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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wo memory strategies, vocal rehearsal and auditory input enhancement, on phonological memory tasks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Methods: Eightee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pure SSD group), 8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and comorbid language disorders (SSD+LD group), and 19 typically developing peers (TD group)
aged 3 to 5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performed delayed nonword repetition tasks according to vocal rehearsal, auditory input enhancement, and rehearsal inhibition. The nonword repetition scores, the percentage of error types, and the variability of
vocal rehearsal were compared among the three groups. Results: In rehearsal inhib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However, the performances of the pure
SSD group and the TD group improved in the vocal rehearsal and auditory input enhancement condition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SSD+LD group. As a result of
the error analysis, the SSD+LD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no response’ errors than
the other groups, whereas the TD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phoneme substitution’
errors than the other groups. The SSD+LD group showed significantly more variability in
the vocal rehearsals than the other groups. Conclusion: Both vocal rehearsal and auditory
input enhancement are effective for phonological memory enhancement; but auditory input enhancement, a less burdensome task for children, is more effective. The pure SSD
group can expect phonological memory improvement using these two strategies matching that of the TD group; however this approach has a limited effect on the SSD+LD group,
so they need different strategies.
Keywords: Speech sound disorder, Delayed nonword repetition, Phonological working
memory, Vocal rehearsal, Auditory input enhancement

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는 지속적인 말명료도 저하

인식 또는 음운처리(phonological processing)의 결함 등이 거론되

로 인해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애이다. 이 중 아직

었다(Kim & Shin, 2015). 이 중 음운처리는 말소리 기반의 음운정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모르는 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

보를 사용하는 모든 인지활동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음운인식, 음

order with unknown origin)’는 그 발생에 대해 한 가지 특정 원인

운정보 회상(retrieval of phonological form), 음운기억(phonologi-

을 지목하기 어렵지만, 관련 있는 기저 요인(underlying factors)으

cal memory)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운처리활동

로, 말소리 지각의 문제, 구강 감각 기능의 문제, 환경적 요인, 음운

에는 기본적으로 음운기억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음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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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음운기억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혹은 이를

서 언급되었다. 이 중 시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었는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과제수행을 위해 음운기억이 요구되는 경우

데(Brookshire, 2007), 실험 상황에서 시연은 제시된 항목을 반복

가 많다. 음운기억이란 청각적으로 입력된 음운정보를 기억저장소

하여 능동적으로 되뇌이는 것(Moon, 1994), 음운정보를 오랫동안

에 유지하고 저장하는 능력으로, 음운단기기억(phonological short-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항목들을 재생하는

term memory)과 음운작업기억(phonological working memory)

활동(Lee, 2015) 등으로 정의된다. 앞에서 언급한 Baddeley (1986)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음운단기기억이 음운작업기억

의 작업기억모델에서도 그 하위 구성요소에 시연이 포함되었다는

의 하위요소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Baddeley (1986)의 작업기억모

것을 상기하면, 음운정보의 장기적 저장에 시연이 중요한 역할을

델이 그러하다. Baddeley (1986)는 음운작업기억을 말소리와 관련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Baddeley의 작업기억모델

된 자극을 저장하고 조작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이에 대해 음운

과 실험연구 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

저장소(phonological input store)와 시연(rehearsal)의 하위 구성요

우 시연은 음운정보를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내현

소를 제안하였다. 음운저장소는 청각적으로 제시된 음운정보를 몇

적 활동(subvocal rehearsal)으로(Baddeley, 2000), 후자의 경우는

초간 보유하는 공간으로 이는 음운단기기억에 해당한다. 반면 시연

대부분 의식적으로 소리 내어 되뇌이는 외현적 활동(vocal re-

은 보유한 음운정보를 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 소리 내지 않고 그

hearsal)으로 설명된다(Alt & Spaulding, 2011). Baddeley의 작업기

정보를 되뇌이는 활동으로 이는 음운작업기억과 관련 있다. 시연

억모델은 일반 성인의 정상적 기억처리기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을 통해 정보가 재활성화되지 않으면 음운단기기억에 일시적으로

무의식적인 내현적 활동을 시연으로 정의하였지만(Baddeley, 1986,

저장된 정보는 몇 초 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처음 접한 모든 음운

2000), 실험 연구의 경우 실험방법의 용이성 또는 객관성 등을 이유

정보들은 음운단기기억을 발판으로 음운작업기억을 활용하여야

로 의식적인 외현적 시연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

만 장기기억 속에 저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인 모르는 말소

으로 한 경우는 특히 더 그러하다(Alt & Spaulding, 2011; Ryu &

리장애 아동은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 모두에 어려움을 보

Ha, 2016).

이지만, 이들의 말소리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음운단기기억
보다 음운작업기억이 거론된 바 있다(Lee & Ha, 2018).

아동 대상 연구에서 외현적 시연과 내현적 시연의 효과는 생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린 아동의 경우 외현적 시연이 기억

음운기억은 숫자, 단어, 문장, 비단어 따라말하기 방법으로 측정

증진에 유의하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반면, 학령기에 가까워지

될 수 있다(Cho & Seo, 2004). 그러나 숫자, 단어, 문장 따라말하기

면 두 시연 간 차이가 없어졌다(Lee et al., 2016). 아동은 나이가 들

의 경우 대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휘지식의 영향을 배제할

며 외현적 시연이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활

수 없기 때문에, 음운기억 자체를 가장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과

동에 익숙해지게 됨에 따라, 별다른 노력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시

제로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Baddeley, Gath-

연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내현적 시연활동으로 연결된다

ercole, & Papagno, 1998).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청각적으로 제시

(Fletcher & Bray, 1996).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Baddeley의 작업

된 비단어를 듣고 바로 따라말하는 즉각 따라말하기 과제(imme-

기억모델에서 시연이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무의식적 활동으로 설

diate repetition task)와 일정 시간 경과 후 따라말하는 지연 따라

명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장

말하기 과제(delayed repetition task)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애 아동은 연령이 높은 경우에도 외현적 시연에서조차 기억 향상

음운단기기억에, 후자는 음운작업기억에 보다 가깝다. 즉각 과제

의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시연활동 자체에서 서툰 모습으로 보이고,

에 비해 지연 과제는 난이도가 높아 일반아동뿐 아니라 성인도 성

시연방법을 이해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들의 시연

공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Lee, Ha, Koo, Hwang,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Alt & Spaul-

& Pyun, 2016).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어휘를 접하게 될 때 오랜 시

ding, 2011; Ryu & Ha, 2016). 외현적 시연을 발판으로 내현적 시연

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음운정보는 그대로 정확히 기억되어야 하기

이 발달하고 이것이 이후 모든 무의식적 기억 활동의 근간을 이룬

때문에,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능력이 어휘습득, 언어발달, 음운

다는 것(Fletcher & Bray, 1996)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산출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현적 시연의 어려움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음운작업기억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즉

결함의 출발점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음운적 측면에

실험 상황에서 청각 자극을 보다 오래 보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별

어려움을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이와 관련된 어려움, 그

도의 노력으로 시연(rehearsal), 조직화, 정교화 등이 선행연구들에

로 인한 음운작업기억의 결함, 그 결과 나타나는 지속적인 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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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가 말소리장애 아동의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 김미진 외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운 및 조음능력에 결함을 보이는 말소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시연의 어려움은 필연적인 문제인 듯하다.

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에 대한

그들이 외현적 시연에서부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보편적

시연활동과 청각적 입력 강화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시연의

으로는 내현적 시연보다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음운과 조음적 측

경우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실험방법의 용이성과 객관성을 위

면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둘 다 또는 그

해 외현적 시연을 사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두 전략을 모두 사용

중 한 단계에 결함이 있는 말소리장애 아동에게는 당연히 부담되

하지 못한 경우와도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해, 추가적인 청각적 입력

는 과제일 것이다. ‘무의식적’, 심지어 ‘자동적’이라 간주되는 내현적

없이, 외현 및 내현적 시연을 모두 동반하지 못하게 한, 시연 억제조

시연은 말소리장애 아동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어려

건에서도 동일한 과제를 실시하였다.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자극어

운 활동으로, 이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이

의 음절길이에 따라 그 수행력이 민감하게 달라지는 만큼(Lee et

와 관련하여 말소리장애 병력이 있는 경우, 그것을 극복하였더라

al., 2016), 비단어의 음절수에도 차이를 두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도, 성인이 되어서도 시연을 활용하는 음운과제에서는 여전히 어려

이에 대해 말소리장애 아동을 다른 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말소리

움을 보이고,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음운루프 외에 다른 신경

산출에만 결함을 보이는 순수 말소리장애(pure speech sound dis-

학적 메커니즘을 활용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Tkach et al., 2011).

order, pure SSD)와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SSD with lan-

일반성인 또는 일반아동의 말처리과정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모델

guage disorder, SSD+LD)로 구분하여, 이들의 수행력을 또래 일반

을 의사소통장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간혹 주의를 요하

아동(typically developing peers, TD)과 비교하였다. 이는 음운영역

는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 결함을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은 언어장애를 동반할 가능성

Baddeley의 작업기억모델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듯하다.

이 높기 때문에(Kim & Shin, 2015), 언어장애 동반 여부에 따른 집

이에 본 연구자들은 음운작업기억 증진, 이와 관련된 어휘습득

단 간 차이를 음운결함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해석하기 위함이었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시연 이외에 다른 전략

다. 또한 언어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pure SSD 아동의 경우 음운기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

억이 TD 아동과 차이가 없는 연구(Bishop & Adams, 1990; Catts,

한 결과, 제2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어휘 학습 시 입력 강화

1993), 혹은 TD 아동보다 떨어진다는 연구(Lee & Ha, 2018)와 같이

(input enhancement)의 효과를 강조한 연구들(Smith, 1991; Wong,

상반된 결과들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것

2005)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입력 강화란 듣기와 읽기 모드에서 이루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장애 아동

어지는 것으로, 동일한 소리정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들려주거

은 양적 점수뿐 아니라 반응의 질적 양상에도 TD 아동과 차이를

나 또는 글자정보를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여 보여주는 것을 의

보인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Ryu & Ha, 2016), 지연 비단어 따라

미한다(Lee & Huang, 2008). 즉,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

말하기 과제에서 대상 아동들이 보인 오류반응을 유형별로 분류

록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자극을 조작하여 입력하면 어휘 학습에

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긍정적인 효과가 초래된다는 견해를 반영한 학습법이다. 따라서 본

SSD 아동은 음운단기기억에도 어려움을 보이지만 음운작업기

연구에서는 시연활동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2외국어 교육의 입력

억은 그 결함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Lee & Ha, 2018)와 관

강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련하여, 단기기억만을 요하는 자극어 제시 직후의 반응부터 작업

글자보다는 소리자극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각적으

기억을 요하는 시간 경과 후 반응 사이에 이 같은 수행 저하를 초래

로 제시하는 자극의 입력 빈도를 높인 ‘청각적 입력 강화(auditory

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input enhancement)’ 방법을 통해 그 효과를 시연활동과 비교해

SSD 아동이 시연 과정 중 시연반응을, 그것이 정확한 것이건 틀린

보고자 하였다. 외국어 어휘 학습 시 시연보다 입력을 강조한 것은,

것이건 간에,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즉,

그것이 외국어인 만큼 학습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음운조합을 기

음운정보를 들은 직후에는 비교적 양호하게 따라하였으나 반복 시

억해야 하는 부담되는 일이며, 때문에 모국어에서처럼 자극 제시와

연 동안 그 반응을 일관되지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자극어로부터

동시에 아무런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되뇌이는 시연활동이 현실

더욱 거리가 먼 최종 반응을 산출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는 최근

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외

SSD의 특징 중 하나로 ‘변이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Han & Ha,

국어 학습자가 가진 어려움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와 크게 다

2017)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가정인 듯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현

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 시연 과제 시 아동들이 보인 시연반응에 대해 변이성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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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n three groups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
연구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간(pure SSD, SSD+LD,
TD) 과제유형(외현적 시연, 청각적 입력 강화, 시연 억제) 및 음절길

이(3음절, 4음절, 5음절)에 따라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세 집단 간 과제유형에 따른 비단어 따라
말하기 오류유형별(무반응, 음절첨가, 음절생략, 음절대치, 음소첨
가, 음소생략, 음소대치, 기타) 오류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
째, 세 집단 간 외현적 시연 시 시연반응의 변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3-5세 pure SSD 아동 18명, SSD+LD 아동 8명,
TD 아동 19명의 총 45명이었다. 모든 대상자는 부모 또는 교사에

의해 인지, 정서, 시각 및 청각 영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폐나
ADHD 등 신경학적 장애 이력이 없고, 구강 구조 및 기능에 결함

Pure SSD SSD+LD group
group (N= 18)
(N= 8)
Gender
Male
Female
Chronological age (mo)
REVT (raw score)
Receptive vocabulary
Expressive vocabulary
PRES language age (mo)
Receptive
Expressive
U-TAP
PCC (%)
Speech perceptiona (raw score)

8
10
55.83 (6.2)

4
4
56.50 (8.34)

TD group
(N = 19)
11
8
57.21 (4.96)

51.11 (11.52) 32.12 (12.6) 55.36 (14.34)
58.44 (12.09) 37.87 (12.24) 59.31 (9.48)
56.11 (8.28)
54.94 (6.98)

41.5 (9.62)
41.87 (7.95)

54.26 (8.57)
57.00 (8.45)

81.23 (8.4)
18.05 (1.79)

78.19 (13.78) 96.51 (2.82)
15.87 (2.23) 19.21 (1.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ure SSD = pure speech sound disorder; SSD+LD = speech sound disorder with language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PCC =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PRES= Preschool Receptive & Expressive Language Scale (Kim, Sung, & Lee, 2003);
U-TAP =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a
Consonant discrimination test (Kwon, 2004).

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SSD 아동은 전문 언어재활사에
의해 말소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이었고, 연구자는 다음과 같

pure SSD 집단과 TD 집단 간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 수용언어

은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아동을 pure SSD와 SSD+LD 집단으로

연령 및 표현언어연령, 말지각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분류하였다. pure SSD 집단의 기준은 첫째, 수용·표현어휘력검사

(p>.05), 자음정확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p < .001). pure SSD 집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단과 SSD+LD 집단 간 자음정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Kim, Jang, & Lee, 2009)에서 수용 및 표현어휘 능력이 -1 SD 이상

(p>.05),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p < .05), 수용언어연령 및 표현

일 것, 둘째,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척도(Preschool

언어연령(p< .001), 말지각 능력(p< .05)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SSD+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Kim, Sung, & Lee,

LD 집단과 TD 간 수용어휘력(p < .01) 및 표현어휘력(p < .001), 수

2003)에서 통합 언어연령과 생활연령의 차이가 1년 이내일 것, 셋

용언어연령(p< .05) 및 표현언어연령(p< .001), 자음정확도(p< .001),

째, 우리말조음 · 음운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

말지각 능력(p < .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세 집단

nology, U-TAP; Kim & Shin, 2004)에서 단어 수준의 자음정확도

의 기본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가 -2 SD 이하에 속할 것이었다. SSD+LD 집단의 기준은 첫째,
REVT에서 수용 및 표현어휘 능력이 -2 SD 이하에 속할 것, 둘째,

연구 도구

PRES에서 통합 언어연령이 생활연령보다 1년 이상 지체될 것, 셋

비단어 자극어 선정

째, U-TAP에서 단어 수준에서 자음정확도가 -2 SD 이하에 속할 것

비단어 자극어 제작은 선행연구(Lee et al., 2016)를 참고하여 다

이었다. 그리고 TD 집단은 첫째, REVT에서 수용 및 표현어휘 능력

음과 같은 절차로 제작되었다. 첫째, 한글 사용빈도 분석(Kim &

이 -1 SD 이상이고, 둘째, PRES에서 통합 언어연령과 생활연령의

Kang, 1997)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말의 단음절을 모두 추

차이가 1년 이내에 속하고, 셋째, U-TAP에서 단어수준의 자음정확

출하였다. 둘째, 추출한 음절 중 구체적 명사로서 의미를 가지는 단

도가 -1 SD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그 이외에 비단

음절 단어와 한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비사용 음절을 제외하여

어 따라말하기가 청각 자극을 기반으로 한 과제인 만큼, 사전 검사

1,771개의 음절을 재추출하였다. 셋째, 조음능력의 미성숙으로 인

로 말지각검사(Kwon, 2004)를 실시하였다.

한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배제하기 위해 초성이 경구개파찰음, 치

세 집단 간 생활월령과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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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남는 음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유음은 허용하였다. 그 결과

제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219개의 단음절이 남았다. 넷째, 219개의 단음절들을 무선적으로

36개의 비단어를 A, B, C의 세 자극어 세트로 분류하였다. 3음

조합하여 3음절, 4음절, 5음절 자극어를 제작하였다. 이는 3음절

절, 4음절, 5음절 항목 4개씩을 중복되지 않게 분류한 후, A세트에

이상(Dollaghan & Campbell, 1998) 5음절 이하(Hwang, 2015)에

12개, B세트에 12개, C세트에 12개씩 배치하였다(Appendix 1). 이

서 대상 아동의 특성이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동일한 비단어가 하나의 과제에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

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다섯째, Dollaghan과 Campbell

한 것으로, 대상자의 1/3에게는 A세트, B세트, C세트, 또 다른 1/3

(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첫 음절이 CV음절, 마지막 음절이 CVC

에게는 B세트, C세트, A세트, 나머지 1/3에게는 C세트, A세트, B

음절로 구성된 비단어만을 남겼다. 여섯째, 음절 조합 후 어절 위치

세트가 각각 외현적 시연, 청각적 입력 강화, 시연 억제 조건의 자극

에 상관없이 초성이 탄설음인 비단어는 제외하고 설측음인 비단어

어로 제시되었다. 각 비단어 자극어는 전문 아나운서가 방음실에

(예: 니덩멜렙)만을 최종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비

서 녹음하였고, 실험 과제는 DmDx Display Software (Forster &

단어 자극어는 13개의 자음(/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Forster, 2002)를 이용하여 전산화 과제로 제작하였다. 과제는 14인

/ㅁ/, /ㄴ/, /ㄹ/, /ㅇ/, /ㅎ/)과 7개의 단모음(/ㅣ/, /ㅔ/, /ㅜ/, /ㅗ/, /ㅡ/,

치 노트북을 실행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실시한 전산

/ㅓ/, /ㅏ/)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화 과제는 비단어 자극어 제시 전 노트북 화면에 주의 집중을 위한

본 연구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는 세 과제 유형(외현적 시연,

‘+’ 표시가 500 ms 동안 제시되고, 500 ms 후 비단어가 청각적으로

청각적 입력강화, 시연 억제) 각각이 12개의 항목(3음절 4개, 4음절

제시되었다. 그러고 나서 12초 후, ‘삐’라는 신호음이 나오면 대상자

4개, 5음절 4개)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전체 비단

들이 비단어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어 자극어는 총 36개였다. 한글 사용빈도 분석 말뭉치 자료(Kim &
Kang, 1997)에서 100만 음절을 기준으로 비단어 자극어의 음절빈

외현적 시연 과제

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36개 비단어의 음절빈도 평균은 1,219.79

외현적 시연 과제는 녹음된 비단어를 듣고 즉각적으로 4회의 시

였다. 비단어의 단어유사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치료학과

연을 실시한 후, 그 비단어를 다시 말하는 과제이다. 화면에 주의 집

학부생 69명을 대상으로 비단어 36개를 각각 제시한 후 각 비단어

중을 위한 ‘+’ 표시가 500 ms 동안 나타나고 500 ms 후 비단어가 청

항목이 한국어에 존재하는 실제 단어형태와 비슷한 정도를 5점 척

각적으로 제시된다. 아동은 비단어를 듣고 화면에 나타나는 색깔

도(1점 = 매우 단어 같다, 5점 = 전혀 단어 같지 않다)의 평정법으로

칸의 제시 속도에 맞춰 해당 비단어를 소리 내어 4회 반복한다. 각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비단어의 단어유사성 평균은

색깔 칸이 제시되는 시간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는

4.03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단어는 평균적으로 음절

12초 내에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횟수의 시연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빈도는 높고 단어유사성은 낮은 항목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후 ‘삐’하는 신호음이 나오면 아동은 바로 들었던 비단어를 또박또

다. 이와 같은 비단어의 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박 말한다. 1,000 ms의 ITI 후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고, 12개의 비
단어는 무작위 순서로 제시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Baddeley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제작

(2000)의 작업기억모델에서 시연 과정은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되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경우 10초에서 30초 정도 시간이 경

뇌이는 활동이지만, 어린 아동의 경우 속으로 되뇌이기에 능숙하

과하면 성인도 그 수행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연구결과(Brook-

지 않을 뿐 아니라(Lee et al., 2016) 실험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shire, 2007)에 근거하여, 지연 시간을 10초로 제한한 후 6세와 7세

위해 소리 내어 되뇌이기 활동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제한된 지연시간 내

외현적 시연 조건의 과제 구성 예는 Figure 1과 같다.

에 소리 내어 시연을 해야 하는 외현적 시연 과제가 실험 과제에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10초 내에 몇 회의 시연이 가능한지

청각적 입력 강화 과제

파악하였다. 4음절과 5음절어의 경우 제한시간 내에 대략 3회의 시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은 외현적 시연 조건과 전반적인 과제 구

연이 가능하였고, 4회의 시연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였다. 지연시간

성은 동일하나, 아동이 스스로 시연을 하는 대신 자극어를 4회 더

을 12초로 늘려 재실험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모두 해당 시간 내에

들려주는 방식이다. 화면에 주의집중을 위한 ‘+’ 표시가 500 ms 동

4회의 시연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예비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자극

안 나타나고 500 ms 후, 비단어가 청각적으로 제시된다. 이후 동일

어 제시부터 12초 경과 후 들려준 비단어를 따라말하도록 하는 과

한 속도로 전문 아나운서가 녹음한 비단어 자극이 4회 더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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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layed nonword repetition task with vocal rehea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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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layed nonword repetition task with auditory input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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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layed nonword repetition task with rehearsal inhibition.

다음, ‘삐’ 신호음 직후 아동으로 하여금 해당 비단어를 또박또박

작위 순서로 제시되고, 1,000 ms의 ITI 후 동일 과정이 반복된다. 이

따라말하게 한다. 12개의 비단어는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고, 1,000

와 같은 시연 억제 과제 구성 예는 Figure 3과 같다.

ms의 ITI 후 동일 과정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청각적 입력 강화 과

제 구성 예는 Figure 2와 같다.

실험 절차
실험은 소음이 적은 독립적인 장소를 택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

시연 억제 과제

다. 사전 검사와 실험은 3회기에 걸쳐 실시되었고, 한 회기당 40-60

시연 억제 과제는 비단어를 들고 나서 12초의 지연시간 동안 화

분이 소요되었다. 1회기에는 아동과 라포 형성을 한 후 REVT, U-

면에 제시되는 7개의 무의미한 숫자를 소리 내어 말한 후, 12초 전

TAP, 말지각 검사를, 2회기에는 PRES 검사를, 3회기에는 지연 비

에 들었던 비단어를 기억하여 말하는 과제이다. 숫자를 말하게 하

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

는 것은 지연시간 동안 시연을 억제하고 주의력 분산을 막기 위한

제는 13인치 LG 노트북(13ZD950-GX70k)으로 실시되었고 아동

것으로, 이 조건에서는 비단어를 보유하기 위한 어떤 도움이나 활

과 화면은 50 cm 정도 거리를 유지하여 실시되었으며, 아동이 사용

동도 아동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화면에 ‘+’ 표시가 500 ms 동안 나

하는 헤드폰은 청력 보호를 위해 아동용 헤드폰(MOOMIN)을 사

타나고 500 ms 후 비단어가 청각적으로 제시된다. 이후 12초 동안

용하였다. 모든 실험 과정을 스마트폰(iPhone 6)을 사용하여 녹음

7개의 숫자가 무작위로 제시되면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한 다음, ‘삐’

및 녹화하였다.

신호음 직후 아동은 들었던 비단어를 말한다. 12개의 비단어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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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처리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수행력 측정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24.0 (IBM, Armonk, NY, USA)

Hwang (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음절에 1점,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세 집단(pure SSD vs. SSD+LD vs.

한 음소라도 오류를 보인 경우 0점을 주었다. 예를 들어 3음절 비단

TD) 간 과제 유형(외현적 시연 vs. 청각적 입력 강화 vs. 시연 억제)

어 /너눙닉/을 [너눈닙]이라고 산출한 경우 1점을, [너눈닉]이라고

및 음절길이(3음절 vs. 4음절 vs. 5음절)에 따른 비단어 수행력에 유

산출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항목별 최대 점수가 자극어의 음절

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피험자 간-2피험자 내 혼합설

길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음절길이별 평균점수를 100점 만

계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

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하였다. 둘째, 세 집단(pure SSD vs. SSD+LD vs. TD) 간 과제 유형
(외현적 시연 vs. 청각적 입력 강화 vs. 시연 억제) 및 오류유형(무반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오류율 측정

응vs. 음절첨가 vs. 음절생략 vs. 음절대치vs. 음소첨가 vs. 음소생략

과제유형, 음절길이, 오류유형별로 오류를 분류할 경우 한 셀 안

vs. 음소대치)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오류율에 유의한 차이

에 너무 적은 수의 오류가 분포되어, 3음절, 4음절, 5음절 자극어에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피험자 간-2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따른

대한 오류를 모두 합산하여 비교하였다. 대상자들이 보인 오류유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외현적 시연 과제에서 세

형은 무반응, 음절첨가, 음절생략, 음절대치, 음소첨가, 음소생략, 음

집단(pure SSD vs. SSD+LD vs. TD) 간 시연 반응의 변이성에 유의

소대치, 기타의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무반응은 아동이 아무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어요”라고 한 경우, 기타는 자극어

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분산분석 시 구형성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와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한 경우이다. 대상자마다 전체 오류수가 다

경우, Greenhouse-Geisser의 수정된 자유도를 이용하여 결과를 해

르기 때문에, 오류율 지표는 각 대상자별로 전체 오류에 대한 각 오

석하였다. 피험자 간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피험자 내 주효과

류유형별 비율을 구한 후 100을 곱한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검정은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요인 상호작용효과는
COMPARE 하위명령어를, 삼요인 상호작용효과는 LMATRIX &

외현적 시연 시 시연 반응의 변이성 측정

변이성은 Betz와 Stoel-Gammon (2005), Han과 Ha (2017)의 연

MMATRIX 하위명령어를 입력한 syntax를 실행시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구를 참고하여, 비단어의 전체 산출수 가운데 아동이 다르게 산출
한 가지수의 비율로 구한 후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예를 들어 대상자가 /너눙닉/을 산출할 때 [너눙닉], [너눙닉], [너눈
닙], [너눙닙]으로 [너눈닙], [너눙닙]에서 한 번씩 오류를 보이고 나

세 집단 간 과제유형과 음절길이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머지 두 번은 정확하게 산출하였다면, 이때 대상자가 다르게 산출

수행력 비교

한 가짓수는 [너눈닙], [너눙닙], [너눙닉]으로 3, 전체 산출 수는 4이
다. 따라서 이 경우 변이성은 3/4에 100을 곱한 값이 된다.

세 집단 간 과제유형과 음절길이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
행력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TD, pure SSD, SSD+LD
집단 순으로 수행력이 떨어졌고, 세 집단 모두 청각적 입력 강화, 외

신뢰도

현적 시연, 시연 억제 조건 순으로, 그리고 음절길이가 길어짐에 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과 변이성은 그 분석방법이 까다롭지

라 수행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않았으나, 오류율은 분석 시 연구자가 여러 차례 반복 측정하고 확

유의한지 알아본 결과, 세 집단 간 차이(F(2, 56) = 10.875, p < .001)가

인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오류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유의하였다. 집단 내 과제유형에 따른 주효과(F(1.672, 170.205) = 120,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대상자의 20%인 9명(pure SSD 3명,

p < .001), 과제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3.343, 70.205) = 4.681,

SSD+LD 3명, TD 3명)을 대상으로 오류율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

p < .01), 음절길이에 따른 주효과(F(2, 84) = 5,672.121, p < .001), 음절

도를 측정하였다. 일치한 항목수와 불일치한 항목수의 합을 일치

길이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4, 84) = 2.821, p < .05), 과제유형과 음

한 항목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그 결과 오류율에

절길이 간 상호작용효과(F(2.951, 123.961) = 1,593.411, p < .001) 또한 유의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는 97.2%이었다.

하였다. 그러나 과제유형, 음절길이 및 집단 간 삼요인 상호작용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5.903, 123.961) = 109.2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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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n the score of nonword repetition in three groups
Task condition

Number of syllables

Pure SSD group (N = 18)

SSD+LD group (N= 8)

TD group (N= 19)

Vocal rehearsal

3
4
5
3
4
5
3
4
5

38.89 (22.51)
28.12 (19.20)
21.94 (15.07)
49.07 (21.74)
43.05 (25.17)
30.83 (19.94)
2.78 (6.39)
4.17 (6.06)
1.11 (3.66)

17.70 (14.40)
6.25 (9.45)
5.00 (9.63)
32.29 (24.97)
25.00 (22.41)
13.13 (10.10)
0 (0)
0 (0)
0 (0)

52.63 (21.17)
34.54 (17.72)
23.68 (14.03)
62.30 (16.78)
46.05 (16.17)
38.42 (12.59)
4.82 (8.92)
4.60 (8.80)
1.32 (2.81)

Auditory input enhancement

Rehearsal inhibition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ure SSD= pure speech sound disorder; SSD+LD= speech sound disorder with language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60

TD
Pure SSD
SSD+LD

50

단보다(p < .01) 수행력이 유의하게 떨어졌으나, pure SSD 집단은
TD 집단과 수행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마지막으로 과

40
Score

과 5음절에서는 SSD+LD 집단은 TD 집단(p < .001)과 pure SSD 집

제유형과 음절길이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외현적

30

시연 조건과 청각적 입력 조건의 경우 3음절은 4음절 및 5음절보다

20

(p < .001), 4음절은 5음절(p < .001)보다 수행력이 유의하게 좋았으

10

나, 시연 억제 조건에서는 음절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0

Vocal rehearsal

Auditory input
enhancement

Rehearsal
inhibition

Figure 4. Nonword repeti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rehearsal conditions
in three groups.
Pure SSD= pure speech sound disorder; SSD+LD = speech sound disorder with
language disorder; TD= typically developing.

집단 간 과제유형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오류유형별
오류율 비교
세 집단의 과제유형에 따른 오류유형별 오류율에 대한 기술통계
는 Table 3과 같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오류유형에 대한 주효
과가 유의하였고(F(2.373, 99.682) = 199.466, p < .001), 오류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4.747, 99.682) = 35.783, p < .001)가 유의하였다. 또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SSD+LD 집단은 TD 집단

과제유형과 오류유형 간 상호작용효과(F(3.691, 155.009) = 102.619, p< .001)

(p < .001)과 pure SSD 집단(p < .01)보다 수행력이 유의하게 떨어졌

와 과제유형, 오류유형, 집단 간 삼요인 상호작용효과(F(28, 155.009) =

으나, pure SSD 집단과 TD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36.359, p < .001)도 유의하였다.

집단 내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시연 억제보다 외현적 시연과

오류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집단에 상관없이 음소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에서, 외현적 시연보다 청각적 입력 강화 조

대치는 나머지 오류유형들보다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p< .001).

건에서 수행력이 유의하게 좋았고(p < .001), 각 음절 간 수행력 차

오류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는 무반응의 경우 SSD+

이도 모두 유의하였다(p < .01). 과제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

LD, pure SSD, TD 집단 순으로, 음소대치의 경우 TD, pure SSD,

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에서

SSD+LD 집단 순으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여(p < .001), 무반응과

는 SSD+LD 집단의 수행력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떨어졌

음소대치에 대한 집단 간 양상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Figure 5).

지만(p < .01), 시연 억제 조건에서는 모든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보

과제유형과 오류유형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여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Figure 4). 음절길이와

무반응은 청각적 입력 강화보다 외현적 시연에서, 외현적 시연보다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3음절의 경우 pure

시연 억제 조건에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p < .001). 반면 음소

SSD 집단은 TD 집단보다(p< .01), SSD+LD 집단은 TD 집단(p< .001)

대치는 시연 억제보다 외현적 시연에서, 외현적 시연보다 청각적 입

과 pure SSD 집단보다(p < .01) 수행력이 유의하게 떨어졌다. 4음절

력 강화 조건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 < .001). 그리고 음소첨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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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n proportion of nonword repetition errors (%)
Syllable

Phoneme

Task condition

Group

No
response

Addition

Omission

Substitution

Addition

Omission

Substitution

Vocal rehearsal

Pure SSD
SSD+LD
TD
Pure SSD
SSD+LD
TD
Pure SSD
SSD+LD
TD

3.54 (5.18)
26.88 (30.62)
2.11 (2.3)
0.35 (0.80)
10.97 (23.98)
0.16 (0.69)
76.85 (30.40)
96.67 (9.43)
0.16 (0.69)

1.19 (2.16)
2.68 (3.56)
1.00 (1.47)
8.70 (6.80)
4.04 (5.49)
6.25 (5.51)
0.46 (1.39)
0.00 (0.00)
0.00 (0.00)

4.23 (8.33)
2.81 (6.61)
4.00 (7.62)
0.60 (2.56)
4.04 (5.48)
0.58 (1.45)
1.91 (4.01)
0.00 (0.00)
0.57 (1.45)

12.87 (8.56)
11.02 (7.81)
9.54 (6.37)
8.70 (6.80)
11.20 (11.07)
6.25 (5.51)
4.28 (6.23)
0.00 (0.00)
6.25 (5.51)

3.89 (3.30)
2.48 (3.56)
4.26 (3.12)
4.73 (3.65)
3.27 (3.43)
3.36 (3.50)
0.21 (0.87)
0.00 (0.00)
3.35 (3.50)

20.73 (11.20)
15.10 (9.13)
19.92 (8.52)
23.63 (11.23)
19.70 (11.67)
19.70 (8.80)
5.85 (9.90)
0.00 (0.00)
19.70 (8.80)

53.55 (17.64)
35.67 (24.40)
59.14 (14.32)
61.64 (11.33)
47.93 (28.60)
69.64 (9.58)
7.66 (14.52)
0.00 (0.00)
69.94 (9.58)

Auditory input
enhancement
Rehearsal
inhibition

Others
0.00 (0.00)
3.35 (6.93)
0.00 (0.00)
0.00 (0.00)
1.92 (5.43)
0.00 (0.00)
2.78 (11.79)
0.00 (0.00)
0.00 (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ure SSD= pure speech sound disorder; SSD+LD= speech sound disorder with language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80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on proportion of variability in vocal rehearsals

TD
Pure SSD
SSD+LD

70

Pure SSD group SSD+LD group
(N= 18)
(N = 8)

Error (%)

60
50

Variability in vocal rehearsal

4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ure SSD = pure speech sound disorder; SSD+LD = speech sound disorder with language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30
20
10
0

57.08 (10.91)

71.56 (11.12)

TD group
(N = 19)
49.21 (9.08)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4와 같다. 통계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시연 반
NR

SA

SO

SS

PA

PO

PS

Others

Figure 5. Percentage of error types in three groups.
Pure SSD= pure speech sound disorder; SSD+LD = speech sound disorder with
language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NR = no response; SA = syllable
addition; SO = syllable omission; SS = syllable substitution; PA = phoneme addition; PO= phoneme omission; PS = phoneme substitution.

응 변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사후검정 결과, pure
SSD와 TD 집단보다 SSD+LD 집단에서 변이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p < .01), pure SSD와 TD 집단 간에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p>.05).

논의 및 결론
음소생략은 시연 억제보다 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에
서 유의하게 많았다(p < .001). 과제유형, 오류유형, 집단 간 삼요인

본 연구에서는 pure SSD 집단, SSD+LD 집단, TD 집단 간 과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외현적 시연 조건에서 무반

유형과 음절수에 따른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 과제유형

응은 pure SSD와 TD 집단보다 SSD+LD 집단에서 많이 나타난 반

에 따른 오류유형별 오류율, 외현적 시연 시 시연 반응의 변이성을

면(p < .001), 음소대치는 SSD+LD 집단보다 TD 집단에서 유의하

비교하고, 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라는 기억 전략이 대상

게 많이 발생하였다(p < .001).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에서는 음소대

자들의 음운작업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

치가 pure SSD와 SSD+LD 집단에 비해 TD 집단에서 유의하게 많

과 과제수행 시 집단마다 각 과제유형으로부터 얻는 이득과 오류

이 나타났다(p < .001). 마지막으로 시연 억제 조건에서 무반응은

유형의 양상이 유의하게 달랐고, SSD+LD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보

TD 집단에 비해 pure SSD와 SSD+LD 집단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다 시연 반응의 변이성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p < .001), 음소첨가, 음소생략 및 음소대치는 pure SSD와 SSD+LD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집단보다 TD 집단에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였다(p < .001).

우선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수행력에 대해서는 시연 억
제 조건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시연 억제 조건에

세 집단 간 시연 반응의 변이성 비교
외현적 시연 조건의 시연 반응 동안 대상자들이 보인 변이성에

https://doi.org/10.12963/csd.19591

서는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에 대한 집단 간 그리고 음절수 간 어
떠한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연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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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따라말하기는 난이도가 높아 일반성인의 경우도 성공적인 수행

유용한 방법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을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Brookshire, 2007). 음운정보를 보

집단 및 음절수에 상관없이 단지 과제유형만을 비교하였을 때,

다 오래 기억하기 위해 들었던 정보를 소리내어 되뇌이는 외현적 시

청각적 입력 강화는 외현적 시연보다 대상자의 전반적인 수행력을

연이나 속으로 되뇌이는 내현적 시연 등 그 어떤 전략도 허용하지

향상시키는 데에 유의하게 도움을 주었다. 외현적 시연은 대상자가

않았던 시연 억제 조건에서는 일반아동도 다른 두 집단만큼, 그리

직접 실시해야 하는 활동인 반면, 청각적 입력 강화는 다른 사람에

고 상대적으로 쉽다고 여겨졌던 3음절 비단어에서도 과제수행에

의해 실시되는 활동이다. 입력 자극을 집중하여 들어야 하기 때문

난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현적 시연 또는 청각적

에 청각적 입력 강화가 아무런 부담이 없는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

입력 강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한 결과, pure SSD 집단과 TD 집단

지만, 다양한 정보가 아닌 동일한 자극어를 반복적으로 듣기만 하

은 수행력이 상당히 향상되어 SSD+LD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면 되는 만큼 그리 큰 부담은 아닐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

고, 집단에 상관없이 3음절어는 4음절어보다, 4음절어는 5음절어

상 아동의 특성에 상관없이 인지 및 조음적 부담이 적은 청각적 입

보다 오래 기억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력 강화가 음운정보를 오래 기억하게 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기

이때 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의 두 조건 모두에서 pure

억 전략이라는 연구 결과는 타당한 듯하다. 다만 시연은 혼자 스스

SSD와 TD 집단 간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인 반면, 청각적 입력 강화는 다른 사람의 도

필요가 있다. 이는 언어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pure SSD 집단의 경

움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청각적 입력 강화는 그 사용에 있어 제한

우, 음운작업기억의 증진에 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 둘 다

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발적 시연이 불가능하거나 시연을 비효

로부터 일반 아동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

율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특히 말소리산출 결함이라는

과는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조음보다 어휘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

대상자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연활동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구(Munson, Kurtz, & Windsor, 2005), 음운기억은 언어발달지체

없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 입력 강화는 음운기억 향상

동반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는 연구(Bird, Bishop, & Freeman, 1995)

에 매우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이것을 치료적 측면과 연관 지어 생

와 같이, 음운작업기억을 조음보다 음운 또는 언어와 관련 지어 설

각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언어재활사로서 말소리장애 아동들의

명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pure

음운기억 향상을 위해 일차적으로 접근해야 할 치료 방법에 대해

SSD 집단은 다소 엄격한 사전검사를 통해 언어영역에는 아무런 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즉, 치료 초기에는 대상자에게 부담이 적고

제가 없다고 진단된 대상자들인 만큼, 음운적 측면보다 조음적 측

효과적인 청각적 입력 강화를 활용하고, 이후 대상자의 음운능력

면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 대상자들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 결

향상과 함께 시연 활동을 훈련함으로써 자발적 시연 활동에 점차

과로 인해 음운에 결함이 없는 pure SSD 집단의 경우에는 외현적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연 전략이 음운정보를 오래 기억하게 하는 데에 충분한 도움을

자극어의 음절수와 관련하여,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음절수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시연 활동

따라 대상 집단의 수행 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지는 과제라고 할 수

은, 그것이 외현적 시연일지라도, 조음보다 음운영역과 더욱 밀접한

있다. 4음절 비단어에서 의사소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그리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고 연령에 따라 수행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들(Hwang,

또한 SSD+LD 집단의 경우 청각적 입력 강화를 통해 그 수행력

2015; Munson et al., 2005)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3음절 비단어에

이 향상되긴 하였지만(Table 2) pure SSD와 TD 집단만큼은 아니었

서만 세 집단 간 차이가 각각 유의하였다. 이는 과제의 난이도와 관

으며, 따라서 이 조건에서도 나머지 두 집단보다 수행력이 유의하게

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즉각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사전검사 결과에서 그 실마리를

비단어 따라말하기와 달리 본 연구의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연구대상자 정보에 의하면(Table 1), SSD+LD

일반아동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이로 인해, 오히려 상대

집단은 언어 검사뿐 아니라 말지각 검사에서도 나머지 두 집단보다

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3음절 비단어에서 집단 간 차이가 민감하게

유의하게 점수가 떨어졌다. 청각적 입력 강화가 청지각적 처리과정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pure SSD와 TD 집단을 변별

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말지각 능력이 떨어지

할 수 있는 과제는 3음절 과제로, 음절수가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

는 SSD+LD 집단이 이 조건에서도 여전히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

행력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즉각 따라말하기인지 혹은 지연 따

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청각적 입력 강

라말하기인지와 같은 과제의 실시방법 또는 과제의 난이도 등에 따

화 전략은 정상적인 말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동일수록 더욱

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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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제유형에 대한 오류유형별 오류율을 통해 집단 간 비단

데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

어 따라말하기 반응의 질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 과제

연 활동을 실시하더라도 그 수행 과정에서 최초의 정보로부터 많

에서 대상자들이 보인 오류유형은 무반응, 음절첨가, 음절생략, 음

은 변형과 삭제 과정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더 왜곡된 정보를 보유

절대치, 음소첨가, 음소생략, 음소대치, 기타의 8가지로 분류할 수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음운영역에 결

있었다. 이 중 무반응은 가장 심각한 오류로, 음소대치는 가장 경미

함이 있는 SSD+LD 아동의 경우 민첩하고 능숙한 음운처리능력이

한 오류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 두 오류의 양상이 정반대로 정리될

요구되는 시연 활동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집단과 관련하여 무반응은 SSD+LD,

이들의 음운작업기억 향상을 위해서는 시연 이외에 다른 방법을

pure SSD, TD 순으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한 반면, 음소대치는 그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앞에서 기술하였던

반대였다. 즉, 정반응 점수에서 가장 수행력이 낮았던 SSD+LD 집

청각적 입력 강화의 제한된 효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SSD+LD 아

단은 오반응 분석에서도 가장 심각한 오류를 많이 보였고, 상대적

동의 입력(input) 및 출력(output) 측면의 복합적인 어려움은 음운

으로 점수가 양호하였던 pure SSD 집단과 점수가 가장 높았던 TD

작업기억 결함, 새로운 어휘학습에의 어려움, 수용 및 표현언어 결

집단은 오반응에서도 심각한 오류는 줄어들고 대신 경미한 오류를

함 등 언어영역 전반에 걸친 이들의 지속적인 곤란함으로 이어질

더 많이 나타내었다. 과제유형의 특성에 따라서도 일관된 양상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찰할 수 있었는데, 무반응은 가장 어려운 과제인 시연 억제 조건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에서, 음소대치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인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

그 어떤 전략도 취하지 않으면 제시된 음운정보를 12초 이상 보유

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정반응이 아니기 때문

하는 것은 일반 아동에게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외현적

에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대상자의 특성과 과제 조건에 따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는 이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전략

라 오반응의 양상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며, 특히 대상자에게 부담감이 적은 청각적 입력 강화는 더욱 효

그뿐만 아니라 정반응 점수로는 알 수 없었던 집단 간 미세한 차

과적이다. 그러나 언어장애를 동반한 SSD+LD 아동의 경우 그 효

이가 간혹 오반응 분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과는 제한적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말소리장애 아동의

오류율에 대한 집단과 오류유형의 이요인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집

음운기억 또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단, 과제유형 및 오류유형의 삼요인 상호작용효과가 그러하다. 첫

결과는 이 집단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번째 연구질문인 수행력 비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pure SSD와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언어장애 동반 여부에 따라 집

TD 집단 간 차이가 오류율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즉, 오류유형 분

단을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pure SSD와 SSD+LD 집단 간 유의한

석 결과 pure SSD 집단은 무반응을, TD 집단은 음소대치를 유의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pure SSD 집단의 수행력은 TD

게 많이 보였는데, 이는 음운기억에 대한 각 집단의 상대적인 능력

집단과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능력이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행력 비교 결과 시연 억제

일반 아동과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조건 또는 오류율 분석

조건에서는 세 집단 간, 그리고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에서는 pure

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드러나,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또는 보다 심

SSD와 TD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류율을 비교

층적 분석을 적용하면 pure SSD 집단의 상대적인 미세한 결함을

한 결과 시연 억제 조건의 경우 pure SSD와 SSD+LD 집단은 TD 집

관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SSD+LD와 pure SSD 집

단보다 무반응을, 반대로 TD 집단은 두 집단보다 음소 차원의 오

단의 양적 및 질적 차이는,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 성인 또

류를 유의하게 많이 보임으로써 집단 간 차이가 비로소 드러났다.

는 일반 아동의 말처리과정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모델을 의사소통

또한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에서는 가장 경미한 오류인 음소대치의

장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는 보편적 진리

비율이 pure SSD보다 TD 집단에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함으로써,

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pure SSD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오류 분석을

아동의 경우도 일반아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음운기억 향상을 충

통해서도 집단 간 미세한 차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분히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

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었던 시연 활동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시연 시 시연 반응 변이성은 pure SSD와 TD

청각적 입력 강화가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집단보다 SSD+TD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SSD+LD 아동의 경

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 낮은 음운기억력으로 인해 음운저장소에 음운정보를 저장하는

궁극적으로는 대상 집단에 상관없이 아동 혼자 스스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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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연 활동에 점차 익숙해지도록 훈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betwee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phonological disorders and read-

것이다. 새로운 어휘의 습득을 위해서는 의미정보와 함께 음운정

ing retard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7), 1027-

보를 정확하게, 오래 기억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것은 언어발달의

1050.

필수적인 과정이다. 때문에 음운정보 기억을 위해 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 를 둘 다 효과적으로 사 용하지 못하였던

Brookshire, R. H. (2007). Introduction to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
(7th ed.). St. Louis, MO: Mosby.

SSD+LD 아동의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책을 생각

Catts, H. W.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ch-language impairments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청각적 입력 강화를 더욱 두드러지

and read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게 하는 방법, 또는 최초의 시연 반응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시간

36(5), 948-958.

이 경과하여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Cho, J. R., & Seo, S. R. (2004). The relations among Korean phonological

고안하여 적용해 본 후 그 효과를 입증해 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processing skills, English vocabulary knowledge, and vocabulary learning

것이다.

in primary school children.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1), 179-195.

또한 SSD+LD 아동들이 시연반응에서 유의하게 높은 변이성을

Dollaghan, C., & Campbell, T. F. (1998). Nonword repetition and child lan-

보인 것이 입증된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시연활동 시 나타난 오류

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연

41(5), 1136-1146.

활동 자체만을 독려하였을 뿐 정확한 시연을 유도하지는 않았다.
정확하지 않은 시연은 음운정보를 유지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며, 따라서 시연반응에 대한 세세한 오류분석, 시연의 오류
가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Fletcher, K. L., & Bray, N. W. (1996). External memory strategy use in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 42(3), 379-396.
Forster, K., & Forster, J. (2002). DMDX display software. Tucson, AZ: University of Arizona.

러나 본 연구에서 충분하지 않은 대상자 수가 연구의 가장 큰 제한

Han, E. J., & Ha, J. W. (2017). Variability of speech sound production accord-

점인 만큼, 추후연구에서는 먼저 대상자 수를 더욱 확보하여 보다

ing to phonetic complexity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disorders.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4), 772-783.
Hwang, M. (2015). Nonword repetition o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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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item list of the delayed nonword repetition task
Nonword list

114

A set

B set

C set

거겡눅

너눙닉

니버껑

네마똘

따깅읃

드넨넵

메껭던

머겜밍

베밍넴

헤능갇

후겔둔

흐넬맏

거그툰닌

니덩멜렙

꾸머큰넥

네디뚱겔

두넘몽뎅

뜨네벤닐

뻬응믄돔

떠베띵님

무멘기딜

하든고닙

후도벵걱

버딤네둡

니맙디동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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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가 말소리장애 아동의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김미진1·하지완 2
1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2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pure SSD), 언어발달지체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SSD+LD)과 일반아동(TD)을 대상으로 지
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외현적 시연과 청각적 입력 강화라는 기억 전략이 대상자들의 음운작업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3-5세의 pure SSD 18명, SSD+LD 8명, TD 19명을 대상으로 외현적 시연, 청각적 입력 강화, 시연 억제 조건의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자극어는 3음절, 4음절, 5음절로 구성되었고, 자극 제시부터 최종 반응까지 12초의 지연시
간을 두었다. 실험과제는 DmDx software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결과: 첫째, 시연 억제 조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현적 시연 및 청각적 입력 강화 조건에서는 pure SSD와 TD 집단의 수행력이 향상되어 SSD+LD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오류분석 결과 무반응은 SSD+LD, pure SSD, TD 집단 순으로, 음소대치는 TD, pure SSD, SSD+LD 집단 순으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
였다. 셋째, SSD+LD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보다 외현적 시연 시 시연 반응의 변이성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논의 및 결론: 외현적 시연
과 청각적 입력 강화는 대상자들의 음운기억 증진에 효과적이나, 이 중 대상자의 부담이 적은 청각적 입력 강화가 보다 효과적이다.
pure SSD 집단은 TD 집단만큼 이 두 전략에 의해 음운기억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SSD+LD 집단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이 강구된다.
핵심어: 말소리장애, 지연 비단어 따라말하기, 음운작업기억, 외현적 시연, 청각적 입력 강화
본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R1C1B1010913).
본 논문은 대구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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