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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determine if the phonological representation (PR) deficit of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SSD) begins in the initial stage of PR, this study compared the abil-
ity to learn new PR between SSD children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4 SSD children and 19 TD children 4, 5, and 6 years of age. After 
the learning stage, a new PR judgment and retrieval tasks were performed, measuring the 
accuracy and reaction time of responses. The relationships among age, accuracy of articu-
lation, receptive vocabulary, and task performances were examined. Results: In terms of 
correct response score on the new PR judgment task, SSD childre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D children. SSD children and TD children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actions 
time. With regard to accuracy of the new PR retrieval task, both SSD children and TD chil-
dren had difficulty with the retrieval of new PR, and thu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
ence.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erformance of the 
new PR judgment task and accuracy of articulation, between the performance of the new 
PR retrieval task and receptive vocabulary, and between age and both tasks.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SSD children have more difficulty memorizing new PR accu-
rately than TD children. PR deficit of SSD children is likely to begin in the initial stage of PR.

Keywords: Judgement task of new phonological representation, Retrieval task of new pho-
nological representation, Speech sound disorder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

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말소리장애

(speech sound disorders)를 구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불명료한 말산출로 인해, 사회적 참여, 학업적 성취, 또는 직업적 수

행에 제한을 야기하는 장애로 정의하였다. 덧붙여 뇌성마비, 구개

열, 난청, 청력소실, 외상뇌손상 또는 기타 다른 의학적, 신경학적 원

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말소리장애’로 진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지, 원인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 모르

는 말소리장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된 입장은 말소리

장애는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유형의 원인

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의 일차적 원인들을 찾아

내는 것은 매우 요원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대안책으로 말소리장

애의 여러 하위집단들을 분류하거나 말소리장애에 영향을 주는 기

저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소리장애를 하

위집단들로 나누고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저 공통요인을 찾아내

거나 또는 말소리장애 집단이 보이는 기저 공통점을 찾아낸 후 그 

공통요인을 바탕으로 집단을 분류한다면, 그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말소리장애의 일차적 원인들에 접근해가는 방법일 것이다. 원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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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말소리장애의 보다 명확한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

도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Kim 

& Shin, 2015).

말소리장애의 관련요인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음운표상(pho-

nological representation)에 관한 것을 다루고자 한다. 음운표상은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의 음운정보이다(Sutherland, 2006). 

음운표상의 음운정보는 단어의 음소와 음성 수준의 모든 정보들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단어를 다른 단어와 변별할 수 있도

록 말소리와 같은 청각정보뿐 아니라 여기에 동반되는 시각정보, 예

를 들어 입술움직임과 같은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

된다(Stackhouse & Wells, 1997). 어휘재구조화(lexical restructur-

ing) 가설(Walley, 1993)에 의하면, 단어를 통단어 형태로 어휘저장

소에 저장하던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어휘폭발기에 이르러 단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통단어 형태의 저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그 이후 통단어를 음절, 음소 단위로 분절하여 저장하

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운표상이 더욱 정교하고 명확하게 

발달한다(Claessen, Heath, Fletcher, Hogben, & Leitão, 2009). 아동

의 음운표상 발달은 1세경 나타나는 초기 형태의 발달을 시작으로

(Sutherland & Gillon, 2005; Walley, 1993), 8세경 성인 수준의 정교

한 형태로 완성된다고(Claessen et al., 2009) 보고되었다. 

음운표상은 ‘단어’ 수준의 말소리 정보이지, 개별 ‘음소’ 차원의 

말소리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설

명하였듯이, 음운표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해당 단어를 

다른 단어들과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방’이라는 단어

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k/, /α/, /p/, /α/, /ŋ/의 일련의 소리정보 

묶음을 음운표상이라 하고, /k/와 /α/ 같은 각 음소들의 개별적 소

리정보는 음운표상이 아니다. 단어 차원의 정보이기 때문에, 음운

표상은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의 소리형태(lexeme)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tackhouse와 Wells 

(1997)의 말처리 모델(speech processing model)에서도 음운표상

은 어휘저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단어의 말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억 속 음

운표상의 자체에도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것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Kim & Ha, 2014). 따라서 음운표상이 명확

하고 변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Anthony et 

al., 2010), 혹은 음운표상의 저장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의 접근 

또는 인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Sutherland, 2005) 말소리장애가 초

래될 수 있다. 말소리장애아동은 음운표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것

을 인출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Kim & Ha, 2014; 

Sutherland & Gillon, 2007), 음운표상을 바탕으로 하는 음운인식

과제에서 말소리장애아동의 어려움을 밝힌 연구(Claessen & 

Leitão, 2012; Jung, Choi, & Ha, 2015), 음운표상과 말산출 능력 또

는 조음정확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Carroll & Snowl-

ing, 2004; Sutherland & Gillon, 2007) 등은 모두 말소리장애와 관

련한 기저요인으로 음운표상 결함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소리장애아동의 현 시점에서의 음

운표상 결함에 대한 연구들은 그것의 구체적 발생단계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말-언어발달과 관련하여 음운표상

의 결함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음운표상 결함의 발생단계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음운표상의 초기 형성단계

에서 저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둘째, 저장은 정상적

으로 이루어졌으나 장기기억에서 음운표상을 유지하는 데에 결함

이 있을 경우, 셋째, 장기기억 속 음운표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

에 접근, 인출하는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초기 형성단계의 문제는 그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음운표상의 유지, 접근, 인

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형성단계에서 정상적

인 입력과 저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소

리장애아동의 음운표상 결함 시점을 유추하기 위하여 새롭게 접

한 음운표상의 입력, 저장, 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

펴보고, 초기 음운표상 형성단계의 결함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만일 말소리장애아동이 새로운 음운표상의 저장 또는 

인출에 문제를 보인다면 음운표상 초기 형성단계부터 그 결함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그렇지 않다면 장기기억 속에서 음운표상을 

유지하거나 그것에 접근, 인출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

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자극이 입력되면 장기기억 속 항목 중 이와 유사한 음운

형태의 단어를 찾게 되고 기존의 단어는 새로운 단어자극을 지각, 

저장, 인출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im & Ha, 2014). 새로

운 음운표상의 단어유사성 정도가 음운기억과 관련한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단어유사성이 높은 새 

단어는 그렇지 않은 새 단어에 비해 더 쉽게 기억될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각 대상아동이 보유하고 있는 어휘량이 과제수행에 미칠 영

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어휘량이 많은 아동은 새

롭게 접하는 소리자극에 대해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존 단어를 떠

올릴 기회가 많은 반면, 어휘량이 적은 아동은 떠올릴 만한 단어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어휘가 풍부하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음운표상

의 단어유사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음운표상, 즉 어떤 한국어 단어와도 동일하지 않는 



http://dx.doi.org/10.12963/csd.1629526    http://www.e-csd.org

Se-Ryeong Bae, et al.  •  New Phonological Representation in SSD

소리구조를 가지는 ‘비단어’를 제작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했다. 비단어 제작 시에는 단어유사성과 어휘량을 모두 고

려하여야 할 것인데, 대상 아동들은 어휘량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유사성이 

낮은, 때문에 어떠한 대상아동들에게도 어휘저장소에 그와 유사

한 단어의 형태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은 비단어들을 이용

하여 새로운 음운표상 과제를 제작하였다.      

비단어를 새로운 음운표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에 의

미가 더해져야 한다. 새로운 소리조합인 비단어에 의미가 연결될 

때, 비로소 아동의 어휘저장소에 그 ‘비단어’는 ‘새 단어’로 자리잡

게 되고 음운표상으로서의 실체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 또는 사물의 형상을 그림으로 제

작하여 이것을 해당 비단어와 반복 연결시키는, 즉 새 말소리와 새 

의미를 결부시키는 학습단계를 거친 후, 그것의 저장 및 인출능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음운표상의 저장상태는 음운표상 판

단과제를, 음운표상 인출능력은 이름대기 과제를 이용하여 알아보

았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는 그림과 소리자극을 동시에 제

시한 후, 대상자로 하여금 제시한 소리형태가 학습단계에서 해당 

그림과 함께 들었던 그 소리자극이 맞는지, 틀린 지를 판단하는 수

용기반 과제이다. 이때 소리자극은 각 그림에 해당하는 새로운 음

운표상이거나, 또는 그것과 음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틀린 

소리자극이다. 학습단계를 거쳐 새롭게 형성된 음운표상이 정확하

게 저장되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새로운 음운표

상 판단과제의 수행력이 좋을 것이다.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는 

구어산출과정을 포함한 그림이름대기 과제이다. 대상아동에게 학

습단계에서 익혔던 그림을 제시한 후 그것의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

써,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소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새로

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정반응 점수와 반응시간 그리고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말소리장애아동에서 새

로운 음운표상 형성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변

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음운표상 형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

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소리장애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정반응 점수와 반응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말소리장애아동 집단과 일반아

동 집단 간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월령, 수용어휘력, 자음정확도와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및 인

출과제 수행력과 각각 상관이 있는가? 또한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

과제 수행력과 인출과제 수행력 간 상관이 있는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4, 5, 6세 말소리장애아동 14명과 일반아동 19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휘발달이 급증하는 동시에 음운표상도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

라는 선행연구(Claessen et al., 2009)에 근거하여, 음운표상 형성능

력의 발달양상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살펴보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말소리장애 집단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교사의 

보고에 의해 감각적, 신경학적, 그 외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인지적, 

언어적 문제가 없는 아동, 둘째,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결과 수용어휘력이 -1 SD 이상 범위

에 속하는 아동, 셋째,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U-TAP; Kim & Shin, 

2004) 결과 단어 수준에서 자음정확도가 -2 SD 이하에 속하는 아

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언어장애전문가에 의

해 말소리장애로 진단받았으나 조음기관의 구조적 장애는 지니고 

있지 않은 아동들이었다.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부모와 교사의 보고에 의해 감각적, 신경학적, 그 외 신체적인 결

함이 없고 인지적, 언어적 문제가 없는 아동, 둘째, REVT 결과 수용 

어휘력 능력이 -1 SD 이상 범위에 속하는 아동, 셋째, 우리말 U-

TAP 결과 단어 수준에서 자음정확도가 -1 SD 이상 범위에 속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와 인출과제는 모

두 구어자극의 입력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본 실험결과

가 순수하게 대상자들의 새로운 음운표상 형성능력을 반영하기 위

해서는 두 집단 간 말지각 능력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음운표상을 학습,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어자극을 일시적으로 보유

할 수 있는 청각적 단기기억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자음변별검사(Kwon, 2004)와 숫자 바로따라하기 검사

(Kwak, Oh, & Kim, 2011)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말지각 능력과 

단기기억력을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대상아동들을 선정한 결과, 말소리장

애 집단은 남아 8명, 여아 6명, 일반 집단은 남아 10명, 여아 9명이었

고, 평균 연령은 말소리장애 집단 60.29 (8.24)개월, 일반 집단 64.05 

(7.75)개월이었다. 두 집단 간 성별과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5). 또한 자음변별검사에서 말소리장애집단 평균 

31.29 (6.23)점, 일반 집단 평균 29.95 (3.17)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t= .736, p>.05), 숫자 바로따라하기 검사에서 말

소리장애집단 평균 8.86 (2.21)점, 일반집단 평균 10.26 (1.66)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 -1.998, p>.05). REVT 결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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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휘력능력도 말소리장애집단 59.79 (13.46)점, 일반집단 66.74 

(15.67)점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 -1.366, p>.05). 단지 

두 집단은 U-TAP검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 = -6.755, 

p< .01), 평균 자음정확도는 말소리장애집단 79.36% (9.98%), 일반 

집단 97.79% (2.46%)였다. 

실험 과제 제작

새로운 음운표상 선정 및 그림 제작

새로운 음운표상 과제에 사용될 목표 음운표상으로 Lee, Ha, 

Koo, Hwang과 Pyun (2016)의 연구에서 제작되었던 비단어 중 2음

절어 5개와 3음절어 3개를 선택하였다. 이 중 2음절어 2개는 연습항

목에 사용되었다. 선정된 8개의 비단어에 대하여 언어치료학 전공 

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1점: 단어와 매우 유사하지 않

다-5점: 단어와 매우 유사하다)의 평정법을 이용하여 단어유사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비단어가 2.50점 이하(평균 2.02점)로 평

가되어, 단어유사성 정도는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100만 음절 말뭉치 자료(Kim & Kang, 1997)에 근거하였을 때, 선정

된 8개 비단어의 각 평균 음절빈도는 300 이상으로 모두 고빈도 음

절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음운표상으로 사용될 비

단어 목록은 Table 1과 같다.

각 비단어와 연결시킬 그림제작을 위하여,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에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 또는 사물을 창의적으로 그려

줄 것을 의뢰하였다. 여러 차례 수정과정을 거쳐 캐릭터 형상 3개, 

사물 형상 5개의 그림이 최종 제작되었고, 이 중 2개는 연습항목에, 

5개는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Appendix 1). 

학습과제 제작

새로운 음운표상 학습을 위해 각 그림과 함께 목표 음운표상이 

청각적으로 반복 제시되는 MS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제작하였

다. 목표 음운표상은 해당 비단어가 단독으로 제시되거나 또는 그

것을 포함한 문장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너겝”, “이것은 너겝이

야”, “작은 너겝”, “너겝은 귀여워”, “너겝은 콧수염이 있어”, “너겝

은 갈색이야”와 같은 녹음된 음성자극이 각 음운표상에 대해 6차

례씩 제시되었다(Appendix 2). 모든 음성자극은 전문 아나운서가 

방음실에서 녹음하였다. 목표 음운표상당 학습기회가 6회씩 제공

되었으며, 따라서 학습단계에서 사용된 슬라이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산화된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제작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는 음운표상의 질(quality)을 알아보

는 과제로, 그림과 자극어를 동시에 제시한 후 제시한 자극어가 해

당 그림에 대한 음운표상이 맞는지, 틀린 지를 판단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틀린 자극어 제작을 위해 해당 음운표상에 대한 말소리 조

작과정이 필요하였다. 마지막 음소보다 첫 음소를 조작하였을 때 

음운표상 판단과제 수행력이 더 좋다는 선행연구(Walley, 1993)에 

근거하여, 조작된 말소리는 목표 음운표상 첫 음절의 자음, 모음 또

는 자음+모음을 변형시켜 제작하였다. 첫 음절 자음조작을 위해 

목표 자음과 같은 조음위치의 다른 조음방법, 또는 같은 조음위치

의 다른 발성유형의 자음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첫 음절 모음조작

을 위해 모음삼각도에 근거하여 /ㅏ↔ㅓ/, /ㅣ↔ㅜ/, /ㅔ↔ㅗ/로 목표 

모음과 최대한 인접한 소리로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여 바꾸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새로운 음운표상 각각에 대해 3개씩의 조작된, 틀

린 자극어가 완성되었다(Appendix 3). 모든 자극어는 전문 아나운

서가 방음실에서 녹음하였다.

전산화된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는 E-Prime으로 제작하였

다. 우선 노트북 모니터에 준비화면이 제시되면 검사자는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마우스를 클릭한다. 500 ms의 inter-stimulus 

interval (ISI) 이후 그림이 화면에 나타남과 동시에 자극어가 청각적

으로 제시된다. 대상자가 O, X에 해당하는 반응키를 누르면 500 ms

의 inter-trial interval (ITI) 이후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 새로

운 음운표상 자극어 6개를 3회씩 반복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항목

은 총 18회 제시되었다. 그리고 6개의 음운표상에 대해 3개씩 말소리

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조작된, 틀린 자극어 또한 동일하게 총 18회 

제시되었다. 항목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고, 반응시간은 자극어

가 제시된 직후부터 대상자가 반응키를 누르는 순간까지 자동으로 

측정되었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구성 예는 Figure 1과 같다. 

실험절차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자 1인과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실험순서는 목표단어 학습단계,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새로

Table 1. A list of new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ractice items Test items

Non-word form nipɯn hinuk nʌkεp nipʌk*ʌŋ tεlɯpt*ɯp mʌkεmmiŋ tupip mʌthul
Wordlikeness 2.35 2.12 2.50 1.92 1.38 1.56 2.35 2.43
Syllable frequency 3,005 988 332 3,512 1,333 469 975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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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순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

과제 시 틀린 자극어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동들이 음운

표상을 혼돈할 가능성이 있어 판단과제보다 인출과제를 먼저 실시

하였다. 학습단계에서 연구자는 대상아동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

지 않는 새로운 괴물을 보여주고, 그 이름을 알려줄 거예요.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라고 설명하

였다. 연습항목을 포함한 총 8개의 그림에 대해 각 6회씩 학습제시

어가 제시되어, 아동들은 해당 그림과 음운표상을 짝지어 새로운 

단어를 6차례씩 접할 기회를 가졌다. 학습단계의 총 소요시간은 약 

7분이었다. 

학습단계가 끝난 후 그림을 제시하고 그것의 이름을 말하게 하

는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를 실시하였다. 인출과제의 그림자극

은 학습단계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아동에

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의 이름을 말

해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연습항목의 인출과제

를 실시하였고, 과제진행 동안 연구자는 아동에게 아무런 피드백

을 제공하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을 주어도 아동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다음 그림으로 넘어갔다. 

인출과정의 모든 과정은 녹음기에 녹음되었다. 

인출과제가 끝난 후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판

단과제는 화면에 그림과 자극어가 함께 제시되고, 그 자극어가 학습

단계에서 들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면 O버튼을, 다른 것이면 X버튼

을 빠르게 누르는 과제이다. 연구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 그림이랑 

말소리가 함께 나올 거예요. 잘 듣고 그림이랑 말소리가 맞으면 ‘초록 

동그라미(키보드 A키)’, 틀리면 ‘빨간 엑스(키보드 L키)’를 눌러주세

요. 한 번만 들려주니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해요.”라고 지시하였다. 모

든 대상자들은 헤드폰을 통해 자극어를 들었고, 소리크기는 동일하

게 제시하였다. 연습항목을 이용하여 아동에게 정확하게 자판을 누

르는 방법 등을 충분히 연습시킨 후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는 목표 그림이 화면에 제시된 순간부

터 아동이 반응키를 누르는 순간까지의 정오반응과 반응시간이 프

로그램에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Maillart, Schelstraete와 Hupet 

(2004)의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rationale)에 근거하여, 새

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반응을 맞는 자극어를 맞다고 반응한 

경우(Hit), 맞는 자극어를 틀리다고 반응한 경우(Miss), 틀린 자극

어를 맞다고 반응한 경우(False alarm), 틀린 자극어를 틀리다고 반

응한 경우(Correct rejec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정반응은 Hit와 Correct rejection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정반응을 구분하여 점수화하였다. 새로운 음운표상 6개에 대해 각

각 3회씩의 정확한 말소리 항목과 조작된 말소리 18항목이 제시되

기 때문에, Hit와 Correct rejection은 모두 18점을 만점으로 한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반응시간은 속도-정확성의 교환효

과(speed-accuracy trade-off effect) (Townsend & Ashby, 1983)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속도-정확성의 교환효과에 의하면, 대상자

가 반응을 빨리 하면 오반응이 많아지고 반응을 천천히 하면 정반

응이 증가하게 된다. 즉 정확한 반응을 위해서는 처리에 필요한 시

간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반응시간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대상자의 반응 중 오류가 15% 이상이면 속도-정확성의 교환

효과가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반응시간을 그대로 분석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Bruyer & Brysbaert,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속도-정확성의 교환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반응시간에 정반응 

여부를 고려하여 수정계산한 값인 역효율 점수(inverse efficiency 

scores, IES) (Townsend & Ashby, 1983)로 반응시간을 변환하여 비

교하였다(Jung et al., 2015). 역효율 점수(IES)는 반응시간(RT)을 

‘1-오류반응 비율’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모두 정반응을 했을 경

우에는 RT를 ‘1-0’으로 나누기 때문에 IES와 RT가 동일한 값을 갖

지만, 오류반응의 비율이 50%일 경우에는 RT를 ‘1-0.5’로 나누기 

Figure 1. Computerized new phonological representation task. ISI= inter-stimulus interval; ITI= inter-trial interval.

Get ready

ISI Stimulus Responses

x O

ITI

500 ms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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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IES는 RT보다 2배 더 느린 값을 갖게 된다.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점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Kim & 

Ha 2014), 정확한 조음위치에서 정확하게 조음한 자음 및 모음에 

각 1점씩을 부여한 후, 산출하여야 하는 총 음소에 대해 정확하게 

산출한 음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인출과제 점수는 자극어에 대한 음소 산출의 정확도(%)를 의

미한다.

SPSS ver. 20.0 (IBM,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자료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말소리장애아동 

vs. 일반아동) 간 반응유형(Hit vs. Correct rejection)에 따른 새로

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정반응 점수와 반응시간(IES)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피험자 간 1피험자 내 혼합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말소리장애아동 vs. 일반아동) 간 새로운 음

운표상 인출과제의 정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인과 새로운 음운표상 판

단과제와 인출과제 각각의 상관관계, 그리고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

과제와 인출과제 간 상관관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간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수행력 비교

집단 간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정반응 점수 비교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Hit 점수에서 말소리장애아동은 

평균 11.28 (4.99)점, 일반아동은 평균 13.42 (2.34)점을 보였고, Cor-

rect rejection 점수에서 말소리장애아동은 평균 8.50 (3.79)점, 일반

아동은 평균 9.10 (3.12)점을 보였다(Figure 2). 이러한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효과(F(1, 32) =4.543, p< .05)와 반응유형에 따른 주효과

(F(1, 32) =10.859, p< .05)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집단과 반응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32) = .504, p>.05).

집단 간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반응시간 비교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반응시간(IES)은 Hit에서 말소리

장애아동 평균 7.95 (6.82)초, 일반아동 평균 4.31 (1.44)초로 나타났

고, Correct rejection에서 말소리장애아동 평균 14.25 (21.56)초, 일

반아동 평균 8.55 (7.71)초로 나타났다(Figure 3). 통계적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효과(F(1, 32) 

=2.991, p>.05), 반응유형에 따른 주효과(F(1, 32) =3.362, p>.05), 그

리고 집단과 반응유형 간 상호작용효과(F(1, 32) = .129, p>.05)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간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정확도 비교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에서 말소리장애아동은 평균 3.38% 

(6.14%), 일반아동은 평균 6.78% (5.83%)의 정확도를 보였다(Fig-

ure 4).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 -1.606, p>.05).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변인인 월령, 수용어휘력, 자음정확도와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정반응 점수,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정확도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정반응 점수

는 Hit와 Correct rejection을 합산하여 구하였다. 월령과 새로운 음

운표상 판단과제는 상관계수 .466,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는 상

관계수 .448로, 두 과제 모두 월령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p< .05). 자음정확도와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는 상관계수 

.477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p< .05), 새로운 음운표

상 인출과제와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상관계수= .299, 

Figure 2. Scores from the new phonological representation task. SSD=speech 
sound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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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action time (IES) on the new phonological representation task. 
IES=inverse efficiency score; SSD=speech sound disorders; TD=typically de-
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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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그리고 수용어휘력과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와는 상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상관계수= .328, p>.05), 새로운 음

운표상 인출과제와는 상관계수 .487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p< .05). 마지막으로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와 새로운 음

운표상 인출과제의 상관계수는 .397로, 상관은 낮지만 그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아동의 음운표상 결함이 초기 형성단

계부터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새로운 음운표상의 저장과 

인출능력에 대해 일반아동과 비교를 실시하고 관련요인들과의 관

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말소리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정반응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판

단과제의 반응시간(IES)과 인출과제의 정확도에는 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수

행력은 대상아동들의 월령 및 자음정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출과제 수행력은 대상아동들의 월령 및 수용어휘

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

단과제와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간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정반응 점수에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는, 말소리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초

기 어휘 형성단계부터 음운표상을 정확하게 저장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말소리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새로

운 음운표상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Sutherland (2006)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음운표상의 초기 형성단계부터의 어

려움은 단지 이 시점의 결함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

어 현재 장기기억 속에 보유하고 있는 음운표상의 질, 그리고 그것

에 접근, 인출하는 음운처리능력에도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반응유형을 Hit와 

Correct rejection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상관

없이 Hit 점수가 Correct rejection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

인되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Claessen 등(2009)의 연구에서도 보

고된 바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소리가 옳은 말소리보다 청각적 민

감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설명된다. 정상성인의 경우에도 

옳은 말소리는 청각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들려 그것의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 틀린 말소리는 청각적으

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시

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반응시간의 차

이가 아닌 정반응 점수의 차이로 나타나, 아동의 경우 익숙하지 않

은 틀린 말소리를 판단하는 데에 성인처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이것은 결국 오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과 반응유형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는 말소리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Correct re-

jection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

한다. 즉, 말소리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새로운 음운표상을 판

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과제를 수행할 때 직면한 어려

움은 일반아동과 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속도-정확성의 교환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음운표상 판

단과제의 반응시간을 IES로 변환하여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

구결과 집단 간, 그리고 반응유형 간 반응시간(IES)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말소리장애아동은 Hit 평균 

7.95 (6.82)초, Correct rejection 평균 14.25 (21.56)초, 일반아동은 

Hit 평균 4.31 (1.44)초, Correct rejection 평균 8.55 (7.71)초의 반응

시간(IES)을 보였다. 즉 일반아동보다 말소리장애아동 집단에서, 

Hit보다 Correct rejection에서 평균적으로 반응시간(IES)이 긴 경

향이 있었다. 그런데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Hit와 Correct rejection 

평균이 각각 4.31초와 8.55초로, 반응시간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orrect rejection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새로운 음운표상은 일반아동에게도 처음 접하는, 익숙하

지 않은 소리자극이었다. 앞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자극은 청각적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

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아무리 여러 차례의 학습단계를 거쳤다

고 하더라도, 새로운 음운표상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소리자극

이기 때문에 일반아동들조차 그것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와 같은 이유로 집단 간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제

수행을 위해 일반아동도 말소리장애아동만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의 정확성 여부는 일반아동이 유의하게 

Figure 4. Accuracy on the new phonological representation retrieval task. 
SSD=speech sound disorders; TD=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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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판단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

우 대상자들의 수행력 비교에 반응시간보다 정반응 점수가 보다 의

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사한 과제라도 

그 특성에 따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석해야 할 변수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실시한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정확도에서도 말소리장애아동과 일

반아동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정확도 평균은 말소리장애아

동 3.38% (6.14%), 일반아동 6.78% (5.83%)으로, 두 집단 모두 수행

력이 매우 저조하였다. 근본적으로 본 과제의 난이도가 대상아동

들에게 너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아동 모두가 본 과제를 

이처럼 어려워하였던 이유에 대해, 아동의 음운기억 수행능력의 한

계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Park, Lee와 Kwon (2011)의 연구

에서 일반아동의 비단어 기억폭은 3세 평균 3.17 (0.57)개, 4세 평균 

3.31 (0.47)개, 5세 평균 3.42 (0.67)개, 6세 평균 4.00 (0.72)개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 7분 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은 8개의 새로운 

음운표상을 기억하여야 했다. 각각의 음운표상을 그림과 함께 독

립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아동들에게는 8개의 음운표상이 비단어

의 연속으로 여겨질 수 있고, 때문에 인출과제는 대상아동들의 기

억폭의 한계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덧붙여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시 흥미로웠던 점은 일부 아

동에서 음운표상 대신 학습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의미적 내용을 말

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무서운 

거”, “착한 거”, “예쁜 거”, “딱딱한 거”와 같이 해당 그림의 의미를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습단계에서 그림에 대한 음운표상은 

6차례나 반복 제시되었고, 특정 의미는 그림과 짝지어 1차례만 제

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단어의 의미는 말소리 정보보

다 훨씬 쉽게 기억 속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무

섭다”, “착하다”와 같은 의미는 아동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이루

어져있기 때문에 쉽게 기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차례 접한 의미

보다 반복적으로 접한 새로운 말소리 처리에 더 어려움을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들의 어휘습득에 있어 음운처리능력의 중

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월령, 수용어휘력, 자음정확도와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및 

인출과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월령은 두 과제 모두와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운표상 판단과제 수행력이 향상되고(Claessen et al., 2009; 

Kim, Kwon, Jeong, Meng, & Ha, 2013),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

이 좋다(Lee et al., 2016)는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경우 대상아동들의 연령이 4, 5, 6세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과제의 수행력과 월령 간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

어, 음운표상의 처리능력은 해당 연령대에서 활발하게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운표상 판단과제 수행력은 자음정확도와

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말소리장애아동의 문

제가 단지 조음산출과 같은 말초적 처리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

다 중추적인 요인, 즉 저장된 음운표상의 질과 관련될 것일 가능성

을 제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정확도는 수용어휘

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어휘력을 

통제하는 대신 새로운 음운표상의 단어유사성을 낮춰 대상자들의 

장기기억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단어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어휘력과 새로운 음

운표상 인출능력에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어려운 실험과제에 대

한 대상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난이도가 매우 높

았던 인출과제의 경우 대상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즉 

대상자들은 방금 전 학습하였던 자극어와 유사한 형태의 어휘를 

떠올리며, 음운완충기(phonological buffer)에서 새로운 음운표상

의 정보를 유지하려는 하향접근적 노력(top-down approach)을 하

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음운처리과제 수행에는 상향적 접근뿐 아

니라 하향적 접근 능력 또한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

서 밝혀진 바 있다(Lee et al., 2016).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음운

기억 수행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였을 때 이러한 하향적 접근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와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

과제 간 수행력은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음운표상의 

접근과 산출은 서로 다른 처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Stack-

house와 Wells (199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와 대상집단은 다르지만, 난독증 아동에서 말산출과 말지각 

결함 간 연관성이 없다는 Vellutino, Fletcher, Snowling과 Scanlon 

(2004)의 연구, 언어발달장애아동에서 음운표상 판단과제와 이름

대기과제 수행력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Claessen과 Leitão (2012)

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운표상의 

질이 정상적이더라도 인출과정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음운표상과 관련하여 수

용과 산출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평가와 중재가 독립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이 가능할 정도

로 새 단어를 완전히 학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실험과정처럼 

새 단어의 의미와 소리정보에 단순하게 반복 노출되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e 등(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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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시연(rehearsal)’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제시된 항

목들을 반복하여 능동적으로 암송함으로써 음운단기기억을 촉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연과정을 통해 단기기억 내 정보들이 유지되

고 재구조화되어 장기기억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

가 Lee 등(2016)은 소리 내어 반복하는 외현적 시연이 소리 내지 않

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내현적 시연보다 학령전기 아동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Ellis와 Beaton (1993)의 연구에

서도 외현적 시연은 음운루프에 들어온 음운정보를 순환시킴으로

써 임시적 음운표상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하였던 것과 같은 음운표상에 대한 수

동적 경험은 새로운 음운표상을 완전하게 습득하게 하는 데에 분

명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음운표상의 인출능력을 좀 

더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시연활동과 같은 보

다 능동적 경험을 통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말소리장애아동의 음운표상 결함이 초기 형성단계부터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의의가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말소리장애아동의 경우 새로운 단어를 처음 접할 때 그

것의 소리정보를 명확하게 저장하는 데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분명 말소리장애의 치료 방향성에 의미하

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음운표상을 명확하게 저장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소리자극에 대한 보다 반복된 경험, 더 나아가 수동적 노출이 

아닌 능동적 경험의 반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법상 몇몇 제한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학습단계에서 대상아동들의 행동을 일정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음운표상의 학습이 진행되는 

7분여 동안 아동들의 집중력에는 개인차가 있었다. 또한 일부 아동, 

특히 일반아동의 몇 명은 학습과정 동안 자발적으로 외현적 혹은 

내현적 시연을 활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집중력과 시연은 새로운 

음운표상 형성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추후연구

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변인들을 통제하여 좀 더 체계화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적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말소리장애집단은 단

일한 집단이 아니라 여러 이질적인 집단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음

운표상의 형성 결함이 모든 말소리장애아동에서 나타난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대상자 수를 많이 하여 대규모 연구를 실시한다면, 말소

리장애집단 내에서도 새로운 음운표상 형성능력에 다양한 수행차

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음운표상 또

는 음운처리와 관련하여 말소리장애집단을 하위집단들로 분류하

는 데에, 더 나아가 말소리장애의 다양한 일차적 원인에 접근해가

는 데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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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새로운 음운표상 과제 그림    

연습 항목

  

본 항목

 
 

 

 
 

 

니븐

너겝

머겜밍

니버껑

두빕

데릅뜹

머툴

히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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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새로운 음운표상에 대한 학습 제시어 목록   

연습 항목

목표 단어                          학습 목록 목표 단어 학습 목록

니븐 1) 니븐

2) 이것은 니븐이야

3) 멋진 니븐

4) 니븐은 초록색이야

5) 니븐은 따뜻해

6) 니븐은 부드러워

히눅 1) 히눅

2) 이것은 히눅이야

3) 큰 히눅

4) 히눅은 세모야

5) 히눅은 바퀴가 있어

6) 히눅은 딱딱해

본 항목

목표 단어                         학습 목록 목표 단어 학습 목록

너겝 1) 너겝

2) 이것은 너겝이야

3) 작은 너겝

4) 너겝은 귀여워

5) 너겝은 콧수염이 있어

6) 너겝은 갈색이야

니버껑 1) 니버껑

2) 이것은 니버껑이야

3) 예쁜 니버껑

4) 니버껑은 웃고 있어

5) 니버껑은 치마를 입어

6) 니버껑은 손으로 걸어

데릅뜹 1) 데릅뜹

2) 이것은 데릅뜹이야

3) 무서운 데릅뜹

4) 데릅뜹은 네모야

5) 데릅뜹은 부리가 있어

6) 데릅뜹은 날아다녀

머겜밍 1) 머겜밍

2) 이것은 머겜밍이야

3) 긴 머겜밍

4) 머겜밍은 뚱뚱해

5) 머겜밍은 차가워

6) 머겜밍은 굴러다녀

두빕 1) 두빕
2) 이것은 두빕이야
3) 딱딱한 두빕
4) 두빕은 파랑색이야
5) 두빕은 튼튼해
6) 두빕은 달리기를 잘해

머툴 1) 머툴
2) 이것은 머툴이야
3) 착한 머툴
4) 머툴은 주황색이야
5) 머툴은 입을 벌리고 있어
6) 머툴은 발로 걸어다녀

Appendix 3. 새로운 음운표상에 대한 조작된 자극어 목록

목표 단어
조작된 자극어

첫 자음 조작 첫 모음 조작 첫 음절 조작

연습항목 니븐 디븐 누븐 두븐

히눅 시눅 후눅 수눅

본 항목 너겝 더겝 나겝 다겝

니버껑 디버껑 누버껑 두버껑

데릅뜹 떼릅뜹 도릅뜹 또릅뜹

머겜밍 버겜밍 마겜밍 바겜밍

두빕 누빕 디빕 니빕

머툴 버툴 마툴 바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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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말소리장애아동의 새로운 음운표상 형성 능력

배세령1·하지완2,3·구민모4·황유미3,5·편성범6,7

1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2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3대구대학교 국제재활과학연구소, 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생명연구센터,  
5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6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7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융합뇌신경연구센터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아동의 음운표상 결함이 초기 형성단계부터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새로운 음운표

상의 저장과 인출능력에 대해 일반아동과 비교를 실시하고 관련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4, 5, 6세 말소리장애 아

동 14명과 일반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단어에 대해 의미와 함께 음운표상을 학습하는 학습단계를 거친 후 새로운 음운표상 판

단과제와 인출과제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에 대해서는 정반응 점수와 반응시간을,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에 대

해서는 산출 정확도를 분석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월령, 자음정확도, 수용어휘력과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및 인출과제

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와 인출과제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말소리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의 정반응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판단과제의 반응시간(IES)과 인출과제의 정확도에는 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수행력은 대상아동들의 월령 및 자음정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인출과제 수행력은 대상아동들의 월령 및 수용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의 및 결론: 말소리장애아동의 

음운표상 결함이 초기 형성단계부터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의의가 있다. 말소리장애아동의 경우 새로

운 단어를 처음 접할 때 그것의 소리정보를 명확하게 저장하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말소리장애의 치료 방향성에 시사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새로운 음운표상 판단과제, 새로운 음운표상 인출과제, 말소리장애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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