 음성의 듣기 좋은 정도(pleasantness)

와 용인도(acceptability)의 청지각적 평가에 대한 

심리물리학적 속성을 밝히고자 한 Eadie & Doyle

(2005)는 음성의 듣기 좋은 정도는 prothetic contin-

uum의 속성을 용인도는 metathetic continuum의 

속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연구자들은 

비록 음성의 듣기 좋은 정도가 prothetic continuum

의 속성을 지녔지만, 음성의 듣기 좋은 정도의 비선

형 모델로 설명되는 변량이 선형 모델로 설명되는 변

량보다 아주 적게 크고, 음성의 듣기 좋은 정도와 용

인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등간 척도가 

DME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음성 

평가 시에는 등간 척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결

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Eadie & Doyle (2002)는 실

성증 환자의 음성의 듣기 좋은 정도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할 때는 DME와 등간 척도 모두 적절한 평가법

이지만, 음성의 전반적인 심각도를 평가할 때는 

DME 평가만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제안하였다. 또

한, 그들은 말, 음성 문제를 평가할 때 타당도에 문제

가 있고 부적절한 청지각적 평가 척도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말, 음성 장애의 청지각적인 특

성을 밝히는 심리물리학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인 구개열 화자가 보이는 과대

비성의 정도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할 때는 등간 척도

보다는 DME 평가법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DME 평가법과 비교해 등간 척도는 사용이 간편하

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

어 환자의 과대비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임

상가 사이에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

어 Henningsson et al. (2008) 연구는 등간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임상에서

는 등간 척도를 사용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하지

만, 적어도 1차 구개 교정술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연인두 부위의 해부학적,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 과대비성을 보이는 구개열 화자에게 2차 수술

이나 언어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과 언어치료의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는 그와 관련된 연구를 실시

할 때는 등간 척도보다는 DME 평가법을 이용해서 

과대비성 정도의 세밀한 변화를 좀 더 타당하고 신

뢰롭게 측정해야 한다. 구개열 아동을 대상으로 구

개열 수술시기와 말산출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 본  

Chapman et al. (2008)는 DME 평가법을 이용해서 

구개열 아동의 조음 능력(articulation proficiency)

과 과대비성을 별도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조음 

능력과 과대비성의 DME 측정 결과치는 자음 목록

수, 자음 정확도와 같은 객관적인 말 능력 결과치와 

동일하게 그룹간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경험 있는 언어치료사들이 구개열 화자의 조음 

능력과 과대비성을 평가할 때 DME 평가법을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과대비성의 청지각적 평가는 일관성 있고 신뢰롭

게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이다(Kent, 1996). 본 연구

에서는 구개열 화자들이 흔히 보이는 말, 음성 문제

와 관련해서 임상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평

가자로서 참여하였기에 평가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

일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자에게 과대

비성의 다양한 정도를 대표하는 음성 샘플을 이용해

서 듣기 훈련을 실시하였고, 실제 청지각적 평가에서 

평가자들은 높은 평가자내 신뢰도와 양호한 평가자

간 신뢰도를 보여 듣기 훈련의 유용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과대비성의 심각도 면에서 중간 정도(mild to 

moderate)에 해당하는 음성기준치(modulus)를 이

용한 DME를 사용할 경우, 평가하는 음성 샘플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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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준치를 비교하면서 과대비성의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어 보다 신뢰롭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 음성기준치를 이용한 DME 평가

법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평가자가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보다 

더 신뢰로운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

의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개열과 관련된 과대비성 정도를 평가한 임상 

경험이 많은 평가자와 임상 경험이 없는 평가자의 신

뢰도를 비교하고 평가자 경험 정도에 따라 동일한 결

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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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Equal-appearing Interval Scaling and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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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It is important to use a valid and appropriate scaling system for 
the perceptual evaluation of speech disorders, including hypernasality. Although 
equal-appearing interval scaling (EAI) is the most popular scaling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hypernasality in clinical settings and research,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validity of this method for hypernas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EAI 
and Direct Magnitude Estimation (DME), which is another scaling system for the 
perceptual judgment of hypernasality, and to determine which scaling system is more 
valid. Methods: Speech samples were obtained from 28 children with cleft palate, and 10 
listeners performed the perceptual evaluation of hypernasality using EAI and D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from the EAI and DME were investigated based on visual 
inspection and analysis of models. Results: Visual inspection and analysis of models 
demonstrated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easures.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listeners have difficulty partitioning hypernasality 
into equal-appearing intervals because hypernasality is additive, quantitative, and 
prothetic in nature. These findings verify that the DME is a more valid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hypernasality than the EAI.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563-573)

Key Words: hypernasality, perceptual judgment, scaling system, equal-appearing interval
scaling, direct magnitude estimation,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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