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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행증(DAS)은 그 존재 여부 자체가 의심되어 왔으나, 발달성 말실행증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 장애를 다른 언어장애와 감별 진단할 수 있는 준거를 찾기 위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성 말실행증으로 의심되는 아동

K의 평가 및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발달성 말실행증 아동에게서 나타난 특성

은 ⑴ 조음능력평가시 회기내와 회기간에 오류패턴의 비일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⑵ 음절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음소/음절의 배열순서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⑶ 느린 길

항반복운동 속도가 관찰되었고, ⑷ 음소를 산출하려고 시도할 때 조음기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으며, ⑸ 치료시 진전이 느린 점 등이었다. 이러한 특성들

은 기능성 조음장애나 음운장애 아동에게서는 관찰되는 특성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므

로 앞으로는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DAS를 감별진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대부분의 아동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말소리 산출의 오류가 사라진다. 하지만 동일 연

령대의 아동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요 원

인으로 뇌성마비, 구개파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인 결함에 의한 경우가 아

닌데도 말소리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발달성 말실행증(developmental apraxia of

speech : DAS 혹은 developmental verbal dy spraxia : DVD)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원

인은 말근육(mu scles of speech ) 통제능력의 제한성을 들 수 있다. 즉, 근육의 약화나 마비가

없는데도 말근육들을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종류의 말 오류가 나타나

게 되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말소리 산출을 위해 입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우므로 퍼-터-커

와 같은 음절을 반복하는 것이 어렵다. 때때로 비구어 과제(예, 뺨 부풀리기, 혀 움직이기)에

서도 그 수행력이 떨어진다.

발달성 말실행증(이하 DAS로 명명함)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금으

로부터 약 30여년 전, Rosenbek and Wertz (1972)와 Yoss and Darley (1974)의 연구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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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래 실행증 이란 용어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말운동 산출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어려

워지는 후천성 장애를 지닌 성인에게 사용되었는데, Morley (1965)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보

이는 12명의 아동(4 - 10세)을 발견하고 이들을 실행증 집단 이라 부르면서 아동에게도 사용

되었다. DAS에 관한 연구 중 널리 언급되고 있는 것은 Guyette and Diedrich (1981)의 연구

인데, 이들은 DAS에 대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특징적 증상이나 필요 충분한 조건이 밝혀지

지 않았으므로 아직 DAS 라는 진단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고 결론 내렸다.

DAS의 정의에 대해 언급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DAS란 말 기제의 시간적

통제력의 결함으로 인하여(Crary , 1984) 말소리 산출에 필요한 일련의 조음운동을 적절히 협

응, 프로그래밍시키지 못하는 문제이며(McNeil & Kent , 1990), 복잡한 조음오류를 보이고

(Deputy , 1984), 특히 의도적인 말 움직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발달적 장애(Hall, Jordan &

Robin , 1993)이다.

Ⅱ. 발달성 말실행증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DAS의 발생연령 및 진행과정은 초기 발달 단계에서 시작되고 장기간 동안 계속 유지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출현율(incidence)은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3:1(Hall et al., 1993) 또

는 9:1(Crary , 1984)로 보고되었고, 발생율(prevalence)은 연구자마다 주장이 다르나, 적게는

0.1 - 0.2 % (Shriberg et al., 1997)부터 많게는 1 % (Yoss, 1975) 혹은 1.3 % (Morley , 1965)

로 관찰되었다고 한다. 또한 DAS의 유전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DAS

는 유전적인 것일 수 있다고 하며, 말·언어 장애의 가족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Aram & Nation , 1982). 이 밖에 부수적인 특성으로는 언어장애, 낱말찾기(word finding ) 결

함, 읽기 및 철자와 관련된 학습장애 등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구강실행증이나 대- 소근육

운동 협응문제를 동반하거나 말 문제의 지속성 및 치료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치료의 진전이

느린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2 . 말 특징

가. 회기내 및 회기간(within session & between session s ) 오류패턴의 비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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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소 또는 음절의 배열순서의 어려움(sequencing difficulties )

다. 다음절어(multisyllabic word)와 같이 발화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오류수가 증가함

라. 미성숙한 조음행동이라기 보다는 일탈적인(deviant ) 조음행동을 보임

마. 음소를 산출하려고 시도할 때 나타나는 조음기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예: groping ,

silent posturing )이 관찰됨

바. 자음 및 모음의 산출능력 저하

사. 동화성 대치 혹은 문맥과 관련된 오류(e.g ., anticipations, per severations )가 높은

빈도로 관찰됨

아. 느린 길항반복운동 속도(예, / 퍼터커/ )

자. 비정상적인 운율·강세패턴(prosodic stress pattern )

차. 비일관적인 비성(nasality )과 비강유출(nasal emission )

Ⅲ. 발달성 말실행증의 병인 및 이론

첫 번째, DAS를 신경체계 손상에 의한 것을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뇌 상해가 심

한 말운동 프로그래밍장애(speech motor programming disorder s )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

러나 DAS의 병인은 뇌 상해나 비정상적인 신경적 성숙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Horwitz (1984)는 EEG, CT scan , amio acid chromatograph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DAS

의 임상적 증거로 일관적인 신경학적 결과나 특정 해부학적 위치를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 정보처리이론을 기초로 하는 입장에 따르면, DAS의 기제는 음소 선택능력의

문제로 인한 언어장애로 보는 음운론적 입장(Panagos & Bobkoff, 1984)과 운동통제능력의

손상으로 인한 조음장애로 보는 음성학적 입장(Crary et al., 1984)으로 나뉜다. 음운론적 입

장에서는 DAS의 결함이 음운과정(phonological process ) 혹은 계획과정(planning process )

에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에 음성학적 입장에서는 말운동 혹은 프로그래밍과정(motor -

speech/ programming process )에 있다고 본다.



Ⅳ. 발달성 말실행증의 평가 및 치료 접근법

Hall, Jordan, and Robin (1993)은 DAS로 의심되는 아동들을 평가할 때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동일한 말소리 자질내에서의 오류, 산출방식,

첨가, 연장, 반복, 비음소(nonphonemic) 오류, 유성음화(voicing ), 모음과 이중모음 오류, 음소

를 배열화하는데 어려움(sequencing difficulty ), 음위전환(metathesis ), 오류의 비일관성 및

변이성, 명료도, 경중정도(severity ), 오류형태(type), 비성(nasality ), 비강유출(nasal emission),

비정상적인 조음기관의 움직임(예; groping/ silent posturing of articulator s ), 운율문제, 유창

성, 음운적 특성, 예후, 구강 운동기술(oral motor skill; DDK) 등이다.

Haynes (1985)가 제시한 발달성 말실행증의 치료 접근법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방하기와 지시따르기를 이용하여 혀와 입술의 움직임 모방하기를 훈련한다.

2. 단순한 음절구조(CV, VC, CVC) 내에서 모음과 자음을 연장하는 것을 모방하는 훈

련을 한다.

3. 낱말, 낱말짝(word- pair s ), 구에서 운동 패턴 및 배열화를 훈련한다.

4. 느린 말속도와 자기감독(self monitoring)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변별훈련은 피한다.

5. 개별 말소리와 연속적인 말소리를 구강 감각 지각능력(oro- sensory perceptual

awareness )이나 단서를 사용하여 훈련한다.

6. 치료를 자주 실시하고 체계적인 반복훈련을 이용한다.

7. 심한 DAS에게는 주요 어휘(core vocabulary )를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 말이 매우 불명료하여 알아듣지 못할 경우 언어체계를 발달시키고 일상의 의사소통

을 돕도록 대체적 의사소통 전략(augmenta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을 사용

한다. <부록 - 1>은 지금까지 보고된 DAS의 치료방법을 정리하였다.

Ⅴ. 사례 보고

1. 사례력

아동 K는 8세 3개월된 남아로서 오른손잡이이며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가족관계는 대졸학력을 지닌 부모와 누나(12세)가 있으며 말- 언어 문제의 가족력은 없다. 자

연분만 되었고 신체 및 운동발달은 정상이었다. 초기옹알이(cooing )는 3- 4개월에, 음절성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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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이(babbling )는 12개월 경에 시작하였다고 한다. 만 3세에 대학병원 언어치료실에서 언어

검사, 지능검사를 받은 결과 별 이상이 없으니 유치원에 다니면서 적응하라 고 하였다고 하

며. 3년 간 유치원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또래아이들과 적응하여 문장을 발화하기 시작하였

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수학은 잘 하나 쓰기, 읽기와 같은 국어과제를 잘 안 하려

고 하였다고 한다. 1년 반정도 집에서 수학과 국어 학습지를 하였으나 아동이 힘들어하여 중

단하였다고 한다. 언어치료의 경험은 없다고 한다. 아동의 발음이 불분명하여 다른 또래친구

들과 의사소통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주소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언어-연하 임상실을 방문

하였다.

2 . 말·언어 진단

가 . 조음 및 수용·표현언어 능력

말·언어평가는 99년 3월 22, 24일 두 회기에 걸쳐 시행되었다. 수용언어능력을 평가하

기 위하여 그림어휘력검사(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문장이해력검사(서울장애인종합복지

관)를 실시하였고, 표현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T OLD- I(T est of Language Development -

Intermediate; Newcomer & Hammill, 1977), K- BNT (Korean - Boston Naming T est ; 김향

희·나덕렬, 1997), 이야기 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조음능력은 문장 조음검사와 말실행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용언어능력 면에서는 그림어휘력이 31 % ile로 다

소 저하된 범주에 속하나 문장이해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였다. 표현언어능력 면에서는 낱말

표현능력은 12개월 정도 지체되었으며 문장 작문 시 조사 및 어법일치 등에 어려움을 보였다.

조음능력 면에서는 종성탈락(예, 선풍기→선푸기), 종성대치(예, 장구→잠구), 종성약화, 권설

음 / / 탈락(예, 도토리→도토이), 권설음 / / 왜곡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나 . 구강구조 및 기능

Oral Speech Mechanism Screening Examination - Revised (OSMSE- R; Louis &

Ruscello, 1981; 김영태 역, 1994) 검사와 K- WAB(Korean ver sion - Western Aphasia Battery )

의 안면 실행증검사(얼굴 부분)를 행하였다. 아동 K에게서 입술, 혀, 경구개 등의 구조적 문

제점이나 구강실행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 . 길항반복운동 속도

길항반복운동 속도(diadochokinetic rate)는 서로 다른 회기에서 총 3회에 걸쳐 측정하

였다. 퍼 , 터 , 커 를 반복하게 하는 AMR (Alternate Motion Rate)과 퍼터커를 반복하는

SMR (Sequential Motion Rate)을 측정한 결과, 5초 동안 퍼 는 평균 16회, 터는 18회, 커 는

14회 반복하였고, 특히 퍼터커 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속도는 평균 6.7회로 매우 느렸

으며, 매우 불규칙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반응 중 한 예를 들면, 퍼터, 퍼터, 퍼터카,

퍼커터... 라고 반복하였다. 퍼터커를 한 번 산출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보여 발달성 말실

행증의 특징인 음소 및 음절을 배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라 . 단어 - 비단어 모방하기

비단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본 실험에서는 모음을 바꾸는 방식으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평가에 이용하였다(Stackhouse & Snowling , 1992). 자극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정하였다. 평가 결과, 아동 K는 의미 있는 단어(33.3 %)에 비해 비단어(66.6 % )에서

더 높은 빈도의 오류를 나타내었다.

마 . 낱말산출능력

낱말산출능력에 대한 기초선을 확립하기 위한 평가가 2주 간에 걸쳐 총 4회 실시되었다.

아동 K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글을 읽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림보고 이름대기

방식대신 글씨로 쓰여진 자극 카드를 읽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자극낱말은 음절구조의 체계

적 위계(sy stematic hierarchy )에 따라 총 158개의 낱말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2음절 낱말

의 경우 첫 번째 음절의 초성과 종성, 두 번째 음절의 초성과 종성을 체계적인 위계에 따라

배치하였다. 1음절 낱말이 29개, 2음절 낱말이 68개, 3음절 낱말이 49개, 4음절 낱말이 12개이

다. 검사 결과, 아동이 보인 오류패턴에는 대치, 생략, 첨가, 전위(transposition ) 그리고 음절생

략 등이 있는데 이러한 오류패턴에서 회기간, 회기내에서 차이를 보이는 비일관성이 관찰되었

다(<표 - 1> 참조). 또한 <표 - 2>에 제시한 오류패턴 유형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대치,

생략, 첨가, 교차 그리고 음절생략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동 K가 보인 말 오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기내와 회기간에서의 비일관적인

오류패턴을 보였으며, 둘째, 자극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류가 증가했고, 특히 다음절어에서

는 더 많은 오류를 보였고 셋째, 수의적인 구강운동 및 연속적인 구강운동에도 어려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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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넷째, 낱말을 산출하기 전 비정상적인 조음기관의 움직임이 관찰되었고 다섯째, 모음

산출 능력의 저하와 느린 길항반복운동 속도가 관찰되었다. 이 외에도 경미한 언어장애가 관

찰되었고 아동이 협조적이고 동기부여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시 진전이 느렸다. 이

상의 결과에 따라 R/ O DAS로 진단하고 언어표현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정지도 프로그램

과, 주 2회의 조음치료를 권고하였다.

<표 - 1> 낱말산출검사에서 나타난 비일관된 오류패턴의 예

자 극 첫 평가 시 반응 두 번째 평가 시 반응 세 번째 평가 시 반응 네 번째 평가 시 반응

라면 나면 랑면 야면 나먼

보석 보석 복섭 복석 보석

하늘 하능 하는 하늘 하능

맥박 배박, 맨반 맥바 맨받 맨바

콩떡 콩떡 콩떨 쿠떡 콩떡

잠자리 참자리 차자님 잠자리 잠자리

태극기 태국기 택극기 태극기 택극기

자물쇠 자무쇠 장무쇠 장묵쇠 자무쇠

노른자 노른자 노르차 도르자 노른자

지리산 지리사 지리산 자리상, 지리상 자리산

바느질 바느지 바늑지 바느질 박느지

대장균 대자군 대장군 대장궁 대작꿍

짜장면 짜잔면 짜장며 짜장면, 짜장명 짜장멍

만두국 만두구 만국구 만두구 만두국

느티나무 쓰티나무, 느티나무 느티나무 느치나무 치느나무

동그랑땡 종그라때 동긍라땡 동그땡 동그랑땐

<표 - 2> 오류유형의 출현빈도 및 백분율

오류반응의 예
첫 번째 평가* 두 번째 평가*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평가

오류빈도(%) 오류빈도(%) 오류빈도(%) 오류빈도(%)

대치
하늘→하능,
짜장면→짜잔면

28 (48) 32 (47) 26 (44) 18 (37)

생략 싱글벙글→싱그벙그 26 (44) 22 (32) 22 (37) 23 (47)

첨가 태극기→택극기 4 (6) 12 (17) 9 (15) 5 (10)

전위
느티나무→치느나무

신호등→등호등
0 (0) 1 (1.4) 0 (0) 1 (2)

음절생략 동그랑땡→동그땡 0 (0) 0 (0) 2 (3) 1 (2)

합계 58 (100) 67 (100) 59 (100) 48 (100)

* 회기내 비일관된 수행: 첫 번째 평가와 두 번째 평가는 동일 회기내에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실시한 것임



4 . 치료 프로그램

아동 K에게 약 4개월 간 1주일에 2회, 한 회 당 45분의 조음치료를 실시하였다. 치료

프로그램은 우선, 청각적 귀훈련을 통해 말소리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하게 하는 것

으로, 아동이 발음한 것과 임상가가 발음한 것을 녹음기에 녹음한 후 들려주어 같다- 다르다

를 구별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소대립짝(minimal pair )을 이용하여 목표 말소리

와 아동이 나타내는 오류 말소리를 구별하여 산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자

신이 발음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감독 능력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치료방법은 조

음장애를 치료하는 전통적인 접근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동 K의 경우 낱말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 단어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들이 낱말 내

의 음절들을 분절시켜서 발음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2음절 이상인 낱말을

훈련할 때 낱말을 음절로 분절시킨 후 음절을 덧붙여가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였다. 예를

들어, 얼룩말의 경우 우선 얼을 발음하는 연습을 한 후 얼룩 을 발음하고 마지막에 얼룩말

을 연습한다. 조음훈련 시에는 거울을 통해 임상가의 입술 및 혀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도

록 하며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치료기법은 아동이 보이는 음소/ 음

절 배열순서의 어려움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자세한 평가 프로그램의 예는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5 . 종결 평가

종결 평가는 ○○년 ○월 ○일에 실시하였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하였던 과제들

을 다시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회기내의 비일관성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 회기 초반부에

한번 검사를 하였고 같은 검사를 회기 후반부에 다시 실시하였다. <표 - 3>을 살펴보면, 치

료 전의 평가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오류의 빈도가 63회에서 51회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

회기내에서 실시한 1, 2차 검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회기내 오류반응의 비일관성은 관찰되

었다. 길항반복운동 속도면에서는 퍼 , 터 , 커 가 각각 치료 전 5초 동안 16, 18, 14회이었던

것이 치료 후 21, 22, 23회로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퍼터커 의 경우 치료 전 6.7

회이었던 것이 7회로 거의 반복속도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규칙성 면에서는 불규칙성

이 상당히 감소된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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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오류반응의 빈도 및 오류패턴의 비일관성의 비교

오류반응의 예

치료 전
1차평가*

치료 전
2차 평가*

치료 후
1차 종결평가

치료 후
2차 종결평가

오류빈도(%) 오류빈도(%) 오류빈도(%) 오류빈도(%)

대치 노른자→노륵자 28(48%) 32(47%) 29(51%) 27(57%)

생략 넝쿨→넝쿠 26(44%) 22(32%) 18(32%) 17(38%)

첨가 채송화→채송합 4(6%) 12(17%) 5(9%) 2(5%)

전위 만두국→만국구 0(0%) 1(1.4%) 0(0%) 0(0%)

음절생략 동그랑땡→동그땡 0(0%) 0(0%) 0(0%) 1(2%)

합계 58(100%) 67(100%) 56(100%) 47(100%)

평균오류빈도 63(100%) 51(100%)

* 1차와 2차 평가는 회기내에서 실시한 것임

Ⅵ. 결 론

많은 연구자들은 발달성 말실행증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절차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 장애를 다른 장애와 감별진단할 수 있는 준거를 찾아내고자 노력해왔

다. 또한 발달성 말실행증이 자주 신경학적 말장애(neurogenic speech disorder s )로 언급되

고 있지만 이 장애가 신경학적 장애라는 것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언어임상가가 DAS 로 의심되는 집단을 감별진단 해야

만 하는 이유는 첫째,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야 치료를 위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둘째,

적절한 치료절차를 계획할 수 있고 셋째, 부적절한 치료가 실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넷

째, 치료결과를 평가하는 근거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보고한 아동 K의 경우처

럼, DAS는 전형적인 기능성 조음장애나 음운장애와는 다른 특색이 있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감별진단 할 수 있어야 한다. DAS의 특징은 회기내 그리고 회기간 오류패턴의

비일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음소를 배열화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느린 길항반복운동

속도와 음소 산출 시 조음기관의 비이상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효과

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의 특색을 고려한 치료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발달성 말실행증의 성격과 특성 및 치료방법 등을 밝혀 더 효율적인 치료계획

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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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발달성 말실행증의 치료법

연구자 치료방법

Daly et al. (1972) ·정반응시 W GT A (Wisconsin General T est Apparatus )을 이용한 피드백제공

Rosenbek & Wertz (1972) ·McDonald의 "sens ory - m otor approach" 이용

Chappell (1973)

·behavioral differentiation 강조

·기본적인 목표 음소 훈련

·주요한 음절 단위 산출을 위해 combination & blending skill 훈련

·핵심단어목록의 사용을 위한 자발적인 통제능력 훈련

Yoss & Darley (1974)

·mirror w ork, 혀 & 입술 움직임을 모방하기

·과장된 입술 움직임을 통해 모음을 연장하는 것을 모방하기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자음을 모방하기

· stress와 억양 패턴을 훈련하기 위해 자음과 이중모음의 짝을 훈련

·CVC 형태 모방하기

·느린 속도 , self- m onitoring , carrier phrases

Rosenbek et al. (1974)

·자발적인 말 습득을 훈련

·movement sequences 강조

·음성적 원리들에 따라 연속적인 과제들을 실시

·자극의 숫자를 제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실시

·시각을 이용하고 리듬 , 억양 , stress , 운동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적절한 반응을 촉진

Macaluso- H aynes (1978)

·drill강조 , 단순한 음절형태 내에서 모음/ 자음 연장하는 것 모방하기

·움직임의 패턴과 말소리의 연속 강조

·청각적 변별훈련은 피함

·느린 속도 , self- m onitoring , 핵심적 어휘 , carrier phrases
·자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drill 훈련

·orosensory perceptual aw areness

Rosenbek (1974)
· total communication, MIT , m otokinesthetic approach, contr astive stress

drill, pacing method를 사용함

Blakeley (1983)

·초기에 발달하는 자음부터 가르침

·자주 사용하는 자음 혹은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말소리부터 가르침

·무성음이 유성음보다 쉽다

·단순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음절부터 가르침

·가능한 느린 속도로 훈련하고 소리와 함께 촉각적/ 시각적 심볼 이용

·말소리 움직임의 연속성 (continuity )을 강화해주기

·말소리와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 음성론의 지식을 이용

·명료도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일찍부터 모음을 가르침

Klick (1985)
·ACT (Adopted Cuing T echnique)
·oral stimuli 강조 , 정확한 조음을 자주 가르침

·deaf에게 가르치는 m anual alphabet을 응용

Shelton & Graves (1985) ·ST P (Signed T arget Phoneme)로부터 hand shape를 이용한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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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 아동 K에게 시행한 발달성 말실행증의 치료프로그램의 예

날짜 목표 치료방법 사용한 자극 치료결과

○월

△일

1) 낱말 수준에서

모음 의 명료

도를 90%까지 확

립한다

mirror work를 통한

oro-motor exercise

우산,우물,우리,우동,

운전,운동,울면,울보

전체적인 말 명료도(speech intelligi-

bility)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모음 로 사

료되어 치료의 첫 번째 목표로 세웠는데 회

기내에서 수정이 가능하였다

2) 낱말 수준에서

종성 의 명료도

를 90%까지 확립

한다

1음절 낱말의minimal-pair

s를 이용한 조음훈련

구-국, 부-북

채-책, 쑤-쑥

바-박

90%까지의 준거에 도달하지 못하여 어머

니와 함께 home program으로 연습하도록

하였다

종성에 이 포함된 2음절

낱말을 이용한 조음훈련

국수,국가,국기,국자

북극,북채,북상,북쪽

책방,책장,책상

쑥국,쑥떡,쑥빵,쑥꽃

박씨,박자,박수

준거인 90%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다

음 회기에서 한 번 더 훈련하도록 하였고

home program으로 연습하도록 하였다

○월

△일

1) 종성에 이

포함된 2음절 낱말

의 명료도에 대한

self- monitoring

능력 평가한다

자신이 발음한 것에 대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스

스로 평가하게 하고 임상

가의 점수와 비교한다

국수,국가,국기,국자

극기,극점,극성,극비

북극,북채,북상,북쪽

책방,책장,책상

학생,학교,학점,학자

자신이 발음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estimate

하게 하였을 때 효과적인 feedback이 가능

하였고 self-monitoring 능력의 확립이 가

능하였다

2) 의미를 지닌 낱

말을 이용하여 음

절의 길이를 점차

늘려가면서 명료

도를 90%까지 확

립한다

의미를 지닌 낱말을 이용

하여 1음절에서 3음절까지

낱말의 조음을 훈련하는 se

quenc-ing training

북-북극-북극성

줄-줄기-줄넘기

책-책방-책가방

국-국기-국기함

연-연필-연필통

창-창문-창문틀

음절을 점차 늘려가면서 발음을 연습하는

데 있서서 뚜렷한 sequencing difficulty가

관찰되어 치료에 사용한 자극들을 home

program으로 연습하게 하였다

○월

△일

1) 종성 과 종

성 의 auditory

discrimination을

90%까지확립한다

종성에 과 이 들어간

낱말을 임상가가 발음하고

아동이 자극카드를 고르게

한다

잔구-장구,잔사-장사,

잔미-장미,잔털-장털

아동이 음절 자의 받침에 나오는 과

의 변별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2) 종성 과 종

성 의 산출을

명료도 90%가 될

때까지 훈련한다

종성에 과 이 들어간

낱말을 발음하게 한다. 아

동이 종성 을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므로 임

상가와 함께 거울을 보면

서 혀를 윗니 바로 뒤에 붙

이고 발음하도록 설명해

준다

장: 장구,장마,장수,장

갑장화,장기,장난감

잔: 잔디,잔털,잔소리,

잔치,잔구

장에 비하여 잔을 변별시켜 발음을 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 잔으로 시작하는 낱말의

경우 자안→잔→잔디로 shaping하여 훈련

하였다



AB ST RA CT

Developm en t al Apr ax ia of Speech

S e o Lin P ark *1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H y an g H e e K im (Dp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T 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1) to investigate the definition s, characteristics,

evaluation and treatment of developmental apraxia of speech (DAS ) through literature

review , and (2) to report a case study of evaluation and treatment of a child who was

assumed to have DAS . T he case study verified the following core characteristics of DAS

shown in the current literature: (1) inconsistency of error patterns within and betw een

sessions , (2) sequencing difficulties when producing multisyllabic words, (3) slow

diadochokinetic rates , (4) high frequency of groping/ silent posturing while producing

phonemes, and (5) slow treatment progress. T hose attribute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functional articulation or phonological disorder s . T herefore, w 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l diagnosis of DAS from other speech disorder s on the basis of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 e- mail: linn @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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