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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whole-word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rticula-
tion error types through nonword repetition under different phonetic complexity to exam-
ine the effect of phonetic complexity on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rticulation error 
frequencies. Methods: Forty-fiv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ged 4-5 participated as 
subjects and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 early 4 years old, late 4 years old, and early 5 
years old. A repetition task using 50 nonwords was performed with the respective groups 
to investigate inter- and intra-group differences in whole-word analysis indexes and fre-
quencies of articulation error by type according to phonetic complexity scores (low/high).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whole-word analysis indexes between 
age groups and phonetic complexity. The interaction effects of phonetic complexity and 
age group were also significa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early 4 
years old and late 4 years old, and between early 4 years old and early 5 years old. Differ-
ences between late 4 years old and early 5 years old were significant in word correctness, 
whereas a difference among age groups was not found in word variability of nonwords 
with low phonetic complexity. Frequency of articulation error by type was higher for non-
words with high phonetic complexity. Articulation error by type occurred most frequently 
among the early 4 years old. As for articulation error by type, substitution occurr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omission and addition. Conclusion: Results supported the previ-
ous studies suggesting that articulation error frequency is higher for nonwords with high 
phonetic complexity, and thus indicated the necessity for word selection allowing for pho-
netic complexity when conducting clinical phonologic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Keywords: Phonetic complexity, Whole-word phonological analysis, Nonword repetition 
test

학령전 아동의 초기 음운 평가에는 음소를 단위로 분석하는 방

법과 단어를 단위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자음정확도(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CC)는 음소(자음)를 단위로 하여 아동이 

산출한 자음 중 바르게 산출한 자음의 비율을 말하는(Kim, 2005) 

개별 음소에 대한 측정치로서 단어 내 특정 위치에 오는 목표 자음

의 정조음 여부만을 살펴본다. 따라서 아동이 성인 어휘에 근접한 

산출이 가능한지 여부(Suk, 2004)와 단어단위에서 일관되게 틀리

는 아동의 음운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Shin & 

Lee, 2015). Ingram과 Ingram (2001)은 자음정확도에 대한 대안으

로 개별 음소가 아닌 단어를 단위로 하여 아동의 음운능력을 평가

하는 단어단위 분석(whole word analysis)을 제안하였다. 자음정확

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평균음운길이(proportion mean length 

of utterance, PMLU)를 포함하는(Ha & Hwang, 2013) 단어단위 분

석 지표를 이용하면 자음정확도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단어단위 

전체의 정확성과 음소가 산출되는 단어의 길이와 음운적 복잡성, 

변이성 등의 다양한 음운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Ha &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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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uk, 2006), 조음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와 가변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ark & Suk, 2012).

단어단위 분석 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음운 능력과 발달에 대한 정보 및 패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만 

2-4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단어단위 분석을 실시한 Park과 Suk 

(2012)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어 정확률

(proportion of whole word correctness, PWC), 단어 평균음운길

이, 단어 근접률(proportion of whole word proximity, PWP)은 증

가하고, 단어 변이율(proportion of whole word variability, PWV)

은 감소하였다.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만 2세 6개월-4세 아동의 조

음오류율, 조음변이성, 조음오류변이성을 살펴본 Hwang과 Ha (2012)

의 연구에서는 만 2세 6개월부터 3세 11개월 사이에 조음변이성과 

조음오류변이성이 감소하다가 만 4세에는 안정적인 조음 수행을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3-5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Suk (200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어 정확률, 

복잡률, 근접률이 증가하면서, 연령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만 5-7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Park과 Son (2012)의 연구

에서도 단어 정확률, 평균음운길이, 근접률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

타났으나, 단어 변이율에서의 연령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단어 변이율이 감소하고 일관된 단어 산출 형태를 보이면서 조

음 수행이 안정된다. 

단어단위 분석 지표는 근본적으로 자발화를 대상으로 음절, 단

어, 어절을 단위로 하여 각 언어학적 단위에서 나타난 말소리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Kim & Shin, 2015). 말소리 및 음

운발달 평가에 단어단위 분석 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한국 

표준 그림 조음음운 검사(Korea Standard Picture Articulati1on 

and Phonological Test, KS-PAPT; Park & Suk, 2012)의 검사 단어, 

놀이상황에서 아동이 산출한 대화 샘플(Suk, 2006), 임의로 선정

한 2-4음절 의미단어(Hwang & Ha, 2012)를 이용하여 단어단위 분

석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분석단위가 되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거나 새로 습득한 것일 때 변이성이 높다고 보고한 Kim과 Ha 

(2016)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단어는 개별아동의 어휘 

친숙도와 의미적 난이도에 따라 조음 산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언어적 배경지식의 영향은 배제하면서도 음운처리

(phonological processing)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Chon & Ambrose, 2016)를 이용하여 단어단위 

분석 지표를 산출하고 아동의 음운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

단어 따라말하기(nonword repetition)는 검사자가 들려주는 비단

어를 듣고 아동이 즉시 따라 말하는 과제로, 정확한 수행을 위해서

는 음향신호 지각, 언어처리, 말 산출능력의 협응이 필요하며(Hwang, 

2015), 음운기억과 같은 언어 영역과 말 산출과정의 선별에 활용할 

수도 있다(Hwang, 2015; Hwang & Ha, 2010; Lee & Sim, 2003; Oh 

& Yim, 2013). 따라서 어휘 친숙도와 의미적 난이도 등의 효과를 통

제하면서도 단어가 갖는 음운적 복잡성이 단어의 음성적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소와 음소의 연쇄가 충분히 우

리말의 단어처럼 들리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제작하기 위해

서는 간섭효과는 통제하면서도 우리말의 음소 출현빈도, 음절구

조, 음절길이 등을 고려하여 우리말의 의미단어와 유사한 형태를 

띠도록 해야 한다. 

아동은 음절 수가 많은 단어나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되는 말소

리가 초성이나 종성에 포함된 어절에서 더욱 변이적인 조음 특성을 

보이는 등(Kim & Ha, 2016) 음운구조가 복잡해지면 단어 내 분절

음의 산출을 어렵게 만들어 조음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Kim, Choi, 

& Park, 2006). 따라서 우리말의 조음발달 및 특성을 적용한 조음

복잡성지표(index of phonetic complexity, IPC)를 고려하여 조음

복잡성이 단어의 조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산출과 관련된 평가와 치료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개별 음소뿐만 

아니라 오류가 포함된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Lee, 

Han, & Sim, 2004). 조음복잡성지표는 Jakielski (1998)가 단어 단위

에서 개별 말소리의 음운 및 음성학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

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단어의 조음복잡성(phonetic complexity)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고안한 지표이다(Dworzynski & Howell, 

2004; Lee et al., 2004; as cited in Shin & Ha, 2015). 목표 어절의 조

음복잡성 정도를 산출하기 위해 Lee 등(2004)은 Dworzynski와 

Howell (2004)의 지표 체계를 토대로 각 어절에서 나타난 개별 음소

의 음성학적 특성, 음절구조, 어절 내 인접자음의 동시조음의 용이

성 여부 등을 통합하여 한국어 조음복잡성지표 체계를 고안하였

다. 한국어 조음복잡성지표 체계를 토대로 조음복잡성을 고려한 

비단어를 제작하여 4-6세 9개월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따라말

하기 수행력을 살펴본 An (2012)의 연구에서는 조음복잡성 점수

(저/고)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정반응율이 조음복잡성 저단어

와 고단어 모두 일반아동보다 말더듬아동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조음복잡성이 높은 과제의 정반응률은 낮은 과제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 Hwang (2015)은 비단어의 길이와 조음복잡성이 5-9세 일반

아동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조음복잡성을 고려한 2-5음절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

제를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향상되었고, 조음복잡성이 높은 비단어

보다 낮은 비단어에서의 수행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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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복잡성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4-5세 일반아동의 음운 특성  •  김아름 외

음운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음복잡성지표

를 고려한 비단어 제작이 필요하나 An (2012)과 Hwang (2015)은 

비단어 제작 시 조음복잡성지표 중 2-3개만을 반영하거나 발달적

으로 나중에 습득되는 자음은 포함시키지 않는 등 한국어의 음운

특성 및 음절구조를 제한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조

음복잡성지표를 고려한 비단어를 제작하여 조음복잡성에 따른 비

단어 따라말하기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음운 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음복잡성이 높은 단어와 낮은 단

어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음운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말소리 평가와 중재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음복잡성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들 중 일부(Lee et al., 2004; 

Shin & Ha, 2015)는 조음복잡성과 음운 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조음오류를 살펴보았다. 조음오류를 목표 말소리와 비교하

여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음절구조가 변하는 생략과 첨가, 음

소가 변하는 대치와 왜곡으로 유형을 나누어서 아동의 음운 특성

을 살펴보았다(Kim & Shin, 2007). 말더듬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조음복잡성이 비유창성과 조음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Lee 

등(2004)은 조음복잡성이 높을수록 조음오류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학령전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조음

복잡성에 따른 비유창성과 조음오류 특성을 연구한 Shin과 Ha 

(2015)는 조음복잡성이 낮은 단어보다 높은 단어에서 조음오류 출

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조음복잡성이 낮은 단어와 높은 단어에

서 나타난 오류 유형의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

하였다. 즉, 조음복잡성이 낮은 단어와 높은 단어에서 조음오류가 

달리 나타나며, 조음복잡성은 일반 아동의 음운 실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음절길이와 구조 및 음소연쇄의 출현빈도 측면에

서 우리말 의미단어와 매우 유사하나 의미적 난이도를 통제한 비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조음복잡성이 일반아동의 단어단위 음

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

음복잡성 점수가 낮은 비단어와 높은 비단어 목록을 제작한 후 따

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조음복잡성(저/고)에 따른 비단어 따라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만 4세 전반, 4세 후반, 5세 전반 아동의 단어

단위 음운 특성과 조음오류 유형별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4세 전반(4;0-4;5, 남 4, 여 

11), 4세 후반(4;6-4;11, 남 6, 여 9), 5세 전반(5;0-5;5, 남 8, 여 7) 아동 

15명씩, 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습득 전의 음소는 모두 일

관된 오류를 보이다가 음소가 확립되면서 음운 환경에 따라 정확하

게 산출하거나 오류를 보이며 정확한 산출로 가는 전이 단계에는 

변이적인 형태로 말소리를 산출한다(Kim & Ha,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출하기 어려운 어중종성의 위치에서도 우리말의 7

종성이 완전히 습득되어 전달구 수준의 따라말하기 조건에서도 친

숙도가 낮고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고유낱말을 정조음할 수 있는

(Kim, 2012) 조음 발달의 안정화 시기인 만 4세 전반, 4세 후반, 5세 

전반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Kim & Pae, 2005). 또한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월령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말소리 발달 특성

을 파악하고자 6개월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였다(Park & Suk, 2012).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은 (1)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

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력검사 결과가 -1 SD 이상에 해당하며, (2) 아동

용 발음검사(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

dren, APAC; Kim, Pae, & Park, 2007)의 단어검사에서 산출된 개

정 자음정확도의 백분위 점수가 20%ile 이상이고, (3) 아동의 부모 

또는 담당 교사에 의해 지적능력 저하, 언어발달 지연, 기타 동반장

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이다. 이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의 말·언어검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Lee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IPC 및 배점 기준 Table 

2를 참고하여 비단어를 제작하였다.

연구결과를 의미단어를 기본으로 하는 단어단위 분석에 적용하

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단어의 음운구조를 우리말

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의미단어와 유사한 구조로 제작하였

다. 1음절 비단어는 지표 6인 인접자음의 출현여부와 지표 7인 인접

자음의 조음위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우리

말의 음절길이는 2음절어가 가장 많고, 3음절어가 이를 뒤이으며, 

기초어휘의 경우 2음절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Bae, 2014). 따

라서 4음절 이상의 비단어는 제외하고, 한국어에 가장 많은 2, 3음

절까지만 검사어에 포함하였다. 2, 3음절 비단어 중 조음복잡성이 

Table 1. Group characteristics

Age group

4;0-4;5 (N= 15) 4;6-4;11 (N= 15) 5;0-5;5 (N= 15)

REVT 44.0 (4.40) 56.0 (4.59) 65.2 (5.83)
APAC (%) 94.8 (2.45) 97.7 (1.66) 98.2 (1.2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APAC= 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Kim, Pae, & P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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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단어(이하, 조음복잡성 저단어)는 1개 또는 2개, 조음복잡성

이 높은 단어(이하, 조음복잡성 고단어)는 6개 또는 7개의 조음복

잡성지표를 반영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고려하였다. 2음절

의 조음복잡성 저단어 14문항은 조음복잡성 점수가 1-2점, 조음복

잡성 고단어 13문항은 7-9점이었고, 3음절 조음복잡성 저단어 14

문항은 2-3점, 조음복잡성 고단어 12문항은 12-15점으로 총 53개

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3개의 비단어를 제작하여 총 

159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2-3음절 비단어 중 최종 검사어를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음의 조음위치(지표 1) 및 조음방법

(지표 2)과 관련하여 비단어 내에 동일한 조음 위치 및 방법의 음소

가 2개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어두초성 /ㄹ/ (예: 라붐)은 /ㄴ/으로 

대치하여 실현하기 쉽고, 어중초성 /ㅎ/ (예: 고형)은 생략하기 쉬우

므로 제외하였다(Kim, 2005). 구어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낮은 두 

음소가 연쇄되는 비단어는 한국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두 음

소의 전이빈도가 0.1% 이하인 음소연쇄는 제외하였다(Hwang, 

2015). 모음의 종류(지표 3)와 관련하여 자음이 이중모음과 결합된 

음절은 3-8세 아동의 자발화 연구(Shin, 2005)에서 가장 높은 빈도

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된 /ㅕ/, /ㅑ/, /ㅛ/와 성인의 자발화 연구

(Shin, 2008)에서 0.2%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음

절 /냐/, /녀/, /려/, /겨/, /며/, /벼/, /혀/, /꾜/ 중에서 위에서 제외 요인으

로 기술한 것처럼 자음 /ㄴ/, /ㄹ/이 포함된 이중모음 음절을 제외한 

뒤 /겨/(0.4%), /며/(1.2%), /벼/(0.2%), /혀/(0.2%), /꾜/(0.2%)로 선정

하였다. 이 중 조음복잡성 점수가 2점인 /겨/, /혀/, /꾜/의 우선 순위

는 조음복잡성 점수가 1점인 /며/가 /벼/에 비해 출현 빈도가 더 높

다는 한국어 음소 전이빈도 연구(Shin, 2008)를 참고하여 /겨/, /혀/,  

/꾜/로 선정하였다. 음절의 형태(지표 4)와 관련하여 7개 종성 중  

/ㄷ/, /ㄱ/은 불파음으로 실현되므로 청지각적으로 실현 여부를 구

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Hwang, 2015). 이중모음 뒤에 오

는 종성 중 출현빈도가 0.2% 미만인 /ㅁ, ㅂ/은 제외하였다(Shin, 

2008). 그 다음으로 어절의 길이(지표 5)와 관련하여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 목록에 각각 2음절과 3음절을 포함시켰다. 인접

자음의 출현여부(지표 6)와 인접자음의 조음위치(지표 7)와 관련

하여 어중 자음연쇄의 음운배열규칙에 따라 배제된 연쇄와 어말종

성 및 어두초성의 두 음소 빈도(Kim, 2010; Shin, 2008)를 고려하여 

0.1% 이하인 비단어는 제외하였다. 어중 자음연쇄 중 어중 종성 /ㄹ, 

ㄴ/과 어중초성 /ㅈ, ㅉ, ㅊ/의 연쇄는 두 자음 모두 [+설정성] 자질

을 가지고 있으나 /ㄹ, ㄴ/은 공명음, /ㅈ, ㅉ, ㅊ/은 장애음으로(Shin 

& Cha, 2003) 인접자음의 조음위치 분류에 이견이 있으므로 제외

하였다. 장애음과 비음이 연쇄되는 비단어도 장애음이 공명음의 

영향을 받아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으로 실현되므로 제외하였다

(Kim & Shin, 2007).

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로 선정한 1차 비단어 159개의 

실험과제로서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언어병리학 전공 석사수료생 

6명에게 159개 비단어검사지를 주고 각 비단어 발음 시 의미단어가 

연상되는지, 음성적 유사성이 있는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비단어라도 의미단어가 연상되거나 의미단어와 음운구조

가 유사할 경우 따라말하기 및 음운실현의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미단어와의 음성적 유사성 점수가 낮게 판단된 105

개(5점 중 1-2점)를 2차 예비 비단어로 선정하였다. 2차 예비 비단어 

105개 중 어두 및 어중 초성 위치에 /ㅈ, ㅉ, ㅊ/, /ㄱ, ㄲ, ㅋ/, /ㅅ, ㅆ/, 

/ㅎ/, 어중 및 어말 종성 위치에 /ㄱ, ㄴ, ㄹ, ㅁ, ㅂ, ㅇ/이 2, 3음절의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최종 

선정된 비단어는 2음절의 경우 조음복잡성 저단어 14문항, 고단어 

11문항이었고, 3음절의 경우 조음복잡성 저단어 14문항, 고단어 11

문항으로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검사도구 제작

최종적으로 선정된 비단어 50문항을 검사자가 자연스럽게 발음

하도록 연습한 후 소음이 차단된 장소에서 음성 마이크(ATR2100-

Table 2. Korean IPC scoring schema

Individual index No point One point each

Index 1. Place of consonants Bilabials, alveolars, glottals Alveopalatals, velars
Index 2. Manner of consonants Stops, nasals Fricatives, affricates, liquids
Index 3. Type of vowel Monophthong Diphthong
Index 4. Syllable structure Ends with a vowel (opened) Ends with a consonant (closed)
Index 5. Length of words 1-2 syllable(s) 3 syllables more
Index 6. Presence of consonant cluster Absent Present
Index 7. Homorganicity of consonant cluster Homorganic Heterorganic

IPC= index of phonetic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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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복잡성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4-5세 일반아동의 음운 특성  •  김아름 외

USB)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비단어 간 휴지간격은 3, 6, 9초로 달

리하여 음성파일을 제작하였다. 또한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여 예

비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문을 작성하여 동일하게 설명하였

고, 어린이용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비단어를 따라말하게 하

였다. 예비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 지시문을 수정하고, 청취 조건

을 어린이용 헤드셋에서 노트북 스피커로 변경하였으며, 비단어간 

휴지간격은 6초로 결정하였다. 본 검사의 최종 검사도구 제작 시 비

단어 50문항의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2, 3음절의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가 무선으로 10문항씩 제시되도록 편집한 음성파

일을 노트북 스피커로 들려주었다.

연구절차

녹음된 비단어 청취 자료를 듣고 따라 말하는 과제는 연구대상 

아동이 재학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조용한 교실에서 

검사자와 일대일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지시문은 총 2회 들려

주고 2개의 연습용 비단어를 듣고 연습하였다. 아동이 검사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3회까지 반복하였으며, 검사 진행이 어려운 아

동은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녹음된 비단어를 노트북 스피커를 이용하여 

55-65 dB의 크기로 들려주었으며, 아동이 따라 말한 비단어는 스

탠드를 설치하여 아동의 입과 마이크(ATR2100-USB)의 거리가 일

정 정도(10 cm) 유지되도록 녹음하였다. 녹음된 비단어는 한 번만 

들려주며, 주변소음으로 인해 아동이 정확히 듣지 못한 것으로 판

단된 경우에는 검사 종료 후 해당 문항을 검사자가 입을 가리고 다

시 들려주어 따라 말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 및 처리 

Ingram과 Ingram (2001)의 단어단위 음운 분석(phonological 

whole word analysis)을 Suk (2006)과 Park (2010)이 수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단어 정확률, 단어 평균음운길이, 단어 근접률, 단어 변

이율을 산출하였으며, 단어 정확률, 단어 평균음운길이, 단어 근접

률은 3회 반복한 단어 중 처음 듣고 시도한 음성형을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 단어를 기준으로 단어단위 지표를 구하였

기 때문에 기존의 단어 평균음운길이는 구할 수 없으므로 목표 단

어의 평균음운길이 값에 아동이 따라 말한 음성형의 평균음운길

이 값의 차이를 구하여 단어 평균음운길이차를 산출하였다. 단어

단위 지표의 유형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어 정확률(PWC)=아동이 정반응한 단어 수 / 전체 검사 단어 수

단어 평균음운길이차(DPMLU)=  목표 단어의 PMLU - 아동이 

산출한 단어의 PMLU

단어 근접률(PWP)=아동이 산출한 PMLU/목표발음 PMLU

단어 변이율(PWV)=  아동이 산출한 단어 형태 수/해당 단어 반

복 횟수

아동이 따라 말할 때 보인 조음오류는 그 유형별로 오류빈도를 

산출하였다. 조음오류 유형은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의 대치, 

생략, 첨가 정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오류유형 분석 시 Hwang

과 Ha (2010)의 조음오류 유형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정확한 발음

과 정확한 발음은 아니나 목표음에 가깝게 산출된 경미한 왜곡은 

정반응으로 처리하였고, 대치, 생략, 첨가는 오반응으로 처리하여 

오류빈도를 산출하였다.

자료분석

통계처리는 PASW 18.0을 이용하였다. 조음복잡성(저/고)에 따

라 4개의 단어단위 분석 지표에서 세 연령 집단 내와 집단 간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연령 집단 내에서 조음복잡성 저단어

와 고단어에서의 단어단위 분석 지표별 차이의 유의성과 조음복잡

성 저/고단어에서 세 연령 집단 간의 단어단위 분석 지표별 차이의 

유의성은 Scheffé 사후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각 연령 집단의 조

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평가자 간 전사 신뢰도 분석을 위해 총 45명 아동의 음성파일 중 

각 연령 집단 별로 3명씩 총 9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1평가자인 제

1저자와 임상경력 7년 이상의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제2

평가자 1명이 한글전사(간략전사)하여 산출한 신뢰도는 92.8%였

다. 이 중 4세 전반, 4세 후반, 5세 전반 자료에 대한 전사 신뢰도는 

각각 91.5%, 93.3%, 93.5%였다. 

연구결과

조음복잡성(저/고)에 따른 단어단위 분석 지표 유형별 결과

조음복잡성(저/고)에 따른 단어단위 분석 지표(단어 정확률, 단

어 평균음운길이차, 단어 근접률, 단어 변이율 각각)의 기술통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단어단위 분석 지표 유형 중 단어 정확률은 4세 전반이 조음복

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80 (SD= .05), 고단어에서 평균 .48 (SD= .09)

이었고, 4세 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90 (SD= .0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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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서 평균 .65 (SD= .06), 5세 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91 (SD= .03), 고단어에서 평균 .72 (SD= .04)를 보였다. 조음

복잡성(저/고) 및 연령에 따라 단어 정확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

을 실시한 결과, 조음복잡성의 주효과(F(1, 42) =363.388, p< .001)와 

연령의 주효과(F(2, 42) =79.083, p< .001)가 유의하였고, 조음복잡성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whole-word measure index for phonetic complexity (low/high)

Age group
PWC DPMLU PWP PWV

low PC high PC low PC high PC low PC high PC low PC high PC

4;0-4;5 (N= 15) .80 (.05) .48 (.09) 6.07 (1.98) 18.80 (6.17) .97 (.00) .92 (.02) .37 (.02) .47 (.06)
4;6-4;11 (N= 15) .90 (.04) .65 (.06) 2.73 (1.28) 10.00 (3.31) .98 (.00) .95 (.01) .35 (.02) .41 (.03)
5;0-5;5 (N= 15) .91 (.03) .72 (.04) 2.13 (1.18) 8.13 (1.80) .98 (.00) .96 (.00) .35 (.02) .40 (.02)
Total score (N= 45) .87 (.06) .61 (.12) 3.64 (2.29) 12.31 (6.23) .98 (.00) .94 (.02) .36 (.02) .43 (.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WC= proportion of whole word correctness; DPMLU= difference in proportion mean length of utterance; PWP= proportion of whole word proximity; PWV= proportion of 
whole word variability; PC= phonetic complexity.

Figure 1. Interaction of age and phonetic complexity (low/high): (A) proportion of whole word correctness (PWC), (B) difference in proportion mean length of utter-
ance (DPMLU), (C) proportion of whole word proximity (PWP), and (D) proportion of whole word variability (P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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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2, 42) =8.439, p< .05)도 유의하였다(Fig-

ure 1A).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 대조에서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세 연령 집단 모두 조음복잡

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유의한 단어 정확률 차이를 보였다(p< .001). 

또한,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는 4세 전반과 4세 후반(p< .001), 4세 

전반과 5세 전반(p< .001), 고단어에서는 4세 전반과 4세 후반(p<  

.001), 4세 전반과 5세 전반(p< .001), 4세 후반과 5세 전반의 대조

(p< .05)에서 단어 정확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단어 평균음운길이차는 4세 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

균 6.07 (SD=1.98), 고단어에서 평균 18.80 (SD= 6.17)이었고, 4세 

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2.73 (SD=1.28), 고단어에서 

평균 10.00 (SD=3.31), 5세 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2.13 (SD=1.18), 고단어에서 평균 8.13 (SD=1.80)을 보였다. 조음

복잡성의 주효과(F(1, 42) =150.085, p< .001)와 연령의 주효과(F(2, 42) =  

53.621, p< .001)가 유의하였고, 조음복잡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

과(F(2, 42) =8.528, p< .05)도 유의하였다(Figure 1B). 세 연령 집단 모

두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보인 단어평균음운길이차가 

유의하였다(p< .001). 또한,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는 4

세 전반과 4세 후반, 4세 전반과 5세 전반의 대조에서 단어 평균음

운길이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 .001).

단어 근접률은 4세 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97 (SD=  

.00), 고단어에서 평균 .92 (SD= .02)이었고, 4세 후반이 조음복잡

성 저단어에서 평균 .98 (SD= .00), 고단어에서 평균 .95 (SD= .01), 

5세 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98 (SD= .00), 고단어에

서 평균 .96 (SD= .00)을 보였다. 조음복잡성의 주효과(F(1, 42) =135.654, 

p< .001)와 연령의 주효과(F(2, 42) =53.771, p< .001)가 유의하였고, 

조음복잡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2, 42) = 9.275, p< .001)도 유

의하였다(Figure 1C). 단어 근접률에서도 세 연령 집단 모두 조음

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1). 조음

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는 4세 전반과 4세 후반, 4세 전반과 5

세 전반의 대조에서 단어 근접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 .001).

단어 변이율은 4세 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37 (SD=  

.02), 고단어에서 평균 .47 (SD= .06)이었고, 4세 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35 (SD= .02), 고단어에서 평균 .41 (SD= .03), 5세 

전반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35 (SD= .02), 고단어에서 평

균 .40 (SD= .02)을 보였다. 조음복잡성의 주효과(F(1, 42) =105.189, 

p< .001)와 연령의 주효과(F(2, 42) =10.097, p< .001)가 유의하였고, 

조음복잡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2, 42) =5.482, p< .01)도 유의

하였다(Figure 1D). 세 연령 집단 모두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

어에서 유의한 단어 변이율 차이를 보였다(p< .001). 또한, 조음복

잡성 고단어에서는 4세 전반과 4세 후반, 4세 전반과 5세 전반의 대

조에서 단어 변이율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p< .01),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는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음복잡성(저/고)에 따른 조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

조음복잡성(저/고)에 따른 조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의 기술통

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4세 전반은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

균 1.59회(SD= .84), 고단어에서 평균 3.17회(SD=2.15), 4세 후반

은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1.14회(SD= .59), 고단어에서 평균 

2.17회(SD=1.84), 5세 전반은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90회

(SD= .70), 고단어에서 평균 1.83회(SD=1.31)의 조음오류를 보여 

조음복잡성 저단어보다 고단어에서 조음오류를 더 많이 보이는 경

향이 있었다. 연령 집단 간 조음오류 출현빈도에서 나타난 경향을 

살펴보면 4세 전반이 가장 빈번하게 조음오류를 보였으며, 4세 후

반과 5세 전반은 조음복잡성 고단어에서는 조음오류가 빈번하였

으나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는 조음오류가 감소하였다. 조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에서 나타난 경향을 살펴보면 대치, 생략, 첨가 중 

대치가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1.84회(SD= .58), 고단어에서 

평균 4.38회(SD=1.08)로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생략은 조

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67회(SD= .64), 고단어에서 평균 1.71

회(SD= .91), 첨가는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평균 1.12회(SD= .33), 

고단어에서 평균 1.08회(SD= .14)로 나타났으며, 첨가가 가장 낮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Table 4. Frequency of articulation error type for phonetic complexity (low/high)

Age group
low PC high PC

Substitution Omission Addition Total Substitution Omission Addition Total

4;0-4;5 (N= 15) 2.52 (1.61) 1.40 (.69) .87 (.35) 1.59 (.84) 5.51 (3.65) 2.77 (1.92) 1.25 (.50) 3.17 (2.15)
4;6-4;11 (N= 15) 1.47 (.69) .46 (.51) 1.50 (.70) 1.14 (.59) 4.30 (2.94) 1.22 (.73) 1.00 (.00) 2.17 (1.84)
5;0-5;5 (N= 15) 1.55 (.61) .16 (.38) 1.00 (.00) .90 (.70) 3.35 (2.36) 1.16 (.83) 1.00 (.00) 1.83 (1.31)
Total score (N= 45) 1.84 (.58) .67 (.64) 1.12 (.33) 1.21 (.35) 4.38 (1.08) 1.71 (.91) 1.08 (.14) 2.39 (.6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C= phonetic complexity.



https://doi.org/10.12963/csd.17419452    http://www.e-csd.org

A Rum Kim, et al.  •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in Nonword Repetition

논의 및 결론

단어의 복잡한 음운구조는 단어 내 개별 음소의 산출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단어 전체의 조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말소리 발달의 안정기에 해당하는 만 4세 전반, 4세 후

반, 5세 전반의 일반아동 15명씩, 총 45명을 대상으로 조음복잡성

을 달리 고려하여 제작한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단어단위 

음운 특성(단어 정확률, 단어 평균음운길이차, 단어 근접률, 단어 

변이율)과 조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를 살펴봄으로써 조음복잡성

이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나타난 조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조음복잡성(저/고)에 따른 단어단위 음운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단어단위 분석 지표로 적용한 단어 정확률, 단어 평균음운길

이차, 단어 근접률, 단어 변이율 모두에서 조음복잡성 및 연령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조음복잡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

하였다. 세 연령 집단은 모두 조음복잡성 저단어보다 고단어에서 

더 낮은 단어 정확률과 단어 근접률을 보였고, 더 높은 단어 평균

음운길이차와 단어 변이율을 보였다. 또한,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모두 4세 전반에서 5세 전반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단어 정확률과 단어 근접률, 더 낮아지는 단어 평균음운길이차와 

단어 변이율을 보였다.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의 4개의 모든 

단어단위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집단 대조는 4세 전반

과 4세 후반, 4세 전반과 5세 전반이었으며, 4세 후반과 5세 전반은 

조음복잡성 고단어의 단어 정확률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조음복잡성 저단어의 단어 변이율은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음복잡성이 아동의 단어

단위 음운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단어단위 분석 지표는 음운발달 초기의 아동뿐만 아니라 단어

의 의미적 복잡성과 조음복잡성을 고려한다면 4-5세 아동의 음운 

평가에도 유용할 수 있다. 단어단위 분석 지표별 결과를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모든 연령 집단 대조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단어 정확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어 정확

률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Park & Suk, 2012; Suk, 

2006), 단어 정확률이 음운 평가 시 효과적인 지표일 수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Park, 2015). 단어 평균음운길이차가 조

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4세 전반과 4세 후반, 4세 전반과 5

세 전반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연령이 높아짐

에 따라 목표 단어의 평균음운길이와 아동이 따라 말한 음성형의 

평균음운길이 점수의 차이가 감소한 결과이다. 이는 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 단어 평균음운길이가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Park & 

Suk, 2012; Suk, 2006)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단어 평균음운길

이차와 동일하게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4세 전반과 4세 

후반, 4세 전반과 5세 전반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단어 근

접률은 2-4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단어단위 분석을 실시하여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어 근접률이 증가함을 보고한 Park과 Suk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3-5세 아동을 1년 단위로 구

분하여 놀이상황에서 수집한 아동의 발화샘플을 통해 단어단위 

분석을 실시한 Suk (2006)과 5-7세 일반아동을 1년 단위로 구분하

여 단어단위 분석을 실시한 Park과 Son (2012)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4

세 후반과 5세 전반 사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의 차이는 연구 과제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아동이 4세 

후반 이후 목표단어 즉 성인의 발음에 근접하게 단어를 산출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음복잡성 고단어에서는 4세 전반과 

4세 후반, 4세 전반과 5세 전반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저단어

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단어 변이율은 높은 조음복

잡성 점수가 단어 변이율에 영향을 미쳤거나 조음복잡성이 낮은 

단어의 경우 4세에 이미 안정적인 조음 수행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조음 수행으로 인해 단어 변이율이 감소하고, 4세 전반과 4세 후반 

간 단어 변이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 결과(Park 

& Suk, 2012; Hwang & Ha, 2012)와는 부분적으로 불일치한다. 이

는 의미단어를 활용하여 단어단위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전반적인 조음복잡성지표를 고려한 비단어 

따라말하기를 활용하여 비단어의 조음복잡성 정도에 따라 단어단

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Hwang과 Ha (2012)

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그림을 보면서 의미단어 수준과 문장 수준

에서 목표단어를 각 4회씩 자발적으로 산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단어를 들려주고 아동이 세 번씩 연속하여 

산출하게 유도하였다. 아동이 비단어를 연속적으로 따라 말하는 

방법은 조음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조음복잡성(저/고)에 따른 조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는 조

음복잡성 저단어보다 고단어에서 높았고, 만 4세 전반이 가장 빈번

한 조음오류를 보였고, 4세 후반, 5세 전반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4세 후반과 5세 전반은 4세 전반에 비해 조음복잡성 

저단어에서 조음오류가 감소하였으나 고단어에서는 지속적으로 

빈번한 조음오류를 보였다. 조음오류 유형은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모두 대치가 가장 높았으며, 생략, 첨가 순으로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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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음복잡성이 높은 단어에서 조

음오류 출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Shin & Ha, 2015),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운변동이 사라진다고 보고한 Kim (1992), 

Hwang와 Ha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추가적으로 조음복

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서 나타난 조음오류를 조음복잡성지표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음이 연쇄되어있는 단어(지표 6)에서 

조음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동일조음위치의 자음연쇄(지표 

7), 어절의 길이(지표 5), 자음의 조음방법(지표 2) 순으로 조음오류 

출현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개별 음소의 특성보다는 단

어 전체의 음운구조가 갖는 조음복잡성이 조음오류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음 평가나 치료 시 조음복잡성을 고려한 

단어 선정과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미적 복잡성은 통제하고 조음복잡성(저/고)에 따라 

의미단어와 유사하게 고안한 비단어를 이용하여서도 말소리 발달

의 안정기에 해당하는 4-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단어단위 분석지

표가 비단어 전체뿐만 아니라 단어 내 개별 음소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을 입증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언어적 배

경지식을 통제한 채 조음복잡성이 조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전반적인 조음복잡성지표를 활용하여 의미상으로는 비단

어이나 우리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운 형태를 고려하여 우리말

처럼 들리는 유사단어를 제작하였으나 한국어에 가장 많은 2-3음

절로 어절의 길이를 제한하였다. 조음복잡성지표 체계 및 배점 기

준의 지표 5인 어절의 길이의 배점 기준을 살펴보면, 1점은 1-2음절, 

2점은 3음절 이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길이의 단어 또는 비단어를 고

안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말소리의 출현 빈도와 음운 · 음성적 특

성을 고려하여 3음절의 조음복잡성 고단어 제작 시 12-15점의 비

단어를 제작하여 다른 비단어 목록의 수와 균형을 맞추고자 형태

적으로 유사한 비단어를 최종 선정하여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를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3음절의 조음복잡성 고단어 제작 

시 비단어 간의 유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운 및 음성적 특성에 따라 말소리 처리과정이 다를 수 있으

며,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는 음향신호 지각, 언어처리, 말산출 능

력의 협응 등이 요구되나 이를 사전에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여 

본 연구 결과를 조음복잡성으로 인한 결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

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음복잡성의 영

향을 밝히기 위하여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동일한 조음복잡성을 가지는 비단어와 의

미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음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자 선정 시 말 

지각능력, 음운 단기기억력 등의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조음

발달에서 완전숙달연령에 해당되는 만 5세 후반에서 6세 전반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말소리 발달의 전 과정에서의 발달

적 추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최초 연구 계획에서는 말소리가 역

동적으로 발달하는 만 3-5세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세 아동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처

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예비연구에서 만 3세 전반, 3

세 후반 아동도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

여 최종 데이터에서 제외하였고, 말소리 습득이 안정화되는 만 4세 

전반, 4세 후반, 5세 전반 아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선정 시 말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사전에 최대한 통제하여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조음복잡성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음운 특성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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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list of nonwords

2음절 비단어

순번
조음복잡성 점수 1-2점(저) 조음복잡성 점수 7-9점(고)

점수 비단어 IPC 점수 비단어 IPC

  1 1 구노 1 9 격쫄 1,2,3,4,6,7

  2 1 너씨 2 9 척짤 1,2,4,6,7

  3 1 며나 3 8 젱(쟁)벽 1,2,3,4,6,7

  4 1 머납 4 8 셍(생)찰 1,2,4,6,7

  5 1 넘베(배) 6 7 격썸 1,2,3,4,6,7

  6 2 케(캐)싸 1,2 7 혈씅 1,2,3,4,6

  7 2 부꾜 1,3 7 쫑걱 1,2,4,6

  8 2 가돈 1,4 7 족썬 1,2,4,6,7

  9 2 혀타 2,3 7 찰꾜 1,2,3,6,7

10 2 미놀 2,4 7 경껙(깩) 1,3,4,6

11 2 더면 3,4 7 혈썰 2,3,4,6

12 2 면떼(때) 3,6

13 2 벤(밴)땁 4,6

14 2 딤너 6,7

3음절 비단어

순번
조음복잡성 점수 1-2점(저) 조음복잡성 점수 12-15점(고)

점수 비단어 IPC 점수 비단어 IPC

  1 1 네(내)마고 1,5 15 형척짤 1,2,3,4,5,6,7

  2 1 노수메(매) 2,5 15 징착쩔 1,2,4,5,6,7

  3 1 며보데(대) 3,5 14 형철깍 1,2,3,4,5,6,7

  4 1 마너덤 4,5 14 잘꼭짤 1,2,4,5,6,7

  5 1 본또미 6,5 13 혈꼭썽 1,2,3,4,5,6,7

  6 2 기나수 1,2,5 13 설꺽쫑 1,2,4,5,6,7

  7 2 겨도바 1,3,5 13 혁쩔꾜 1,2,3,5,6,7

  8 2 미두냉 1,4,5 12 혁쑬꼼 1,2,3,4,5,6,7

  9 2 혀마노 2,3,5 12 강썸짝 1,2,4,5,6,7

10 2 수너던 2,4,5 12 장싹쩌 1,2,5,6,7

11 2 며나돔 3,4,5 12 경꽁멱 1,3,4,5,6,7

12 2 면뜨누 3,6,5

13 2 비던땁 4,6,5

14 2 담누파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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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음복잡성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나타난 4-5세 일반아동의 음운 특성

김아름1·이 란1·한진순1·이은주2

1단국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배경 및 목적: 조음복잡성이 음운 특성과 조음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음복잡성이 높은 비단어와 낮은 비단어 따라

말하기를 통해 단어단위 음운 특성과 조음오류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았다. 방법: 4세 전반, 4세 후반, 5세 전반, 총 45명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50개의 비단어 따라말하기를 실시하였다. 조음복잡성 점수(저/고)에 따른 단어단위 분석 지표(단어 정확률, 단어 평균음운

길이차, 단어 근접률, 단어 변이율)와 조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에서 나타난 연령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조음복잡성과 연령

에 따라 단어단위 분석 지표에서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조음복잡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

어에서 모든 단어단위 분석 지표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4세 전반과 4세 후반, 4세 전반과 5세 전반은 조음복잡성 저단어와 고단어에

서 유의한 단어단위 지표 차이를 보였다. 단어 정확률에서의 차이는 4세 후반과 5세 전반에서도 유의하였으나, 단어 변이율에서는 조

음복잡성 저단어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조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는 조음복잡성 저단어보다 고단어에서 높았으

며, 4세 전반에서 가장 높았고, 4세 후반, 5세 전반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음오류 유형별 출현빈도는 대치가 가장 많았으며, 

생략, 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조음복잡성 고단어에서 조음오류의 빈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임상에서 조

음 평가 및 중재 시 조음복잡성을 고려한 어휘 선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핵심어: 조음복잡성, 단어단위 음운 분석, 비단어 따라말하기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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