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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current study aims to compare the lexical retrieval ability between chil-
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orders (pure SS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influence of word frequency and phonetic complexity on the 
performance of a lexical retrieval task in SSD and TD group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0 pure SSD and 20 TD children from 4-6 years old. All participants performed the 
lexical retrieval task. The total score and error score were analyzed, and the error score was 
used to diagnosis whether the subjects had a semantic-lexical deficit (S-L deficit) or lexical-
phonological deficit (L-P deficit) using the WebFit program. Additionally, their performance 
was analyzed according to word frequency and phonetic complexity. Results: The pure 
SSD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total score than the TD group. In the types of error, 
the pure SSD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nonword errors than the TD group. The 
pure SSD group showed more L-P deficits than TD group in the WebFit program, but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ere not significant. Both groups showed lower ability in low 
frequency words compared to high frequency words. Also, both groups showed lower 
ability in ‘high phonetic complexity level than the ‘low’ phonetic complexity level.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he phonetic complexity ‘high’.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pure SSD group had lower lexical retrieval 
ability than the TD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articulatory and lexical levels are inter-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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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언어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주제 중 하나는 어휘

인출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많은 모델과 가설들은 Levelt 

(1991)의 구어산출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Levelt의 모델에서 구어

산출과정은 기본적으로 개념화부(conceptualization), 형성부(for-

mulation), 조음부(articulation)의 세 단계로 나뉘며, 형성부는 다

시 의미표제어(lemma)와 어휘소(lexeme)로 세분화된다. 개념화부

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 개념, 의미 등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이다. 의미표제어는 개념화부에서 형성된 의미들과 

연결된 추상적 어휘로, 어휘소는 선택된 의미표제어에 해당하는 

음운형태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념화부는 전언어 단계(pre-verbal 

stage), 의미표제어는 어휘 단계(lexical stage), 어휘소는 어휘후 단

계(sublexical stage)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음부는 머릿속에

서 형성된 어휘형태를 조음기관의 말-운동과정을 통해 말소리들로 

형성하여 구어로 산출하는 운동 단계이다(Levelt, 1991; Levelt, Ro-

elofs, & Meyer, 1999). 전언어, 어휘, 어휘후, 운동 단계와 같이 일련

의 과정들을 거쳐 구어로 산출되기 때문에, 전통적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구어산출은 순차적인 처리과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

한 순차적 처리과정에서는 각 단계 간 경계가 뚜렷하고, 직전 단계

는 바로 인접한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전 단계 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단계와는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 것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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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었다(Levelt et al., 1999). 

그러나 이러한 순차적 처리과정은 이후 연결주의 모델에서 반박

되었다. 연결주의 모델은 구어산출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일방적 영

향이 아닌,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의 쌍방향 간 상호영향에 대해 강

조하였다. 즉, 이전 단계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 이후 단계의 정보는 

이미 활성화되기 때문에, 순차적 순서상 다음 단계로 간주되었던 

단계들도 이전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Dell, 1986). 또

한 최근에는 구어산출과정의 여러 하위단계 간 상호작용을 보다 

복잡한 관계망으로 설명하는 연구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Fink, 

Oppenheim, & Goldrick, 2017; Goldrick et al., 2018; Heisler, Goff-

man, & Younger, 2010). 이들은 인접한 단계뿐 아니라 인접하지 않

은 단계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구어산출

과정의 “비인접 단계의 상호작용효과(long distance interactive ef-

fects)”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의미처리 또는 어휘선택의 방해

가 훨씬 이후에 처리되는 조음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조음의 

붕괴(breakdown), 조음산출의 변이성, 조음실행 시간의 연장 등

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어산출의 최종 단계가 조음부인 만

큼, 비인접 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어

산출과정의 이전 단계들과 조음처리과정 간 관련성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비인접 단계의 상호작용효과는 의사소통장애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언어의 특정 단계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은 

그 결함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단계, 심지어 비인접 단계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손상되었거나 강점을 보이는 단계, 또는 중재로 그 기능이 향상

된 단계들로 인해 다른 단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영역에 결함이 있는 의사소통장애

인을 대상으로 해당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장애를 동

반하지 않고 말소리산출에만 결함을 보이는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을 대상으로, 이들의 어휘인출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인접 

단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단계들의 쌍방향 간 상

호작용을 강조하면서도, 이전 단계가 최종 단계인 조음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을 뿐, 거꾸로 조음부가 이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음부의 

결함이 어휘인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

인 만큼, 본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의 어휘인출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이름대기과제 방법 대신 Dell, Schwartz, Martin, 

Saffran과 Gagnon (1997)이 제안한 어휘인출과제를 사용하였다. 

어휘인출과제는 그림이름대기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과

제와 동일하지만, 반응을 유도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어휘인출과제는 대상자로 하여금 그림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를 즉각적으로 대답하도록 독려하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단서

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그림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인출된 어휘

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입 밖으로 산출한 첫 

반응을 점수화한다. 따라서 대상자가 스스로 대답을 수정하였더라

도, 수정하기 전 반응을 분석한다. 조음결함 이외에 다른 장애는 동

반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받은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인 만큼, 표준

화 어휘검사 이외에 어휘인출과제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어휘인출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Dell 등(1997)은 의미-음운(semantic-phonological, SP) 모

델을 적용하여 어휘인출과제 수행 시 대상자가 첫 반응에서 보인 

오류들을 분석함으로써, 대상자가 어휘인출 처리과정 중 어떠한 단

계들 간 연결망이 약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어휘인출과정의 연결망을 크게 의미-어휘연결(semantic-lexical 

connection)과 어휘-음운연결(lexical-phonological connection)로 

구분하였고, 오류분석을 통해 이 두 연결 중 상대적으로 연결망이 

약한 곳을 밝혀줄 수 있다고 하였다(Budd, Hanle, & Griffiths, 2011; 

Dell et al., 1997; Foygel & Dell, 2000; Ha & Sim, 2011b). 의미-어휘

연결이 더 약한 경우 의미-어휘결함 집단(semantic-lexical lesion, 

S-L 집단)으로, 어휘-음운연결이 더 약한 경우 어휘-음운결함 집단

(lexical-phonological lesion, L-P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이

러한 분류는 그들이 개발한 Web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가능하다. WebFit 프로그램은 개발 초기에는 정상 성인의 말실수

를, 이후 실어증 환자의 어휘결함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에게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신뢰

할 수 있음을 밝혔다(Budd et al., 2011). 또한 Ha와 Sim (2011b)은 

한국어 분석에 WebFit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결과는 조음부가 구어산출과정의 

이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

아가 조음산출과정 중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이 

어휘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다면, 이는 조음부와 다른 단

계 간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 어휘를 고빈도 어휘와 저빈도 어휘로, 그리

고 조음복잡성이 높은 어휘와 낮은 어휘로 구분하여, 두 어휘목록 

간 수행력 차이를 각각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말소리장애를 초래

한 기저 요인 중 하나로 음운표상 단계의 결함을 언급한 여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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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찾아볼 수 있다(Kim & Ha, 2014). 음운표상은 Levelt (1991)의 

구어산출모델에서 어휘소와 동일한 것으로, 단어빈도효과는 어휘

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Jescheniak & 

Levelt, 1994). 따라서 음운표상에 결함이 있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저빈도 어휘의 어휘소에 접근하는 것은 더욱 부담되는 과제

일 것이다. 또한 조음복잡성은 음운 및 조음적 복잡성을 반영한 지

표이기 때문에, 음운-조음처리과정에 결함이 있는 말소리장애 아

동은 조음복잡성이 높은 어휘의 경우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단어빈도와 조음복잡성이라는 변

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간 어휘인출과제 총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두 집단 간 어휘인출과제 수행 시 나타난 오류유형의 비율

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WebFit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두 집단 간 S-L 집단과 

L-P 집단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두 집단 간 단어빈도에 따른 어휘인출 수행력에 차이가 있

는가? 

다섯째, 두 집단 간 조음복잡성에 따른 어휘인출 수행력에 차이

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4-6세 일반아동 20명과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20명, 

총 4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아동 집단의 선정 기준은 

첫째,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et al., 2009)에서 수용어

휘 능력이 -1 SD 이상 범주에 속하는 아동, 둘째, 우리말 조음 ·음운

평가(U-TAP; Kim & Shin, 2004)의 단어 수준에서 자음정확도가 

정상 범위에 속하는 아동, 셋째, 부모 및 교사로부터 감각적, 신경학

적, 신체학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이었다. 순수 말소리

장애 집단은 전문 언어재활사에 의해 다른 동반 장애가 없고 말소

리산출에만 결함을 보이는 순수 말소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이

었고, 선정 기준은 첫째, 수용 ·표현어휘력검사에서 수용어휘 능력

이 -1 SD 이상 범위에 속하는 아동, 둘째,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의 

단어 수준에서 자음정확도는 -2 SD 이하에 속하는 아동, 셋째, 부

모 및 교사로부터 감각적, 신경학적, 신체학적 결함, 인지적 및 언어

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이었다. 두 집단의 생활연령(월

령), 수용어휘 원점수, 자음정확도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두 집단 간 생활연령(월령)과 수용어휘 원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자음정확도만 순수 말소리장애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001). 

실험 어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orean ver-

sion-Boston Naming Test for children, K-BNT-C; Kim & Na, 2007)

의 단어들을 실험 어휘로 이용하였다. 연구질문 1-3에 대해서는 K-

BNT-C의 60개의 단어를 모두 이용하였다. 네 번째 연구질문인 두 

집단 간 단어빈도에 따른 어휘인출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해, Kang과  

Kim (2009)을 참고하여 K-BNT-C의 60개 단어를 빈도 100 이상은 

고빈도 단어로, 100 이하는 저빈도 단어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고

빈도 단어는 21개, 저빈도 단어는 39개로 분류되었다(Appendix 1). 

다섯 번째 연구질문인 두 집단 간 조음복잡성에 따른 어휘인출 수

행력을 비교하기 위해, Lee, Han과 Sim (2004)의 조음복잡성 지표

를 참고하여(Appendix 2) K-BNT-C의 60개 단어에 대해 조음복잡

성을 계산하였다. 조음복잡성 지표 1점에서 4점에 해당하는 단어

는 조음복잡성 ‘저’ 단어로, 6점에서 9점은 조음복잡성 ‘고’ 단어로 

분류하였다. 조음복잡성 ‘저’와 ‘고’ 단어 목록의 경계를 보다 명확

하게 하기 위해 조음복잡성 지표 5점에 해당하는 단어는 실험 어휘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조음복잡성 ‘저’ 단어는 24개, 조음복잡

성 ‘고’ 단어는 23개로, 총 47개 단어만이 다섯 번째 연구질문의 실

험 어휘로 사용되었다(Appendix 3). 

고빈도와 저빈도 단어 세트의 목록 간 조음복잡성을 살펴본 결

과, 고빈도 단어는 평균 4.57 (1.96), 저빈도 단어는 평균 5.15 (1.89)

로, 빈도에 따른 두 어휘 세트 간 조음복잡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 -1.032, p>.05). 조음복잡성 ‘고’와 조음복잡성 ‘저’ 단어 세

트의 목록 간 단어빈도를 살펴본 결과, 조음복잡성 ‘고’ 단어는 평

균 127.06 (226.18), 조음복잡성 ‘저’ 단어는 평균 977.73 (2,774.99)

로, 조음복잡성에 따른 두 어휘 세트 간 단어빈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 -1.180, p>.05).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n pure SSD and TD groups

Pure SSD (N= 20) TD (N= 20)

Chronological age (mo) 62.05 (7.92) 60.55 (7.61)
Vocabulary age (mo)
   REVT-Receptive 50.5 (18.68) 62.5 (12.85)
   U-TAP PCC (%) 76.18 (2.10) 98.36 (2.5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ure SSD = chil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orders;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REVT =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U-TAP=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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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실험 장소는 아동에게 낯설지 않는 곳(집 또는 어린이집)으로, 조

용한 공간에서 연구자와 일대일로 마주 앉아 진행하였다. K-BNT-

C의 그림들을 하나씩 제시하면서 아동에게 “이 그림의 이름을 말

해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본 과제를 실시하기 전 연습 과제를 충

분히 실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과제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그림 이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여도 검사자는 아

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체 실험은 약 20분 소요되었다. 

자료처리

실험과제로 K-BNT-C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

는 대상자들의 어휘인출 수행력은 K-BNT-C의 점수와 동일한 것

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상자들이 머릿속에서 선택한 

첫 어휘에 최대한 근접한 반응을 점수화하기 위해, Dell 등(1997)의 

지침에 따라 그림자극에 대해 아무런 단서 없이 산출한 아동의 최

초 반응을 점수화하였다. 즉, 아동 스스로 산출한 첫 반응만 점수

화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으로 처리하였

다. 채점 방법에 대해 유의하여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틀린 이름을 말한 후 즉각적으로 자가수정하여 올바른 이름을 산

출하였더라도, 아동의 첫 반응만이 점수화되기 때문에 이는 0점으

로 처리된다. 둘째, 정반응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의 말소리산출 능

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파찰음을 파열음화시키는 아동이 파찰

음이 포함된 항목에 대해 파열음으로 일관되게 오조음하여 어휘 

이름을 말한 경우, 이는 정반응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파찰음 조음

이 가능한 아동이 파찰음이 포함된 단어를 파열음으로 오조음하

여 그 이름을 말한 경우(예: ‘유모차’→[유모카]), 이는 오반응으로 

채점되고 오류유형은 ‘비단어’ 오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연구질문인 어휘인출과제의 총 점수는 이와 같은 채점 기

준을 적용한 대상자의 정반응 점수 총점을 의미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질문을 위한 오류유형 분석은 Dell 등(1997)의 기준에 근

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미오류(semantic error)는 목표

어와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선택한 경우, 형태오류(formal er-

ror)는 목표어와 음운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선택한 경우, 혼합오류

(mixed error)는 목표어와 의미 및 음운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선택

한 경우, 비관련 오류(unrelated error)는 목표 단어와 의미 및 음운

적으로 관련 없는 단어를 선택한 경우, 비단어 오류(nonword error)

는 우리말에서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 말소리 조합을 산출하는 경우

이다. 아동이 그림을 보고 첫 반응으로 “몰라요”라고 대답한 경우

에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어휘오류(lexical error)에 해당되지 않으

므로 오류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모든 오류유형은 분석하기 앞서 사

전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우리

말에 적용할 때 유의할 점 등은 Ha와 Sim (2011a)의 연구를 참고하

였다. 두 번째 연구질문을 위한 오류유형 비율은 대상자의 전체 오

류수에 대한 각 오류유형수의 비율을 구한 후, 이에 대해 100을 곱

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세 번째 연구질문을 위해서는 K-BNT-

C 60개 항목에 대한 대상자의 정반응 개수와 각 오류유형별 개수를 

WebFit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WebFit 프로

그램은 해당 웹사이트(http://langprod.cogsci.uiuc.edu/cgi-bin/

webfit.cgi)에서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어휘 세트 간 항목 수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

문에, 각 세트에 대한 정반응 점수를 백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2.0 (IBM, Armonk, NY,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질문인 두 집단 간 어휘인출 수행

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구질문인 오류유형, 단어빈도, 조음

복잡성에 따른 두 집단 간 수행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 피험자 

간-1 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의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

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구형성 가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Greenhouse-Geisser 자유도를 이용한 조정값으로 결과를 해석하

였고, 주효과 검정은 Bonferroni 사후검정을, 상호작용효과 검정은 

COMPARE syntax를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질문인 

두 집단 간 S-L 손상과 L-P 손상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 간 피셔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 간 어휘인출과제 총 점수 비교

K-BNT-C 전체 항목에 대해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의 어휘인출과제 총 점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아동은 평균 

62.25점(11.45),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은 평균 56.75점(17.35)으로 

일반아동의 정반응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았다. 독립표본 t-검정 결

과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168, p< .001).

두 집단 간 오류유형별 오류율 비교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각 오류유형의 비율에 대

한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일반아동의 경우 평균 의미 오류율 

83.47% (5.73), 형태 오류율 .55% (1.74), 혼합 오류율 4.56% (1.65), 

비관련 오류율 7.36% (3.10), 비단어 오류율 4.06% (5.16)로, 의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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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율이 가장 높았다.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의 평균 의미 오류율은 

46.35% (5.73), 형태 오류율은 5.63% (1.74), 혼합 오류율은 1.80% 

(1.65), 비관련 오류율은 11.30% (3.10), 비단어 오류율은 34.92% 

(5.16)였다.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의미 오류율이 가장 두드러졌

만, 비단어 오류율 또한 의미 오류율만큼 높아진 것이 관찰되었다.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주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으나(F(1,38) = .036, p>.05), 이는 오류유형의 백분율로 

두 집단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집단 내 오

류유형에 따른 주효과(F(1,38) =72.279, p< .001), 그리고 집단과 오류

유형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1.8,70.60) =15.925, p< .001). 오

류유형의 주효과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의미 

오류율은 다른 모든 오류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001), 비단어 

오류율은 형태 오류율과 혼합 오류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1). 

집단과 오류유형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COMPARE syntax를 입

력하여 분석한 결과, 의미 오류와 비단어 오류에서 두 집단 간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001). 그러나 두 오류유형 간 반

대 양상을 보였는데, 의미 오류율은 일반아동에서, 비단어 오류율

은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igure 1). 

두 집단 간 WebFit 프로그램 실시 결과

두 집단이 어휘인출과제 수행 중 보인 오류들을 WebFit 프로그

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아동의 경우 20명 중 17명이 S-L 

손상에, 3명이 L-P 손상에 해당하였고, 순수 말소리장애아동의 경

우 20명 중 14명이 S-L 손상에, 6명이 L-P 손상에 해당하였다. 이에 

대해 피셔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S-L 손

상과 L-P 손상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262, p>.05).

두 집단 간 단어 빈도에 따른 수행력 비교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단어빈도(고빈도, 저빈도)

에 따른 수행력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일반아동의 고

빈도 어휘 평균 점수는 79.76점(10.35), 저빈도 어휘 평균 점수는 

33.46점(11.58)이었고,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의 고빈도 어휘 평균 

점수는 63.09점(11.75), 저빈도 어휘 평균 점수는 19.81점(7.41)이었다.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1,18) =26.341, p< .001), 그리고 집단 내 단어빈도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하였으나(F(1,18) = 940.821, p< .001), 집단과 단어빈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18) =1.604, p>.05). 즉, 

단어빈도에 상관없이 순수 말소리장애 집단은 일반아동보다, 그리

고 집단에 상관없이 저빈도 단어는 고빈도 단어에서보다 어휘인출 

수행력이 떨어졌다. 

두 집단 간 조음복잡성에 따른 수행력 비교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조음복잡성(고, 저)에 따

른 수행력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4와 같다. 일반아동은 조음복

잡성 ‘고’ 어휘에서 평균 38.13점(7.44), 조음복잡성 ‘저’ 어휘에서 평

Table 2. Percentage (%) of error types in two groups

TD (N= 20) pure SSD (N= 20)

Semantic error 83.47 (5.73) 46.35 (5.73)
Formal error .55 (1.74) 5.63 (1.74)
Mixed error 4.56 (1.65) 1.80 (1.65)
Unrelated error 7.36 (3.10) 11.30 (3.10)
Nonword 4.06 (5.16) 34.92 (5.1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ure SSD= chil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
orders.

Table 3. Scores according to word frequency in two groups

TD (N= 20) pure SSD (N= 20)

Words of high frequency 79.76 (10.35) 63.09 (11.75)
Words of low frequency 33.46 (11.58) 19.81 (7.4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ure SSD= chil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
orders.

Table 4. Scores according to phonetic complexity in two groups

TD (N= 20) pure SSD (N= 20)

Phonetic complexity ‘high’ 38.13 (7.44) 32.71 (5.94)
phonetic complexity ‘low’  79.76 (10.35)  63.09 (11.7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ure SSD= chil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
orders.

TD Pure SSD

Figure 1. Percentage (%) of error types of lexical retrieval task in two group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ure SSD= chil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order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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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79.76점(10.35)을,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은 조음복잡성 ‘고’ 어휘

에서 평균 32.71점(5.94), 조음복잡성 ‘저’ 어휘에서 평균 63.09점

(11.75)을 보였다.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F(1,38) =19.513, 

p< .001), 집단 내 조음복잡성에 따른 주효과(F(1,38) =717.064, p< .001), 

그리고 집단과 조음복잡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

다(F(1,38) =17.508, p< .001). 즉, 조음복잡성 정도에 상관없이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그리고 집단에 상관없이 조음

복잡성 ‘고’ 어휘는 조음복잡성 ‘저’ 어휘에서보다 어휘인출 수행력

이 떨어졌다. 집단과 조음복잡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COMPARE syntax를 입력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조음복잡

성 ‘저’에서만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p< .001)

(Figure 2).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어휘인출 

수행력과 과제 수행 시 나타난 오류의 양상을 비교하고, 단어빈도

와 조음복잡성이 두 집단의 어휘인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어휘

인출과제의 총점이 유의하게 낮았고, 비단어 오류를 유의하게 많

이 보였다. SP 모델에 근거를 둔 WebFit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일

반 집단보다 순수 말소리장애 집단에서 L-P 집단으로 분류된 아동

이 많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단어빈도

와 조음복잡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어휘인출 수행에 영향을 주었

는데, 조음복잡성 ‘고’ 어휘의 경우 일반아동도 매우 어려워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각각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어휘인출과제의 총

점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연구결과는 말소리산출에만 어려움을 보

일 뿐 다른 결함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순수 말소리장애에 대

해 다소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말소리장애 아동에서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Kim & Shin, 2015; Macrae, Tyler, & Lewis, 2014). 

또한 연구자는 실험 시작 전 표준화 어휘검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일반아동과 어휘량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어휘인출과제의 수행력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는 보다 심층적 

평가 또는 분석을 실시할 때에야 비로소 아동들의 결함이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층적 평가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

구와 같이 기존 과제에 대해 처리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둔 분석 절차

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적 지식보다 역동적 처리능력

을 평가할 때에 비로소 기저의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단가는 평가 또는 분석 방법 등의 제한으로 인해 대상자

의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상자의 

전 의사소통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이 어휘인출과정 중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

지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연구질문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다. 어휘인

출과제 수행 시 나타난 오류는 일반아동의 경우 의미 오류가 83.47%

로,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2). 반면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의미 오류율이 46.35%로 일반아동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적었고, 대신 비단어 오류를 34.92% 보여 일반아동의 비단어 

오류율인 4.06%보다 8배 이상 높았다(Table 2). 비단어 오류는 어

휘후 단계(sublexical stage), 즉 어휘선택 후 어휘소(음운표상) 또는 

음운부호화(phonological encod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며

(Ha & Sim, 2011a), 때문에 이는 말소리장애라는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채점 시 대상자의 조음능력을 반영하여 조

음문제로 인한 오류는 모두 정반응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단어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은 대상자들의 취약한 음운

처리능력을 시사한다. 장기기억에 저장된 어휘는 의미뿐 아니라 음

운형태를 갖추고 있는 언어지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음운처리에 

결함이 있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어휘의 음운형태에 접근하고, 그

것을 인출, 기억, 부호화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 어휘인

출 오류를 보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말소리장애 아동은, 그 비율이 일반아동보다 훨씬 적긴 

했지만, 비단어 오류보다도 의미 오류를 더 많이 보였다. 세 번째 연

Figure 2. Lexical retrieval scores of phonetic complexity ‘high’ and ‘low’ 
words in two group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ure SSD= chil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order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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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질문인 WebFit 프로그램에 의한 S-L 집단과 L-P 집단의 분류에

서도 순수 말소리장애 집단에서 L-P 집단으로 분류된 아동수가 일

반 집단보다 더 많긴 했지만, 일반 집단과 마찬가지로 S-L 집단으로 

분류된 아동이 가장 많았다. 다시 말해 말소리장애 아동은 어휘-

음운 간 연결망이 약하고, 따라서 음운처리 결함과 관련된 오류를 

더 많이 보이긴 하였지만, 그보다도 의미와 어휘 간 연결에 더욱 빈

번하게 방해를 받았고 이는 의미와 관련된 오류들로 연결되었다. 

이는 일반아동, 정상 성인, 실어증 환자 등 대상자에 상관없이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기도 하다(Ahn, 2016; Dell et al., 1997; 

Ha & Sim, 2011a). Nooteboom과 Quene (2008)은 이러한 현상을 

오류의 어휘편향화(lexical bias)라고 하였다. 말은 그것을 산출하기 

직전 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산출하

고자 하는 말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형태, 즉 비단어 형태

로 잘못 형성되었을 경우 그 오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쉽게 감지되

어, 다시 내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

로 비단어 오류를 산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오류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일 경우 그 오류는 내적으로 쉽게 감지되지 않

기 때문에, 수정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입 밖으로 산출하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오류는 그 나라 언어에 존재하는 어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Nooteboom & Quene, 2008). 이러한 오류의 어휘편

향화 이론에 근거하여,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단어로 

이루어진 의미 오류가 가장 많이 보였다는 본 연구결과에 대해 타

당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에서 비단어 오류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말소리장

애 아동의 모니터링 능력의 결함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연구질문인 어휘인출에 대한 단어빈도의 영향은 선행연

구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Dell, 1990; Jeong, Choi, & Hwang, 

2014; Jeschneiak & Levelt, 1994; Navarrete, Basagni, Alario, & Cos-

ta, 2006; Storkel & Morrisette, 2002). 즉, 저빈도 어휘를 인출하는 

것은 고빈도 어휘를 인출하는 것보다 부담이 되는 일이며, 이것은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그보다 다섯 

번째 연구질문인 어휘인출에 대한 조음복잡성의 영향에서 예상하

지 못했던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되었다. 두 집단 모두 조음복잡성

이 낮은 어휘보다 높은 어휘에서 어휘인출 수행력이 유의하게 떨어

졌다. 이는 구어산출과정에서 조음부의 이전 단계로의 역방향적 

영향을 시사하며, 따라서 구어산출의 각 단계 간 쌍방향적 상호작

용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음복잡성이 높은 어휘

의 경우 일반아동도 그 수행력이 매우 떨어져 순수 말소리장애 아

동과 집단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아동의 오류 대부

분이 의미 오류였음을 상기할 때, 조음복잡성이 높을 경우 일반아

동은 어휘인출과정에서 큰 방해를 받았고 그 결과 의미적으로 유

사한 다른 어휘를 잘못 선택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이는 조음부가 의미표제어 선택 단계, 즉 비인접 단계

에 역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어산출과정의 각 단계는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

고, 그 관계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적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의 

어휘인출능력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여 언어장애로 진단받

지 않았지만 그들의 언어능력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구어산출과정의 각 단계 간 상호 영향은 의사소통장애 아동

의 전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심층적 평가와 진단의 중요함을 강조

한다. 이는 오래 전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언어 하위영역 간 상호작

용효과에 대해 주장하였던 Crystal (1987)의 ‘bucket theory’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임상가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한 언어 

영역에서의 일차적인 문제의 발견이 진단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임(Crystal, 1987)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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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list of words according to the word frequency

고빈도 단어 목록 저빈도 단어 목록

단어 빈도 조음복잡성 단어 빈도 조음복잡성

  1 손 11,796 2   1 도토리 86 2

  2 용 4,087 3   2 선인장 82 8

  3 자전거 915 8   3 눈사람 81 5

  4 모자 622 2   4 등대 77 3

  5 고추 574 2   5 저울 75 3

  6 넥타이 274 5   6 바둑판 72 5

  7 풍선 263 5   7 지네 72 2

  8 태극기 247 5   8 야자수(나무) 62 5

  9 공룡 213 7   9 소화기 59 5

10 바나나 169 1 10 하모니카 58 3

11 거미줄 160 6 11 가재 40 3

12 낙타 147 3 12 나침반 40 5

13 수갑 146 3 13 올챙이 39 9

14 버섯 139 2 14 유모차 38 4

15 달팽이 134 7 15 거북선 35 7

16 신호등 124 6 16 에스컬레이터 35 6

17 선풍기 108 6 17 청진기 27 11

18 장화 108 7 18 인어공주 25 7

19 박쥐 105 6 19 고드름 24 4

20 현미경 102 9 20 불가사리 20 7

21 장구 101 5 21 첨성대 18 9

22 22 깔때기 16 4

23 23 지구본 9 5

24 24 모래시계 3 6

25 25 돌하루방 3 7

26 26 도르래 11 3

27 27 목발 73 5

28 28 토시 18 2

39 29 석류 60 5

30 30 골무 10 4

31 작살 7 8

32 방독면 40 9

33 대패 1 1

34 평행봉 6 11

35 고깔 22 4

36 풍경 24 6

37 소코뚜레 1 4

38 흙손 3 5

39 뗏목 1 5

평균 977.81 4.76 평균 35.2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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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Korean index of phonetic complexity scoring schema

개별 지표 0점 1점

1. 자음의 조음위치 양순음, 치경음, 성문음 치경경구개음, 연구개음

2. 자음의 조음방법 폐쇄음, 비음 마찰음, 파찰음, 유음

3. 모음의 종류 단모음 이중모음

4. 음절의 형태 모음으로 끝남(개방형) 자음으로 끝남(폐쇄형)

5. 어절의 길이 1-2음절 3음절 이상

6. 인접자음의 출현여부 없음 있음

7. 인접자음의 조음위치 같음 다름

Appendix 3. The list of words according to the phonetic complexity

조음복잡성 ‘저’ 단어 목록 조음복잡성 ‘고’ 단어 목록

단어 조음복잡성 빈도 단어 조음복잡성 빈도

  1 대패 1 1   1 청진기 11 27

  2 깔때기 4 16   2 자전거   8 915

  3 소코뚜레 4 1   3 달팽이   7 134

  4 고깔 4 22   4 선풍기   6 108

  5 유모차 4 38   5 선인장   8 82

  6 고드름 4 24   6 돌하루방   7 3

  7 저울 3 75   7 공룡   7 213

  8 버섯 2 139   8 신호등   6 124

  9 고추 2 574   9 박쥐   6 105

10 낙타 3 147 10 모래시계   6 3

11 용 3 4,087 11 인어공주   7 25

12 가재 3 40 12 장화   7 108

13 하모니카 3 58 13 불가사리   7 20

14 수갑 3 146 14 올챙이   9 39

15 등대 3 77 15 거북선   7 35

16 모자 2 622 16 현미경   9 102

17 손 2 11,796 17 첨성대   9 18

18 뗏목 5 1 18 거미줄   6 160

19 도토리 2 86 19 풍경   6 24

20 지네 2 72 20 방독면   9 40

21 도르래 3 11 21 평행봉 11 6

22 토시 2 18 22 작살   8 7

23 골무 4 10 23 에스컬레이터   6 35

24 바나나 1 169

평균 2.79 759.58 평균 7.52 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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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단어빈도 및 조음복잡성에 따른 어휘인출능력 비교

김나연1(학생, 제1저자)·하지완2(교수, 교신저자)

1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2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어휘인출과제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어휘인출능력을 비교하

고, 단어빈도와 조음복잡성이 대상자의 어휘인출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4-6세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20

명, 일반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휘인출 과제는 제시된 그림을 보고 즉각적으로 답하는 과제로,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

었다. 어휘인출 점수와 오류유형별 비율을 측정하여 집단 간 비교하였고, 정반응수와 오류수를 WebFit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대상자가 

S-L 결함과 L-P 결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 단어빈도와 조음복잡성에 따른 어휘인출 과제 수행력을 비

교하였다. 결과: 순수 말소리장애 집단은 일반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어휘인출 수행력을 보였고, 비단어 오류를 유의하게 많이 보였

다. 순수 말소리장애 집단은 일반 집단보다 L-P 집단에 해당하는 아동이 더 많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단어빈도가 낮고 조음복잡성이 높은 어휘목록에서 수행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조음복잡성이 높은 경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의 불안정한 어휘인출능력, 그리고 조음능력과 어휘인출능력 간 관계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핵심어: 말소리장애, 어휘인출, 단어빈도, 조음복잡성

본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C1B1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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