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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ultimate goal of speech therapy for children with cleft palate i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For this goal to be achieved, an accurate assessment is crucial in design-
ing appropriate therapy. However, the assessment of hypernasality for children with cleft 
palate has relied on evaluators’ intrinsic and subjective judgment as opposed to external 
and objective criter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erceptual judgment of hypernasality. Methods: Twelve speech-language therapists (SLPs) 
and twenty-nine 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ixteen children with cleft 
palate from 5 to 13 years old were selected for voice samples. All of them had major hyper-
nasality problems. They were asked to read words and sentences as well as to retell a story. 
Their sixteen audio files were used as perceptual assessment data.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listen to the sixteen audio samples and to answer the questions of the Hyperna-
sality Perceptual Profile (HNPP). The HNPP consists of the following six factors: general im-
pression, type of phoneme, consistency, frequency, social acceptance, and understandabil-
ity. A second assessment was performed a week after the first. Results: Regression analysis 
shows social acceptance and type of phoneme as significant factors predicting the general 
impression of hypernasality. The social acceptance factor was revealed to be the most pow-
erful predictor.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SLPs tend to rely on social acceptance in 
the perceptual evaluation of hypernasality rather than their ow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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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비성은 심리지각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Kreiman, Ger-

ratt, Kempster, Erman, & Berke, 1993), 청지각적 평가법으로 평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Ha, 2010). 따라서 과다비성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 도구인 Nasometer로 측정한 비음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고, 반드시 청지각적인 평가와 비교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Kuehn과 Moller (2000)는 언어치료사들이 귀로 직접 

듣고 평가하는 청지각적 평가가 가장 최선의 기준(gold standard)

이라고 하였다.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는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

기 때문이다(Kreiman et al., 1993; Stevens, 1974). 음성의 질을 청지

각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청자의 경험

과 편견으로 인한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Ha, 

2010; Kreiman et al., 1993; Kuehn, 1982; McWilliams, Morris & 

Shelton, 1990). 이에 평가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과다비성의 청지각

적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다룬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에 영향을 끼치

는 요인에는 평가자의 경험, 음운환경, 일관성, 사회적 수용도, 말 명

료도 등이 있다. Lewis, Watterson과 Houghton (2003)의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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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자의 과다비성에 대한 경험이 평가자 내 일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연인두 폐쇄 부전이 있을 때 모음의 

종류에 따라 비음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모음으로만 된 문

장이 여러 종류의 모음이 혼합된 문장에 비해 비음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다고 하며, 음소의 종류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

하였다. Sweeney (2000)와 Henningsson 등(2007)도 과다비성이 

고모음과 저모음 또는 모든 모음들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자음에

서 나타날 경우를 구분하고, 음소의 종류가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

하였다. 

한편 Peterson-Falzone, Trost-Cardamone, Karnell과 Hardin-

Jones (2006)과 Shipley와 McAfee (2009)는 과다비성이 일관적으

로 들리는지 비일관적으로 들리는지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보고하

였다. 과다비성 심각도의 각 수준이 서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Tem-

ple Street Scale이라는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 프로파일을 제안한 

Sweeney (2000)도 과다비성의 심각도를 과다비성이 일관적으로 

들리는지를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Sweeney 

(2000)는 말이 듣기에 얼마나 거슬리는가를 의미하는 사회적 수용

도를 또 하나의 변인으로 두고, 과다비성이 지각되긴 하지만 받아

들일 만한 경우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이 지각되는 경우로 구분

하여 평가하였다. New Mexico Cleft Palate Study Center에서 사용

하고 있는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 도구인 Cleft Palate Video Speech 

Analysis & Flexible Nasoscopy Report에서도 과다비성 정도가 사

회적으로 수용할 만한지,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구분하였으며, 

Henningsson 등(2007)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지 여부로 과다

비성을 평가하였다. Kim, Sim, Song, Choi와 Yang (2011)의 연구에

서 이중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과다비성에 대한 지각 정도를 비교

하면서 언어권별 과다비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살펴보았는데, 

과다비성의 심각도 중에서 중간 과다비성을 들을 때 한국, 일본, 중

국, 필리핀, 베트남의 5집단 중에서 베트남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유의하게 과다비성에 대해 허용적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말 명료도

가 제안되고 있다. Henningsson 등(2007)의 연구에서 과다비성으

로 인해 말 명료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지를 기준으로 정하였으

며, New Mexico Cleft Palate Study Center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

가 도구에서도 내용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처럼 청지각적으로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를 위해 공통된 기준이나 적절한 평가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청지각적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

는 변인이 제시된다면, 즉 언어치료사들이 청지각적 평가를 할 때 

다양한 변인들 중 어떠한 변인이 과다비성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파악된다면 좀 더 일관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

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im (2013)의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출판된 문헌들에 제시되어 있는 과다비성 심각도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에 대한 서술적 기준들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청지각적 평가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의 과

다비성 청지각적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과다비성 청지각

적 프로파일(Hypernasality Perceptual Profile, HNPP)이라는 평

가도구를 개발하였다. HNPP는 언어치료사를 비롯한 임상관련자

들의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 기준을 서술적으로 제시

하고, 평가 기준에 따른 심각도의 등급도 서술적으로 규정되어 있

다. HNPP는 구개열 아동을 주로 치료한 경력 7년 이상 된 언어치료

사 10명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구개열 치료 경험이 있

는 언어치료사 12명과 경험이 없는 언어병리학과 대학원생 29명에 

의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Kim, 2013). 본 연구에서는 과다비성을 

청지각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HNPP

를 사용하여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청지각적 평가 점수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판단과 관련된 여러 변

인들(음소의 종류, 일관성, 사회적 수용도, 지속성, 말 명료도) 중에

서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

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평가자

과다비성을 보이는 구개열 화자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 경험 유무

에 따라 평가자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 

12명과 경험이 없는 평가자인 언어병리학과 대학원생 29명을 청지

각적 평가자인 청자로 선정하였다. 평가자 모두 서울에 거주했고, 

연령은 20-50세 사이에 있었다.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의 기준으

로는 과다비성 평가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하였는데, 12명 중 10

명은 7년 이상, 2명은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들이었다. 

과다비성 평가 경험이 없는 평가자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으

며, 구개열과 과다비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나, 임

상에서는 평가와 치료 경험이 없는 언어병리학과 대학원생으로 하

였다. 청자인 평가자들에게 실험 전에 질문을 통해 공명장애와 청

각장애와 관련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구강구조검사와 간단한 대화를 통해 청지각적으로 대상자의 공명

장애 여부와 청각장애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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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과다비성 음성파일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구개열 아동들의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원 1개와 2개의 대

학병원 내 언어치료실과 5개의 언어치료센터에서 공명장애 중 과

다비성을 보이는 16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화자의 

연령에 따라 과다비성의 심각도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므로 연

령은 문장 읽기가 가능하며, 언어치료실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5-13세(Bardach et al., 1984)로 통제하였다. 구개열로 인한 과다비

성을 보이는 피험자로 점막하 구개열과 구순열을 동반하거나 동반

하지 않은 구개열로 모든 구개열 유형을 포함하였다. 화자의 과다비

성을 제외한 다른 변수가 청지각적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통

제하기 위해 억양이나 말 속도가 정상 범주 안(지나치게 빠르거나 

지나치게 느리지 않는)에 있으며, 중간 이상의 쉰 목소리, 비염이 없

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과다비성과 동시에 보상조음을 

보일 경우는 비음치가 높아지거나 연인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

는 상태(Peterson-Falzone, Hardin-Jones, & Karnell, 2001; Peter-

son-Falzone et al., 2006)이므로,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상 조음을 보이는 아동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편도

절제술이나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았거나, 반복적인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으로 청각에 문제가 있거나, 알레르기나 감기가 있는 경우

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자는 

남자 10명과 여자 6명이며, 구개열의 유형별로 보면 구개열 9명, 구

순구개열 6명, 점막하 구개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과제

청지각적 평가 프로파일(HNPP; Kim, 2013)

Appendix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HNPP는 청지각적 평가 시 사

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고, 평가기준이 서술적으로 설

명되어 있다. 프로파일은 과다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

하는 항목과 ‘음소의 종류’, ‘일관성’, ‘지속성’, ‘사회적 수용도’, ‘말 

명료도’ 등 5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심

각도의 등급이 0-3점으로 나누어졌고, 등급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

도록 서술적으로 정의를 부여하였다. 0점은 정상을 의미하며, 3점

은 가장 심각한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인 인상’은 과다비성의 심각도와 관련되어 일반적인 청지

각적 평가를 의미하고 있다. 5개의 변인 중 ‘음소의 종류’에 대해 알

아보는 항목은 “과다비성이 지각되는 음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로 기술되어 있고, “과다비성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지각됩니까?”
의 항목인 ‘일관성’의 정의로는 과대비성이 발화수준 즉 단어, 문

장, 대화 또는 자발화의 수준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Swe-

eney, 2000)를 나타내고 있다. ‘지속성’을 알아보는 “과다비성이 말 

샘플 전체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지각됩니까?”의 항목에서 

‘지속적’의 정의는 말 샘플 중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경우와 전체적

으로 나타나는 경우(Dotevall, Lohmander-Agerskov, Ejnell, & Bake, 

2002)를 말한다. ‘사회적 수용도’를 알아보는 항목은 “과다비성으

로 인해 듣기에 얼마나 거슬립니까?”로 기술되었고, ‘말 명료도’를 

알아보는 항목은 “말 샘플 전체에서 말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됩

니까?”로 기술되어 있다.

말 샘플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에 사용

된 말 샘플의 선정은 관련 과다비성과 관련된 문헌조사와 HNPP 

세부 평가 변인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단어 수준에서는 과다비성을 평가하기 위한 말 샘플로써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음으로 /이/와 /아/를 들 수 있

는데, /이/모음은 다른 모음에 비하여 비음도가 높게 나타나서 과다

비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음운이라고 하였다(Kim & Sim, 1999). 

보상조음 또는 발달적인 조음오류를 보여 문장 검사어로 과다비성

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의미음절 검사어를 사용

하여 모음과 자음에 따른 비음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Lim, 

Sim, Kim, & Choi, 2005)고 하였다. 또한 검사어의 길이에 따라 차

이가 있는데 검사어의 길이가 길수록 표준화된 문구의 비음치와 

상관이 높았으며, 2음절 단어는 가장 타당도가 떨어졌고, 6음절은 

되어야 타당한 비음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Watterson,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Subject no. Sex Age (yr;mo) Cleft type

  1 M 6;2 Submucous cleft palate
  2 F 6;9 Cleft palate
  3 M 5;0 Cleft palate
  4 F 4;2 Cleft palate
  5 M 7;3 Un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6 M 7;0 Cleft palate
  7 M 8;0 Cleft palate
  8 F 11;0 B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9 M 10;0 B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10 F 6;5 Cleft palate
11 M 8;4 Cleft palate
12 M 12;5 B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13 M 12;9 Un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14 F 4;5 Cleft palate
15 M 11;9 Cleft palate
16 F 6;5 Unilateral cleft lip and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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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 Foley-Homan, 1999; Lim et al., 2005). 이러한 연구 결과

를 근거로 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무의미 단어 수준에서는 고모

음으로 구성된 ‘이기 이기 이기’(Kim, Sim, & Choi, 2000)와 저모음

으로 구성된 ‘아가 아가 아가’(Kim et al., 2000)와 고모음과 저모음

의 혼합으로 구성된 ‘오이 오이 오이’(Kim & Shin, 2003)로 하여, 고

모음인 /이/모음과 저모음인 /아/모음 그리고 고모음과 저모음이 혼

합된 단어로 구성하여 무의미 2음절 단어를 세 번씩 반복하여 6음

절로 하였다. 

문장 수준에서는 Lim과 Sim (2000)의 연구에서 비음치 측정을 

위한 검사어를 사용할 때 구강 자음으로 구성된 문장이 가장 타당

하다고 하였다. 안정된 비음도 평가를 위해서는 1음절어보다 문장 

자극어가 더 바람직하며(Kim & Sim, 1999), 문장 검사어에서는 검

사어 길이가 6음절 이상일 때 비음치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Watterson et al., 1999) 하였다. 이러한 보고에 근거하여, 문장 수준

에서는 고모음 /이/로 구성된 ‘이 집이 2 (이)호고, 여기 이 집이 22 

(이십 이)호야’(Kim et al., 2000)와 저모음 /아/로 구성된 ‘바다에서 

자라하고, 가재 잡아서 아가에게 가자’(Kim et al., 2000)와 고모음

과 저모음이 혼합된 ‘바다에 파도가 치고, 여기 거북이가 기어가’

(Ha, 2009)로 제시되었다. 고압력 자음, 저압력 자음 범주로 구성되

었으며, 6음절에서 11음절로 제작된 것이다. 고압력 자음 검사어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구성하였고 비음을 포함시키지 않았

다. 긴장파열음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구개열 아동이 긴장파열음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고, 치료에서도 바로 유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

문이었다. 또한 연인두기능 폐쇄부전이 있을 때 모음의 종류에 따

라 비음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Lewis et al., 2003), 고

모음으로만 된 문장이 모음이 혼합된 문장에 비해 비음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에 의해 다양한 모음 환경의 말 샘플

을 제시하였다. 

대화 수준은 연령에 맞춰 저학년의 경우는 ‘토끼와 거북이’, 고학

년 이상의 경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어 보고, 이야기 다시 

말하기(story retelling)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절차

화자 발화 자료 수집

실험에 사용한 청지각적 평가를 위한 과다비성 음성파일은 화자

인 구개열 피험자 16명의 음성을 녹음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언어치료실이나 구개열 교정전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소음이 배

제된 조용한 방에서 연구자가 직접 개별 피험자를 대상으로 녹음하

였다. 먼저 피험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능한 자연스럽게 읽고, 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 평소 자신의 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답하는 과정을 가지며 유대감(rap-

port)을 형성했다. 화자가 말 샘플을 읽기가 가능한 지 확인하고, 대

화 수준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양한 심각도의 과다비성을 보이는 화자인 구개열 피험자의 음

성을 녹음기(Edirol by Roland)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 시에 

사용한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unidirectional dynamic mi-

crophone: Shure SM 58S)로 입에서 25 cm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

시켰다. 조용한 방에서 제시된 말 샘플을 단어와 문장을 읽게 하고, 

연구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화자가 읽거나 말할 때의 말 속도

는 엄마에게 말하듯이 하도록 지시하였고, 보통 빠르기의 속도에

서 벗어날 때는 다시 말하도록 하여 녹음하였다. 음성의 강도는 평

소 엄마에게 말하듯이 하도록 지시하였고, 보통 크기에서 벗어나

는 경우는 다시 말하도록 하여 녹음하였다. 각 피험자의 녹음 시간

은 1분에서 1분 30초 사이가 걸렸으며, 각 피험자의 대화 녹음 시간

은 1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청지각적 평가 자료 제작

녹음한 음성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wave 파일로 저장하였다. Gold-

wave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음성자료는 삭제하고, 편집

한 뒤 음성파일로 다시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저장된 음성파일에서 

제외해야 할 조건을 가진 음성에 대한 확인 과정은 녹음된 음성파

일을 연구자가 듣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음성파일을 

정리하였다. 10년 이상 구개열 임상 경험이 있는 1급 자격증을 갖춘 

Table 2. Speech samples

Level of utterance Phonic conditions Utterance

Nonword High vowel
Low vowel
Mixed

‘igi igi igi’ (Kim et al., 2000) 
‘aga aga aga’ (Kim et al., 2000)
‘oi oi oi’ (Kim & Shin, 2003)

Sentence High vowel /i/
Low vowel /a/
Mixed

‘i ʨibi ihogo jəgi i ʨibi isip ihoja’ (Kim et al., 2000)
‘badaesə ʨarahago, gaʨɛ ʨabasə agaege gaʨa’ (Kim et al., 2000)
‘badae padoga chigo, jəgi gəbugiga giəga’ (Ha, 2009)

Conversation Lower age (4-9)
High age (10-13)

‘tʰo k’iwa gəbugi ijagirɨr hɛ ʨulrɛ?’
‘ak’im əpsi ʨunɨn namu ijagirɨr hɛ ʨulr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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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2명과 연구자가 함께 일반적인 청지각적 비성 평가로 

하였다. 평가한 3명의 평가 점수가 일치된 음성파일을 모아서 심각

도에 따라 정상 음성, 약한 과다비성, 중간 과다비성, 심한 과다비성

의 음성파일로 분류하였다. 그중 약한 과다비성이 5개, 중간 과다비

성 5개, 심한 과다비성 4개, 정상 음성 4개이었는데, 음성파일의 청

지각적 특성을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 약한 과다비성 음성 4개, 중

간 과다비성 4개, 심한 과다비성 정도 4개, 정상 음성 4개로 최종 선

정하여 청지각적 평가에 사용할 음성파일로 16개의 음성파일을 선

정함으로 평가용 음성파일의 심각도를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 

과다비성 청지각적 프로파일을 사용한 청지각적 평가

과다비성의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용한 방에서 헤드폰

(Sony dynamic stereo headphone: MDR-V300)을 착용하고, 16개

의 음성파일을 한 개씩 듣도록 하였다. 들려주는 음성의 강도는 평

가자 모두에게 일정하게 연구자에 의해 조절되었다. 평가자는 음성

파일 16개를 1회씩 듣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평가 도중에 프로파일 

체크를 위해 잠시 음성파일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횟수에 상관없

이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총 16개의 음성파일을 듣

고,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40분 정도였다. 순서 효과와 

학습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각 평가자들에게 화자의 음성파일

을 무선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였다. 언어치료사의 경우 연구자가 

언어치료실을 직접 방문하였고, 각기 언어치료센터의 방음처리가 

된 검사실에서 평가가 실시되었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실에서 조

용하게 진행되었다. 1차의 평가 후 평가자 내 신뢰도의 평가를 위해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평가하였다. 2차 평가를 할 때 1차 평가할 

때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한 후에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

평가자 내 신뢰도 검증을 위해 검사-재검사를 실시하고 차이 검

증을 위해 t-test를 하였다. 언어치료사 집단과 대학원생 집단에서

의 평가자 내 일치도(일치도[%]=1차와 2차의 점수가 일치한 평가

자 수/전체 평가자 수×100)를 분석하였는데, 평가 점수가 완전히 

일치한 경우만 일치한 것으로 보았다.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을 위

한 분석은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며, Spearman correlation으

로 분석하였다.

집단 간에 있어 변인 간 평가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

반복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와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

았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에 대한 변

인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별 비교로 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earman cor-

relation을 사용하였다. 청지각적 평가 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어떤 변인이 과다비성의 심각도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할 때 ‘전반적인 인상’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신뢰도

평가자 내 신뢰도

언어치료사 집단에서 ‘전반적인 인상’, ‘음소의 종류’, ‘일관성’, 

‘지속성’, 명료도’ 등의 변인에서는 1차와 2차 평가 점수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도’ 변인에서는 1차 평가에서 평

균 점수가 1.59 (SD= .28)점이고, 2차 평가에서 1.52 (SD= .21)점이

었으며, 1차와 2차 평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원생 집단에

서의 검사-재검사의 차이 검정은 1차와 2차 평가 점수 간 모든 변인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평가자들이 동일한 음성파일에 같

은 점수를 부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언어치료사 집단의 평가자 

내 일치도를 보면 72%-80%의 평가자 내 신뢰도를 보였다. 대학원

생 집단의 평가자 내 일치도를 보면 68%-72%의 평가자 내 일치도

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검사-재검사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언어치료사 집단이 평가자 내 일치도가 모든 변인에서 대학원생 집

단보다는 높았다.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자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응답했는지 평가하는 내적 일치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의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치료사 간 

신뢰도 평가를 위한 Cronbach α 계수는 청지각적 프로파일을 구

성하고 있는 6개의 모든 변인에서 매우 높은 신뢰도 계수를 얻었다. 

또한 Spearman correlation을 통해 언어치료사 집단의 평가자 간 

Table 3. Group comparisons of Cronbach α score between all raters

Factor Group Cronbach α

General impression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98

.99
Type of phoneme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97
.98

Correspondence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97

.99
Consistency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97
.99

Social acceptance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98

.99
Speech intelligibility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97
.99



http://dx.doi.org/10.12963/csd.1522890    http://www.e-csd.org

Seon Hee Kim, et al.  •  Influential Factors on Perceptual Judgment of Hypernasality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는 .82의 평균으로 p< .001 수준에서 유의

미하였다. ‘전반적인 인상’은 .53으로, ‘음소의 종류’는 .69로, ‘일관

성’은 .59이며, ‘지속성’은 .59, ‘사회적 수용도’는 .63, ‘말 명료도’는 

.60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대학원생 집단의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를 위한 Cronbach α 계

수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지각적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6개의 모든 변인에서 매우 높은 신뢰도 계수를 얻었다. Spear-

man correlation을 통해 대학원생 집단의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는 .79의 평균으로 나타나서, p<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전반적인 인상’은 .82으로, ‘음소의 종류’는 .72로, ‘일관성’

은 .78이며, ‘지속성’은 .78, ‘사회적 수용도’는 .81, ‘말 명료도’는 .55

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 

연구 결과

구개열 평가 경험 유무에 따른 과다비성 평가 점수 비교

실험에 사용한 음성 샘플의 과다비성 정도

평가자가 듣고 평가 할 16개의 음성샘플에 대해 미리 연구자와 

전문가에 의해 설정된 심각도와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 집단과 경

험이 없는 대학원생 집단이 HNPP를 사용하여 16개의 음성샘플

을 듣고 과다비성의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한 음성샘플의 심각도를 

Table 4를 통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구개열 평가 경험 유무에 따른 과다비성 평가 점수 비교

언어치료사(12명)와 대학원생(29명)이 청지각적으로 평가한 과

다비성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프로파일의 변인과 집단에 따른 청지각적 

평가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원혼합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집단에 따른 과다비성 점수에 대

한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F(1, 39) = .001, p>.05), 언어치료사 집

단과 대학원생 집단 간에 HNPP를 사용하여 평가한 과다비성의 

점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개열 평가 경험 유무에 따른 판단 변인과의 상관관계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어치료사 집단에서는 판단에 영

향을 주는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인상’과 가장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사회적 수용도(r= .77)’이며, 다른 

변인은 ‘전반적인 인상’과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음

소의 종류’는 ‘일관성’과 가장 상관이 높으며(r= .79), ‘지속성’은 ‘일

관성’과 가장 상관이 높고(r= .72), 말 명료도는 ‘음소의 종류’와 가

장 상관이 높은 것(r= .76)으로 나타났다. Spearman 상관분석의 신

뢰도는 .60의 평균으로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원생 집단에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인상’과 5개의 변인

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반적인 인상’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사회적 수용도’(r= .92)이고, ‘음소의 종류’는 ‘일관성’

과 가장 상관이 높고(r= .85), ‘일관성’은 ‘지속성’과 가장 상관이 높

Table 4. Distribution of hypernasal severity for speech samples

No. Severitya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1 1 2.00 1.90
  2 2 1.77 1.72
  3 1 1.13 1.43
  4 3 2.69 3.00
  5 2 2.15 1.93
  6 0 .15 0.38
  7 3 2.92 2.93
  8 0 .23  .38
  9 1 1.00  .70
10 0  .08  .24
11 3 2.54 2.62
12 0  .23  .31
13 2 1.54 1.66
14 3 2.85 3.00
15 2 2.15 2.34
16 1 1.26 1.30

a0= normal; 1= mild; 2= moderate; 3= severe.

Table 5. Group comparisons of hypernasality score by factors

Factor Group Mean SD

General impression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Sum

1.52
1.62
1.59

.27

.30

.29
Type of phoneme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Sum

1.89
1.87
1.88

.27

.46

.41
Correspondence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Sum

2.00
1.89
1.92

.29

.31

.30
Consistency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Sum

1.80
1.76
1.77

.31

.29

.29
Social acceptance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Sum

1.50
1.48
1.48

.23

.31

.29
Speech intelligibility Speech therapists

Graduate students
Sum

1.14
1.21
1.19

.23

.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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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r= .86), Spearman 상관분석의 신뢰도는 .74의 평균으로 p<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과다비성 청지각적 판단의 예측변인

HNPP를 이용한 청지각적 평가 시 집단 간 평가 점수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에 근거하여, 언어치료사 집단 12명과 대학원생 집단 

29명을 모두 합한 전체 평가자 41명을 대상으로 청지각적 평가 판

단에 기여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언어치료사 집단과 대학원

생 집단을 모두 합친 전체 평가자에서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판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인상과 5개의 변인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인상’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사회적 수용도’(r= .88)였다. Spear-

man 상관분석의 신뢰도는 .70의 평균으로. p< .001 수준에서 유의

미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인상’ 변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과다비성 청지각

적 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설정한 5가지의 변인을 독립 변수로 즉 

‘음소의 종류’, ‘일관성’, ‘지속성’, ‘사회적 수용도’, ‘말 명료도’에 대

한 변화 예측 값을 분석하였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다 

강력한 변인으로는 ‘사회적 수용도’로 나타났다. 과다비성의 청지각

적 평가를 할 때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평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는 회귀분석 결과 5개의 변인 중에서 ‘사회적 수용도’와 ‘음소의 종

류’ 변인이 과다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81% 예측 설명할 수 

있다는 것(F(2, 38) =78.90, p< .001)을 보여주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관성 있는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를 위

해 개발된 HNPP를 사용하여, 먼저 구개열 평가의 경험 유무에 따

라 청지각적 평가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보았다. 연구 결과 언어

치료사 집단과 대학원생 집단 간에 HNPP를 사용하여 평가한 과

다비성의 점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에서는 보편적

으로 임상 경험이 많은 임상가가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에서 임

상 경험이 없는 평가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보고 되고 있

다(Watterson, Lewis, Allord, Sulprizio, & O’Neill, 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개열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 경험이 많은 언어치료

사 집단과 대학원생 간의 과다비성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HNPP에서 공통된 기준이 주어짐으로 주관적 요소를 

감소시키고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 점수가 부여될 수 있었던 것으

로 사료된다.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에서 전반적인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인상과 각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언어치료사 집단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는 .89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다른 변인들은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구개

열 평가에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들은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할 

Table 6. Correlation between factors for two groups

General impression Type of phoneme Correspondence Consistency Social acceptance

STa GSb ST GS ST GS ST GS ST GS

Type of phoneme .42 .75**
Correspondence .20 .78** .79** .85**
Consistency .36 .90** .61* .76 .72* .86**
Social acceptance .77** .92** .45 .68 .30 .71 .34 .85
Speech intelligibility .40 .55** .76** .29 .50 .46* .49 .48* .61* .50*

ST= speech therapists; GS= graduate students.
aN= 12, bN= 29, *p < .05, **p < .0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factors for total group (N= 41)

Factor General  
impression

Type of 
phoneme

Correspon-
dence

Consis-
tency

Social ac-
ceptance

Type of phoneme .68**
Correspondence .60** .81**
Consistency .61** .71** .82**
Social acceptance .88** .62** .62** .70**
Speech intelligibility .51** .41 .47** .50** .53**

**p < .001.

Table 8. A regression coefficien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 
factors

Model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β
t F

B SE

A constant
Social acceptance
Type of phoneme

.18

.74

.17

.12

.09

.07
.73
.23

1.59 
8.03**
2.56*

78.90**  
(predictive value:  

social acceptance & 
type of phoneme)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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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변인 중 ‘사회적 수용도’ 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다

른 변인에 비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

해 구개열 평가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은 5개의 변인 중 ‘사회적 수용

도’의 변인이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모든 변인

이 전반적인 인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들은 평가 시 뚜렷한 기준이 형성되어있고,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은 오직 HNPP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의 변인들에만 근

거하여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개열 평가 임상 경

험이 없는 평가자에게 HNPP를 이용할 경우 일관성 있는 청지각적 

평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HNPP를 이용한 청지각적 평가 시 평가자의 경험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 평가 점수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에 근거하여, 언어치료

사 집단 12명과 대학원생 집단 29명을 모두 합한 전체 평가자 41명

을 대상으로 청지각적 평가 판단에 기여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인상’ 변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

를 할 때 기준으로 설정한 5가지의 변인 즉 ‘음소의 종류’, ‘일관성’, 

‘지속성’, ‘사회적 수용도’, ‘말 명료도’를 독립 변수로 하였다. 판단 

예측 값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는 ‘사회적 수용도’와 ‘음소의 종류’가 파악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Sweeney (2000)의 The Perceptual Profile에서 과다비

성 심각도의 평가 기준으로 ‘음소의 종류’와 ‘사회적 수용도’를 사용

한 것처럼 한국어권에서도 사회적 수용도와 음소의 종류의 두 개 

변인들이 과다비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과다비성의 청지각

적 평가를 위한 프로파일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HNPP는 한국어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권에 따라 과다비성에 대한 허용도가 차이 있음을 지

적한 Kim 등(2011)에 의하면 과다비성의 심각도 중에서 중간 과다

비성을 들을 때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5개 언어권 중에

서 베트남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유의하게 과다비성에 대해 허용

적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인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전반

적인 인상’에 대한 예측 변인 중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분석된 ‘사회

적 수용도(social acceptance)’는 말의 용인도(speech acceptability)

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말의 용인도는 말이 주는 호감에 대한 

청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며(Witzel, 1995), 말의 이상한 정도, 정상

적인 정도, 자연스러운 정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사회적 수용

도’는 의사소통 의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수용되거나 

만족스러운 말로 의사소통의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Han & Sim, 2008). 모든 말 장애에서 자연스러운 말은 치료

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말의 자연스러운 정도에 대한 판단

은 말 장애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Kim, 2002). Han과 Sim (2008)의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대상자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반인 청취자

를 대상으로 하여 구개열 아동 집단의 말 용인도에 대해 살펴보았

다. 구개열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말 용

인도를 보였으며, 이는 구개열 아동 특유의 조음오류와 더불어 과

다비성의 영향으로 인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현저하게 띄

는 부자연스러움을 유발하여 사회적 낙인을 받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언어치료사들이 과다비성의 ‘전반적인 

인상’을 평가할 때 ‘음소의 종류’나 발화 수준과 같은 언어적 측면보

다는 주관적인 요소가 가장 강한 ‘사회적 수용도’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과다비성의 치료 목표가 의사소통이라는 것(Gerratt, Krei-

man, Antonanzas-Barroso, & Berke, 1993)을 감안하면 말 용인도

를 염두에 두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Moll, 1964).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음질의 청지각적 평가에 청자의 경험과 

습관, 편견 및 민감도가 영향을 미치며(Eadie & Kapsner-Smith, 

2011), 조음은 말 명료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과다비성은 

말의 용인도와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에 의해 지

지될 수 있다(Whitehill, Lee, & Chun, 2002). 본 연구의 제한점으

로 HNPP가 본격적으로 임상과 교육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청지각적 검사와 과다비성에 관한 공기역학

적 또는 음향학적 검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타당성을 좀 더 확

고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한 양상의 과다비성에 적용하기 위

해 심각도를 좀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사회적 수용도

가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체

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임상

현장에서 언어치료사들이 과다비성을 청지각적으로 평가할 때 자

신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HNPP를 사용함으로써 평가자들이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도’를 공통적 기준으로 제시하였

다는 것에 있다. 향후 HNPP의 임상적 적용을 통해 과다비성의 평

가 신뢰도 향상 및 임상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구개열 팀 간 

과다비성 평가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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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 프로파일(HNPP; Kim, 2013)

변인 0점 1점 2점 3점 평가 점수

1. 전반적으로 지각되는  
과다비성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지각되지 않는다. 약간 지각된다. 중간 정도 지각된다. 심하게 지각된다.

2. 과다비성이 지각되는  
음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든 음소에서 지각되지  
않는다.

고모음(/이/) 환경에서만  
지각된다.

고모음과 저모음 환경에서 
지각된다.

모든 모음 환경뿐 아니라  
구강자음의 비음화가  
지각된다.

3. 과다비성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지각됩니까?

말 샘플에서 지각되지  
않는다.

대화수준에서는 지각되지
만, 문장수준이나  
단어수준에서는  
지각되지 않는다.

대화수준과 문장 수준에서는 
지각되지만, 단어수준에
서는 지각되지  
않는다.

대화수준과 문장수준뿐  
아니라 단어수준에서도 
지각된다.

4. 과다비성이 말 샘플 전체
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
으로 지각됩니까?

말 샘플 전체에서 지각되지 
않는다.

과다비성이 말 샘플 전체에
서 약 25%정도까지  
지각된다.

과다비성이 말 샘플 전체에
서 약 25%-50% 미만 정
도까지 지각된다.

과다비성이 말 샘플 전체에
서 50% 이상  
지각된다.

5. 과다비성으로 인해 듣기
에 얼마나 거슬립니까?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 약간 거슬린다. 중간 정도 거슬린다. 심하게 거슬린다.

6. 말 샘플 전체에서 말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됩니까?

과다비성이 지각되지  
않는다.

과다비성이 지각되기는  
하지만, 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다비성이 지각되어,  
집중을 해야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과다비성이 지각되어,  
집중을 해도 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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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 프로파일을 이용한 구개열 화자의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정 시의 변인 연구

김선희1·심현섭2·하승희3

1차의과학대학 교양학부, 2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3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청각언어연구소

배경 및 목적: 구개열 화자의 과다비성 평가에서 청자의 청지각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통된 기준이

나 적절한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의 개별 경험에 의존하여 과다비성을 청지각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다비성의 청지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청지각적 판단 특성을 살

펴보았다. 방법: 과다비성이 주된 말 문제인 5-13세 구개열 아동들을 대상으로 과다비성의 심각도에 따라 정상, 경한, 중간, 심한 과다비

성의 말 샘플을 각각 4개씩 선정하여 평가자료로 사용하였다. 구개열 화자의 청지각적 평가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와 경험이 없는 대

학원생에게 말 샘플을 들려주고, 과다비성 청지각적 평가 프로파일(Hypernasality Perceptual Profile, HNPP)의 각 변인을 평정하게 하

였다. HNPP는 ‘전반적인 인상’ 외에 ‘음소의 종류’, ‘일관성’, ‘지속성’, ‘사회적 수용도’, ‘말 명료도’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회귀분석 

결과 청지각적 판단에 주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사회적 수용도’와 ‘음소의 종류’이며, ‘사회적 수용도’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HNPP를 사용함으로써 평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도’를 공통적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향후 HNPP의 임상적 적용을 통해 과다비성의 평가 신뢰도 향상과 임상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구개열 팀 간 과다비성 평가

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 

핵심어: 과다비성, 구개열, 청지각적 평가, 예측 변인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13)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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