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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phonological awareness tasks 
according to stimuli presentation methods and syllable positions i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SS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ethods: Sixteen children with 
SSD and 16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ree-syllable words 
were presented using auditory and visual stimuli and the children were asked to identify 
the first and final syllable in each word. For the auditory stimuli, each test word was pre-
sented only with oral speech. For the visual stimuli, each test word was presented as a pic-
ture, and children were asked to choose appropriate pictures for the task. Results: The re-
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with SSD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s than typi-
cally developing children. When tasks were presented visually, both groups showed signifi-
cantly higher phonological awareness skills in the visual stimuli condition than the audi-
tory stimuli condition. Also,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honological aware-
ness skills in first syllable identification than final syllable identification.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timuli presentation methods and syllable positions. Con-
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hildren with SSD may have limitations in phonological 
awareness skills, which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methods of stimulus presenta-
tion and syllable position of the tasks. The comparison of performances between visual 
and auditory stimulus tasks will help identify where children may show weaknesses and 
vulnerabilities in the speech production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at evaluation and 
intervention on phonological awareness skills are needed for children with SSD.

Keywords: Speech sound disorder, Phonological awareness, Auditory stimuli, Visual pic-
ture stimuli, Syllable position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합성되고, 음절이나 음소 등의 더 작은 단위

로 나누어지거나 합쳐질 수 있음을 아는 것, 즉, 언어의 음운 구조

에 대해 알고,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음운인식이라고 한다

(Hakes, 1982). 음운인식은 일반적으로 만 4세 이후부터 점진적으

로 발달하고(Hong, Jeon, Pae, & Lee, 2002), 이후 읽기 및 철자 쓰기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Catts, 1989; Ko & Kim, 2010; 

Stackhouse & Wells, 1997). 또한 음운인식은 구어를 잘 인식하고, 

어휘 내 말소리 정보와 배열 규칙을 안정적으로 심상 어휘집에 저

장하며, 정확한 표상을 통해 조음 산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조음음운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Kim, Shin, & Ahn, 2005). 음운체계의 불안정함, 음운 표상의 

오류 또는 구체성 결여, 음운 처리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말소리

장애와 음운인식상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일부는 음운지식, 음운 표상, 음운 처리 등을 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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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운인식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말소리 산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읽기와 철자 쓰기상에도 문제를 보이기 쉽다(Stack-

house & Wells, 1997).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본 국내외 선

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음

운인식 수행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Gillon, 2000; Justice & 

Schuele, 2004; Ko & Kim, 2010; Rvachew & Grawburg, 2006). 예

를 들어 국내연구에서는 만 5-6세 조음음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음운인식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음운인식 능력과 

조음산출 능력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Kim et al., 2005; 

Ko & Kim, 2010). 일반아동과 비교해 말소리장애 아동이 낮은 음

운인식 수행력을 보인다는 보편적인 결과 이외에도 언어장애를 동

반하거나 말소리장애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는 세부적으로 다양

하다. Nathan, Stackhouse, Goulandris와 Snowling (2004)의 연구

는 4-7세의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언어장애 동반 말소리장애 아동,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검사를 시행한 결과,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보다 음운인식 

능력이 낮으며, 두 집단 모두 일반아동보다 수행력이 낮았다. 또한 

Leitãto, Hogben과 Fletcher (1997)에서는 일반아동, 비일관적으로 

말소리 오류를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 일관적으로 말소리 오류를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 언어장애 아동,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

리장애 순으로 수행력이 낮았다. 말소리장애 아동들 중 오류 패턴

을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 유사한 

음운인식 능력을 보이고, 오류 패턴을 일관적으로 보이는 말소리장

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수행력이 떨어졌다. 

음운인식검사는 일반적으로 청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하고 아동

이 말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편적인 검사 방

식을 사용할 경우, 아동은 단어 정보를 정확히 듣고, 기억해야 하

며, 말소리 정보들을 모아 스스로 조작해서, 최종적으로는 과제에 

맞게 판단하여 말로 산출해야 한다. 따라서 과제를 듣고 말로 반응

하는 검사 방식을 통해 확인된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은 말지각력, 

음운 및 작업기억력, 음운지식 및 처리, 말산출 능력 등이 복합적으

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화된 한국 아동의 음운인

식 능력 자료를 현재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읽기검사(Ko-

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Kim, 

Yoon, & Jang, 2015)에서는 음운인식을 음운 처리능력의 하위검사

로서 음절과 음소 수준에서 탈락과 합성 과제를 통해 살펴보고 있

다. 이 검사 중 한 예로, “/ㄴ/에 /ㅏ/에 /ㅍ/에 /ㅏ/에 /ㄹ/소리를 더하

면 무슨 소리가 되죠?” 라는 문항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음소로 구

성되어 음운지식과 조작과 관련된 능력 외에도 아동에게 상당한 

음운 및 작업, 단기기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말지각, 기억력, 말산

출 면에서 제한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는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보

이고 낮은 음운인식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말소리장애 아

동의 경우에는 조음 오류로 인해 실질적인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보

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타당하고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Bernthal, Bankson과 Flipsen 

(2009)은 많은 검사들이 말산출 문제를 가진 아동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각운 산출 과제에서 아

동에게 “cat (고양이)과 각운이 맞는 낱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말

소리장애 아동이 “tat (조랑말)”이라고 말했다면, 이 아동이 전방화 

오류를 보여 “cat”을 “tat”이라고 잘못 말한 것인지 혹은 말소리 조

작을 통해 “tat”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여 말한 것인지 알 수 없다

(Bernthal et al., 2009). 즉, 말소리 오류로 인해 반응의 정확성 여부

를 판단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며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타당하

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각, 기억, 산출, 조

음 오류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함께 보완적으로 사

용하여 음운인식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각이나 기억, 산출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운인식 능력을 살

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각적 그림자극을 사용해볼 수 있다. 그림

자극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그림에 해당하는 낱말을 인출해 아동 

스스로 말소리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지각이나 청각적 기억력

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이 말로 반응하는 대신 정답에 해당

하는 그림을 지적하여 반응하게 함으로써 말산출상의 문제로 수행

력이 낮아지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있다. 시각적 그림자극을 이용한 

음운인식 검사는 아동이 음운지식과 조작능력에만 결함을 보이는

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가 있다. 청각적 자극제시 및 말로 

반응하는 과제의 수행력과 비교해서 말소리장애 아동이 말처리 과

정 중 어느 부분에서 결함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고 그림을 선택하는 형식의 음운

인식검사에서는 양호한 수행력을 보이나 청각적 자극제시 및 말로 

반응하는 음운인식검사에서는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면 말지각, 기

억, 또는 산출상의 문제를 의심해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어권 일부 연

구자와 임상가는 음운인식검사를 청각적 또는 시각적 자극으로 과

제를 제시하여 말로 반응하는 방식과 함께 아동이 정답에 해당하

는 그림을 가리켜서 반응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평가함으로

써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좀 더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Antho-

ny et al., 2011; Stackhouse & Wells, 1997). 그러한 예로 Anthony 등

(2011)의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말산출상의 제한점으

로 인해 음운인식검사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실제 수행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과제를 듣고 말로 반응하는 표현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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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과제와 함께 해당 그림을 가리켜서 반응하는 수용 음운인식 

과제도 실시하였다. 두 가지 검사방법을 통해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보다 정확하고 타당하게 평가하고 수행력을 연구

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적 및 시각적으로 음운인식 과제를 제시

하고 아동이 각각 음성언어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선택하여 반응하

는 방법에 따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3음절 검사어를 사용하여 첫 음

절과 끝 음절에 따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수행력이 달

라지는지 비교하고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영어는 낱자와 소리의 대

응관계가 투명성이 낮은 언어이기 때문에 음소 수준의 과제가 읽기

능력에 대한 예측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Kim, 2007; Wim-

mer, Landerl, Linortner & Hummer, 1991). 반면 한국어는 낱자-소

리 대응관계가 투명하고, 자모를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음절단위

(syllable unit)로 모아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음소 수준뿐만 아니라 

음절 수준에서의 음운인식 능력도 읽기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

인으로 보고된다(Cho & McBride-Chang, 2005). 또한 Kim (2012)

의 연구에서 만 4-6세 아동에게 3음절 검사어로 음절 위치(처음, 

가운데, 끝)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정반응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운데 음절인식의 정반응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절 위치에 따라 아동의 음운인식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음운인식 과제를 음절 수준으로 실시하

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음절 검사어에서 

첫 음절과 끝 음절을 확인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청각적, 시각적 자

극제시 및 반응방법과 음절 위치에 따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대상자 

본 연구는 만 4, 5, 6세 서울, 경기와 강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말

소리장애 아동 16명(만 4세 5명, 5세 6명, 6세 5명)과 일반아동 16명

(만 4세 8명, 5세 5명, 6세 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포함된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아동은 수용 및 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결과 

-1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고, 아동용 발음검사(Assessment of Pho-

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Kim, Pae, & Park, 

2007)의 백분위 점수가 -1 표준편차(16%ile) 이상에 해당하였다. 또

한, 주양육자에 의해 인지 및 발달상 문제, 기관 구조 및 시·청각 등 

감각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이었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수용 및 표현어휘력검사(REVT) 결과, -1 표

준편차 이상에 해당하고, 아동용 발음검사(APAC)의 백분위 점수

가 -1 표준편차(16%ile) 이하에 해당하였다. 또한, 주양육자에 의해 

인지, 기관 구조, 시·청각 등 감각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말소리장애 집단은 APAC 결과 자

음정확도는 90% 이상인 아동이 8명, 90% 이하인 아동이 8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10명은 백분위수가 1%ile 미만이었으며 6명은 

10%ile 미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기본정보와 공식검사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생활연령과 수용 및 표현어휘력의 원점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두 집단의 생활연령과 수용 및 표현어휘

력의 원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검사 구성 및 검사어·그림 선정

본 연구는 3음절 어휘의 첫 음절 및 끝 음절 확인 과제를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그림자극으로 제시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첫 음절 

확인 10문항과 끝 음절 확인 10문항을 청각적, 시각적 자극으로 제

시하였다. 따라서 음운인식검사를 자극제시 방법에 따라 각각 20

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검사어는 모두 3음절 의미 단어이고, 아동에게 친숙하며, 그림으

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언어·읽기발달 촉진을 위

한 우리말카드(Kim, Kim, Jin, & Pae, 2013)를 참고하였다. 각 문항

은 검사어휘, 정답어휘, 그리고 방해어휘로 총 세 개의 검사어로 구

성하였다.

방해어휘는 ‘음운방해’와 ‘의미방해’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연습

문항을 포함하여 각 유형별로 6문항씩 구성하였다. ‘음운방해’의 

경우는 첫 음절 확인 과제에는 검사어휘와 끝 음절이 같은 단어를 

Table 1. Subjects’ information

SSD (N= 16) TD (N= 16) p-value

Age (mo) 60.50 (9.23) 65.31 (9.49) .768
REVT
   Receptive score 52.25 (12.80) 62.19 (13.90) .811
   Expressive score 58.38 (9.18) 69.44 (14.86) .388
APAC PCC (%) 82.50 (15.90) 99.11 (1.71) < .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SD= speech sound disorder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APAC=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Kim, Pae, & Park, 2007);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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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어휘로 넣고, 끝 음절 확인 과제에 검사어휘와 첫 음절이 같은 

단어를 방해어휘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고양이/와 첫소리가 같

은 단어를 찾는 과제에서 정답어휘 /고구마/와 함께 검사어휘와 끝

소리가 같은 /색종이/를 방해어휘로 사용하였다. ‘의미방해’의 경우 

검사어휘와 의미적으로 같은 범주에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정답어

휘와 함께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오렌지/와 끝 음절이 같은 단어

를 찾는 문항에서 정답어휘 /강아지/와 함께 /오렌지/와 같은 과일 

범주에 속하는 /토마토/를 방해어휘로 제시하여 아동에게 선택하

게 하였다. 

검사어 및 그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도 설문지를 제작

하여 언어병리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6명, 석사과정 연구원 7명, 총 

13명의 언어병리 전공자들에게 검사문항과 그림이 연구목적에 적

합한지 문의하였다. 설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발음될 수 있는 ‘신발장(심발장/신발장)’과 ‘신문지(심

문지/신문지)’는 한 문항에 넣었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 문항과 검사어 및 그림은 제외하거나 수정한 후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 예비실험은 만 4, 5, 6세 아동 각 한 명씩 총 세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40개의 문항 중 다섯 개의 문항에서 세 

명의 아동 모두 오반응을 보였다. 1차 예비실험의 결과가 검사도구

의 문제점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만 7세 아동 세 명에게 2차 예비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세 아동 모두 모든 문항에서 정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1차 예비실험 결과는 아동들의 개별 수행력 차이로 나타난 

결과이며,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답 문항은 우연히 겹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험자료 및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종 선정된 단어는 Appendixes 

1, 2에 음운인식 검사지로 첨부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아동의 가정 또는 언어치료실 등의 조용하며 독립적

인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음운인식검사를 실시하기 전 대상자 선별

을 위해 언어검사(REVT)와 조음검사(APAC)를 실시하였다. 조음

검사는 APAC 단어 수준에서의 검사만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별을 

위한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음운인

식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시간과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한 

아동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검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시어에 포함된 어휘를 아동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을 보여주고 그에 해당하는 어휘를 말하

도록 요구하였다. 그림에 해당하는 어휘를 모를 경우 어휘를 알려

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음절 위치에 대한 개념과 검사 방법을 충

분히 설명한 후에 두 개의 연습문항을 실시하였다. 개념설명 시 검

사자는 손가락을 이용해 아동에게 음절 수와 음절위치에 대한 시

각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원숭이는 소리가 세 개에요. 원숭이의 첫 

번째 소리는 ‘원’이에요. 그러면 원피스의 첫 번째 소리는 무엇일까

요? 똑같이 ‘원’이지요. 이렇게 첫 번째 소리가 똑같은 것을 찾아주

세요.” 등의 방법으로 음절수 및 음절 위치에 대한 개념설명 후 연

습문항을 진행하며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연습문항 진행 시 오반응을 보인 아동에게는 과제 설명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또 오반응을 보인 아동은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였거

나, 아직 음운인식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적 

설명이나 연습 없이 모든 아동에게 검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였다. 

청각적 말소리 자극으로 검사어를 제시할 때 연구자는 “/다람

쥐/랑 첫소리가 같은 것 찾아보세요. /다리미/에요 /캥거루/에요?”
의 형태로 지시문과 보기 어휘를 말소리로만 들려주었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천천히 정확하게 들려주었으며, 아동이 요구할 경우에만 

최대 2회까지 지시문과 어휘를 다시 들려주었다. 

시각적 그림자극으로 과제를 제시할 경우 아동이 그림에 해당하

는 어휘에 노출된 적이 없거나, 아직 어휘를 습득하지 못하여 과제

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수행 전 각 그림에 해당하는 

어휘를 연구자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아동에게 그

림에 해당하는 어휘를 물어본 후 모르겠다고 반응하는 경우 해당 

어휘를 들려주었으며, 아동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림카드를 넣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 

놓은 상자를 두 개 준비하고, 각 상자 앞에 보기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 두 개를 놓아둔 후 지시문을 들려주었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그림카드를 제시하며 “이 그림이랑 (상자 앞에 놓여있는 그림들을 

가리키며) 이 그림들 중에서 첫소리 혹은 끝소리가 같은 그림 뒤에 

있는 상자에 카드를 넣어주세요.” 등의 형태로 지시사항을 들려주

었다. 지시문을 듣고 검사어휘와 첫 음절 혹은 끝 음절이 같은 어휘

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고, 해당 그림 뒤에 놓인 박스에 검사어휘 카

드를 넣도록 하였다. 

자극제시 방법의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절반의 아동에게는 

청각적 자극을 먼저 제시한 후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아동에게는 시각적 자극을 먼저 제시한 후 청각적 자극을 제시하

였다. 또한, 절반의 아동에게는 청각적 자극제시 방법으로 첫 음절 

확인 과제를 먼저 실시하고, 시각적 자극제시 방법으로는 끝 음절 

확인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나머지 아동에게는 시각적 자극제시 

및 반응방법으로 첫 음절 확인 과제를 먼저 실시하고, 청각적 자극

제시 및 반응방법으로는 끝 음절 확인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선별검사와 음운인식검사 모두 아동의 반응 및 발화를 1차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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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기록하고, 오디오 녹음과 비디오 녹화를 함께 진행하였다. 

2차로 영상과 오디오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 후 분

석하였다. 

자료 분석

아동의 음운인식 점수는 아동이 맞게 반응하면 문항당 1점, 틀

리게 반응하면 0점을 주어 정반응 점수를 구하였으며 더불어 d-

prime 값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처럼 두 가지 항목 중 아동이 선택

해서 반응하는 검사의 경우 아동이 해당 과제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고 우연히 정반응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정반

응률이나 점수는 아동이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우연히 

정반응한 것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

안된 d-prime 값은 아동의 과제 수행력을 보다 민감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측정치이다(Macmillan & Creelman, 2005). d-prime 값

을 구하는 방법은 아동의 정반응 확률(P(h))과 오반응 확률(P(fa))

을 구한 다음, 정반응 확률의 Z값에서 오반응 확률의 Z값을 감산

하여 계산하였다. 이 때 확률의 값이 0이나 1인 경우는 Z값이 무한

대가 되기 때문에, 확률 값이 0인 경우는 1/(2n)를 대입하고, 확률 

값이 1인 경우에는 1-(1/2n)를 대입하여 Z접수 값을 산출하였다

(Macmillan & Kaplan, 1985). 이때 n은 자극어의 개수를 말한다. 

본 연구의 자극어는 한 과제당 20개이므로 2n값은 40이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d-prime 값의 범위는 최소 -2에서 최대 2까지 나타

날 수 있다. 계산 결과를 통해 d-prime 값이 0 이상이면 아동이 해

당 과제를 이해하고 음운인식 능력을 토대로 나타난 수행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0 이하이면 해당 과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반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통계처리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version 22.0을 이용하였다. 두 

집단 간 자극제시 및 반응방법과 음절 위치에 따른 과제의 d-prime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집단

(말소리장애/일반)을 개체 간 변인으로, 자극 및 반응 유형(청각적 

자극/시각적 그림자극)과 음절 위치(첫 음절/끝 음절)를 개체 내 변

인으로 설정한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집단 간 자극 및 반응 유형과 음

절 위치에 따른 과제의 정반응 점수와 d-prime 값의 기술통계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의 정반응 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0

점으로 나타난다. 연구결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청

각적 자극 보다는 시각적 자극에, 끝 음절보다는 첫 음절 확인 과제

에서 높은 음운인식 수행력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시각적 자극 첫 

음절 확인 과제에서 가장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

각적 자극의 끝 음절 확인 과제로 수행력이 높았다. 특히 두 집단 모

두 청각적 자극의 끝 음절 과제에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d-prime 값의 평균이 0보다 작아, 정확하게 과제를 알고 반응하지 

않고, 무작위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소리장애 집단은 시각

적 자극에서의 첫 음절 확인 과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 가지 과제 

유형에서 모두 d-prime 값의 평균이 0보다 작았다. 집단 간 자극 및 

반응 유형과 음절 위치에 따른 d-prime 값을 도표화 하면 Figure 1

과 같다. 

수행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phonological awareness task performance and d-prime values by stimulus type and syllable position

SSD (N= 16) TD (N= 16)

Auditory Visual Auditory Visual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Correct score 4.06 (2.83) 2.62 (2.30) 5.62 (3.42) 4.81 (2.07) 8.18 (2.42) 4.62 (3.11) 9.50 (.89) 8.43 (1.59)
d-prime -.18 (.56) -.47 (.46) .12 (.68) -.03 (.41) .63 (.48) -.07 (.62) .89 (.17) .68 (.3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mean (SD).
SSD= speech sound disorder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igure 1. The d-prime values by stimulus type and syllabl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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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시행하였다. 추리통계

는 과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판단한 것인지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

는 d-prime 값으로 실시하였다. 집단 간 자극 및 반응 유형과 음절 

위치에 따른 음운인식 수행력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주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F(1,30) =33.02, p< .001). 집단 내 자극 및 반응 유형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30) =23.78, 

p< .001). 음절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났다(F(1,30) =32.24, 

p< .001). 또한 음절 위치와 자극 및 반응 유형 간의 유의미한 상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0) =5.71, p= .023). 그러나, 

자극 및 반응 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와(F(1,30) = 0.54, p= .46) 

음절 위치와 집단 간 상호작용(F(1,30) =3.78, p= .06), 집단, 자극 및 

반응 유형, 음절 위치의 삼요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30) =2.08, p= .15). 자극제시 및 반응과 음절 위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두 변인의 관계를 그래프(Figure 2)

와 함께 d-prime 값으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추가적으

로 실시하였다(Table 3). Figure 2를 살펴보면 첫 음절에서보다 끝 

음절에서 청각과 시각 제시 및 반응 유형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

타나고, 청각적 제시와 반응 유형에서 첫 음절과 끝 음절의 수행력

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ohen’s d 효과크기 값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끝 음절 확인 과제는 시각적 자극보다 청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더 수행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하였을 시 첫 음절과 끝 음절 확인 과제 간

의 수행력 차이가 더 커져서, 두 변인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와 

그래프 분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극 및 반응 유형과 음절 위치(첫 음절, 끝 음절)

에 따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음운인식 수행력을 비

교해보았다. 연구결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이 

일반아동보다 낮게 나타났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음운인식 능력을 

비교하였을 때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Bird, Bishop, & 

Freeman, 1995; Kim et al., 2005; Ko & Kim, 2010; Rvachew, Oh-

berg, Grawburg, & Heyding, 2003). 비록 음운인식 연구마다 과제

의 유형 및 아동의 연령 등에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도 말소

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

을 지지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을 평가하

고 중재할 때 음운인식 능력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러나 말소리장애 아동의 수행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16명의 말소리

장애 아동 중 3명의 아동이 일반아동의 평균 정반응 점수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모든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

해 낮은 음운인식을 보인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Leitãto 등(1997)

의 연구에서는 말-언어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서 분명히 낮

은 음운인식 능력을 보였지만 언어장애 동반 여부에 따라서, 말소

리 오류 유형 및 일관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 말소리 문제

만을 보이는 일부 아동은 일반아동과 유사한 수행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아동과 비슷한 수행력을 보인 말소리장애 3명의 

APAC에서의 자음정확도를 살펴보면 90% 이상으로 경도의 심각

도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말소리장애의 음운인식 능력은 언어장

애 동반여부, 오류 유형 및 일관성, 심각도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각

도나 오류 유형 및 패턴 등의 면에서 좀 더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들로만 구성하여 음운인식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극 및 반응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청각

적 자극으로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보다 시각적 그림자극으로 과제

Table 3. Paired t-test d-prime values by stimulus type and syllable position

M (SD) t p-value Cohen’s d

Auditory First syllable .23 (.67) 4.62 < .001 .81
Last syllable -.28 (.58)

Visual First syllable .51 (.40) 2.54 .016 .45
Last syllable .33 (.52)

First syllable Auditory .23 (.67) -2.34 .025 .41
Visual .51 (.63)

Last syllable Auditory -.28 (.58) -5.83 < .001 1.03
Visual .33 (.52)

Figure 2. Interaction effect by stimuli type and syllabl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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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을 때 음운인식 과제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을 시각적 그림으로 

제시할 경우 아동은 말초적 청각 처리, 음성변별, 음운 재인 단계 

등을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바로 음운 표상 단계에서 말소리를 조

작할 수 있다(Stackhouse & Wells, 1997). 또한 말소리를 조작한 후 

과제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래밍, 운동 계획 

및 실행 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음운 표상 단계에서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자극을 청각적으로 제시할 경우는 위의 

복잡한 단계를 모두 거쳐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아동에

게 청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할 경우 청각 처리, 음운 재인, 운동 프

로그래밍, 운동 계획 및 실행 단계 등의 취약성으로 인해 음운인식 

수행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결과 해석 시 아동이 두 

자극 및 반응 유형 모두에서 수행력이 낮게 나타났다면 아직 음운

인식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음운인식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자극으

로 제시했을 경우의 수행력은 일반적이었으나, 청각적 자극제시 및 

반응방법의 수행력이 유독 낮게 나타났다면 아동이 음운인식 능

력 외에 말지각력이나, 음운 및 작업기억력, 말산출 능력 등의 제한

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청각적으로 자극을 제시했을 때

는 검사어와 함께 제시된 선택문항에 해당하는 어휘도 기억하고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어휘 및 과제 유형에 대한 단기기억능력이 필

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단기기억능력의 제한으로 청각적 자극 및 

반응 유형의 수행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자극제

시 및 반응방법에 따른 수행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시

각적 자극 및 반응 유형의 수행력 평균이 청각적 자극 및 반응 유형

의 수행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 

모두 청각적 보다는 시각적 자극 및 반응 유형에서 더 높은 수행력

을 보였다고 보고한 Anthony 등(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Stackhouse와 Wells (1997)의 문헌에서 음운인식 평가 시 시각적 

그림자극을 사용하면 아동의 표상능력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

으며, 기억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해주는 결과

이다.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평가하고 중재할 

시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자극을 함께 사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음운인식 능력이 말산출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진단 및 평

가를 진행하고, 적절한 중재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극 및 반응 

유형에 따른 아동의 음운인식 수행력을 비교해 음운인식 능력에만 

문제를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면, 말산출 과정에서 아동이 

어떤 부분에 취약성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극 및 반응 유형에 따른 음운인식 능력을 비교

하여 말처리 과정에서 아동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적절한 심화 평가 및 중재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

에서 아동에게 음운인식 중재 시 청각적 자극과 시각적 자극을 함

께 사용한다면, 아동에게 말지각, 음운 기억, 말산출 등에 대한 부

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음절 위치에 따른 과제 수행력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첫 음

절 확인 과제의 수행력 평균이 끝 음절 확인 과제의 수행력 평균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4-5세 아동에게 제시어휘와 첫소리나 끝소리

가 같은 단어를 찾도록 하는 과제를 실시한 결과 첫소리가 같은 단

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고한 Content, Kolinsky, Morais와 

Bertelson (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Kim (2012)

의 연구에서는 만 4-6세 아동에게 음절 위치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를 실시한 결과 끝 음절과 첫 음절 조작 과제의 수행력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첫 

음절 인식과 끝 음절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가운데 음절은 제외하고 첫 음절과 끝 음절 인식을 서로 비교

하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끝 음절 조작 과

제가 첫 음절 조작 과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절 위치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평가 시 

끝 음절 확인 과제가 첫 음절 확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말소리

를 조작하고 과제에 맞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

다. 아동이 첫 음절 과제 확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3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만 기억하고 과제에 맞게 판단할 수 있지만, 끝 음절 확

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음절 단어의 모든 음절을 기억하고 

그 중 마지막 음절을 찾아 단어끼리 비교해보고 과제에 맞게 판단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끝 음절을 기억하고 제시된 자극과 비

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인지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한국어 3음절 단어의 운율 특성상 첫 음절은 상대적으로 

강한 운율로 제시되고, 끝 음절은 상대적으로 약한 운율로 제시되

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지각적으로 끝 음절은 약하게 들리기 때

문에 아동에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소리를 인식하고, 기억으로 

보유하고, 과제에 맞게 대조하기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자극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때에는 검사자의 운율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첫 음절 확인 과제와 끝 음절 

확인 과제의 수행력 차이가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해석 시 음절 위치에 따른 수행력 차이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음운인식 중재 시 상대적으로 더 쉬운 난이도인 첫 

음절 확인 자료로 먼저 중재를 시작한 후 좀 더 높은 난이도인 끝 

음절 확인 자료로 중재를 실시하여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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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중재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4-6세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실험방법과 과제에 대

한 이해를 어려워하여, 검사자가 좀 더 친근한 분위기에서 일관성 

있게 육성으로 과제를 제시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검사어를 제시할 

때 “-에요” 등의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어휘만을 제시하면 아동이 

어휘를 선택하여 반응해야 하는 지시사항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

순히 어휘를 모방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사

어 뒤에 “-에요” 등의 어미를 사용하여(예: 다리미에요, 캥거루에

요?) 제시함으로써 질문에 답해야 함을 인식시켰다. 실험 진행과정

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녹음자료가 아닌 

검사자 육성으로 진행한 점과 끝 음절 확인 과제에 방해가 될 수 있

는 어미 사용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추후 음운인식 과

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어린 연령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더 일관성 있고 타당한 실험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 말소리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말언어 발달이 함께 지연된 아동을 대상으로 집

단을 구분하여 자극제시 및 반응방법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 수행

력의 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는 말처리 과정 

중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조음음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조음음운장애의 특성과 음운인식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말소리장애 대상자

는 인터넷 카페 및 치료센터 등을 통해 의뢰된 아동들이므로 언어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말소리 정

확도 및 음운인식 관련 중재 여부가 음운인식 수행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인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중재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절 확인 과제만 

시행하였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음운인식 과제와 

언어적 수준을 추가하여 음운인식 능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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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첫 음절 확인 과제

검사어 보기 1 보기 2

연습 1 원숭이 얼룩말 원피스

연습 2 목도리 목걸이 귀걸이

  1 다람쥐 다리미 캥거루

  2 바구니 할머니 바나나

  3 주전자 냉장고 주머니

  4 도토리 도깨비 개구리

  5 신문지 동화책 신발장

  6 자동차 자전거 경찰차

  7 개구리 개나리 올챙이

  8 선풍기 청소기 선생님

  9 장미꽃 진달래 장난감

10 고양이 고구마 색종이

Appendix 2. 끝 음절 확인 과제 

검사어 보기 1 보기 2

연습 1 거미줄 거북이 고무줄

연습 2 세탁기 냉장고 전화기

  1 코끼리 개나리 캥거루

  2 유모차 우유병 소방차

  3 무지개 무궁화 지우개

  4 오렌지 강아지 토마토

  5 원숭이 색종이 원피스

  6 고구마 양배추 아줌마

  7 손가락 젓가락 손수건

  8 주사기 주차장 물고기

  9 바구니 할머니 바닷가

10 컴퓨터 핸드폰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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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각적, 시각적 자극제시 및 반응방법과 음절 위치에 따른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최유미1·하승희2

1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및 한림청각언어연구소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첫 음절과 끝 음절 확인 음운인식 과제를 통해 자극제시 방법 및 반응방법과 음절 위치에 따라 말소리장애와 

일반아동 간에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음운인식 과제 수행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저능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방법: 만 4-6세의 말소리장애 아동 16명과 일반아동 1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3음절 의미 단어의 첫 음절과 끝 음절 확인 과제

를 청각적, 시각적 자극으로 각각 제시하였다. 청각적 자극제시 및 반응은 검사자가 말로 과제를 제시하면 아동이 말로 반응하였고, 시

각적 자극제시 및 반응은 검사어를 그림으로만 제시하고, 해당 그림을 아동이 지적하였다.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수행력이 

일반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과제를 청각적 자극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시각적 자극으로 제시하였을 

때 음운인식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끝 음절 확인 과제보다 첫 음절 확인 과제의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는 말소리장애 유무와 자극제시 및 반응 유형, 음절 위치에 따라 음운인식 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극제시 방법

에 따른 음운인식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말처리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취약성을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어: 말소리장애, 음운인식, 청각적 자극, 시각적 그림자극, 음절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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