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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
ties (PPA) betwee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SS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in early elementary school years, and to examine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according to subtypes of SS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2 children with 
SSD and 21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n the first to the third grades. Children with SSD 
were divided into children with articulation disorders, phonological delays, and phonologi-
cal disorders. The tasks for PPA consisted of (1) phonological awareness (PA) tests at syllable 
and phoneme levels, (2) phonological memory (PM) tests including non-word repetition 
(NWR), digit forward recall (DF), and digit backward recall (DB), and (3) rapid automatized 
naming (RAN) tests conducted by numbers and letters. Results: Children with SSD and T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NW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PA among subgroups 
of SSD,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s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in 
the NWR and the RAN than children with articulation disorders. Also, children with phono-
logical delays and phonological disorders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in the 
DB task than children with articulation disorders. Conclus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children with SSD and TD in NWR task among the PPA tasks, suggesting 
the clinical usefulness of the NWR task. This study suggests that children with SSD form a 
heterogeneous group who differ in terms of involvement of other aspects of speech pro-
cessing model.

Keywords: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mem-
ory, Rapid automatized naming, Speech sound disorders, Early elementary grades

정확한 말 산출을 위해서는 구어의 소리 정보를 잘 지각하여 인

식하고 심상 어휘집에 위치한 단어 내 음소 자질과 배열 규칙에 관

한 음운 표상과 단어의 뜻, 속성, 이름과 관련된 의미 및 어휘 표상

에 접근하여 적용한 뒤 일련의 조음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아동의 말 습득은 말 처리 과정 내 모든 요소

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점진적으로 뚜렷하고 견고

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련의 말 처리 과정을 강조하는 심

리언어학적 모델에 의하면 말 처리 과정에서 아동이 어려움을 보이

는 요소나 단계에 따라 아동의 말소리장애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Stackhouse & Wells, 1997). 특히 음소 자질 및 배열 규칙과 같은 

추상적인 언어 규칙을 포함하는 음운 표상을 바탕으로 인지적으

로 말소리를 조작하고 배열하는 음운처리능력이 떨어질 경우 말소

리 산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령기 읽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Anthony et al., 2011; Nathan, Stackhouse, Goulandris, & Snowl-

ing, 2004; Preston & Edwards, 2010; Schuele, 2004). 

음운처리(phonological processing)는 구어와 문어 정보를 처리

할 때 말소리 체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단어 내 소리를 배열하

고 말소리 자극을 보유하며 즉각적으로 인출하고, 음운 표상에 빠

르고 정확하게 접근하여 말소리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Anthony & Lonigan, 2004; Preston & Edwards, 2007; 

Wagner & Torgesen, 1987). 음운처리능력(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은 일반적으로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 PA),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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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억(phonological memory, PM), 빠른 자동 이름대기(rapid au-

tomatized naming, RAN) 과제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음운처리의 

세 가지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음운 인식은 말소리를 탐지

하고 조작하는 능력으로, 말소리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다(Anthony & Francis, 2005; Hakes, 1982). 음운 인식 능력을 살펴

보기 위한 과제로는 말소리의 수 세기와 말소리 합성, 탈락, 변별, 분

절, 분리, 대치 등이 있다. 한국어의 음운 인식 단위는 단어, 음절, 음

절체와 종성, 음소 수준이 있다(Kim, 2007). 한국 아동의 음운 인

식은 4세 무렵부터 점차 발달하며, 단어, 음절, 음소 순처럼 큰 단위

에서 작은 단위로 발달한다고 보고되었다(Hong, Chon, Pae, & 

Lee, 2002; Lee & Kim, 2014b). 전통적으로 음운 인식 능력은 초기 

읽기를 강력하게 예측하는 지표로 보고되었다(Bradley & Bryant, 

1983).

두 번째로 음운 기억은 음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Wagner & Torgesen, 1987). 음운 기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음운단기기억(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과 음운작업기억(phonological working memory)으로 분류된다. 

말 처리 과정에서 음운단기기억은 단순히 구어로 받아들인 정보를 

부호화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Gathercole & Bad-

deley, 1993). 음운작업기억은 단순히 음운 정보를 저장하는 것뿐

만 아니라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연과정을 

거치고 조작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Baddeley, 1992). 음운단기

기억을 살펴보기 위한 과제로는 일반적으로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

기, 숫자 따라말하기가 있다.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과제로는 숫자나 단어 자극을 유지하면서 조작하는 능력을 요구

하는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나 읽기 폭 과제 등이 있다(Wagner & 

Torgesen, 1987). 음운단기기억 평가 과제인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

기는 아동에게 의미가 없는 단어를 들려주었을 때 아동이 이를 즉

각적으로 따라말하는 과제로, 말 산출을 위해 의미 단서나 시각적 

단서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말 처리 과정 중 어휘 표상(lexical rep-

resentation)을 거치지 않아 음운 기억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Gathercole & Baddeley, 1989). 무의미 낱말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언어발달과정에서 점차 발달하다 3세 경에 비약

적으로 발달하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발달한다(Gathercole & 

Baddeley, 1989; Hwang & Ha, 2010; Jung & Ha, 2017). 아동이 말 

지각 능력, 음운 표상, 말운동프로그래밍과 같은 말 처리 과정 중 

한 과정이라도 견고하지 않다면 무의미 단어를 따라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숫자 따라말하기(digit recall task)는 아동

이 일련의 숫자를 듣고 바로 따라말하는 과제이다. Ferguson, 

Bowey와 Tilley (2002)는 아동의 청각적 기억폭은 4세 경에는 4개, 

11-12세에 7-8개까지 증가하여 성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하

였다.

마지막으로 빠른 자동 이름대기란 제시된 자극의 이름을 최대한 

빠르게 산출하는 과제로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음운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이 효율적인지 알 수 있는 과제이다(Wagner & 

Torgesen, 1987).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 제시되는 자극으로는 

글자, 숫자, 그림이나 색깔 등이 사용된다. Kim과 Pae (2012)에 따르

면, 한국어 읽기 검사(KOLRA; Pae, Kim, Yoon, & Chang, 2015) 중 

빠른 자동 이름대기를 실시했을 때 숫자와 글자 과제를 완료하는

데 평균 초등 1-3학년 아동은 39.30초, 4-6학년 아동은 30.02초가 

소요되었다.

말 산출과 음운처리 및 읽기 간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말소

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처리와 읽기 능력을 살펴보는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많은 국내외 연구가 일반적으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음운 인식 수행력이 낮다고 보

고하였다(Gillon, 2000; Kim, Shin, & Ahn, 2005; Ko & Kim, 2010; 

Min, Lee, Choi, & Choi, 2015; Rvachew & Grawburg, 2006;). 음운 

기억 능력은 주로 무의미 따라말하기 과제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일

반 아동에 비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의 무의미 따라말하기 수행력

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Lee & Ha, 2018; Lee, Kim, & 

Hwang, 2018; Lee & Sim, 2003). 음운작업기억 과제 역시 말소리장

애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Lee & Ha, 2018).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도 말소리장애 아동 수행력이 더 낮으며 

특히 말소리장애 아동은 비문자보다 문자 조건에서 빠른 자동 이

름대기를 어려워했다(Lee et al.,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소리 산출 상의 문제가 음운처리능력과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운처리는 학령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임에도 불구

하고,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처리

능력을 살펴보았으며, 학령기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처

리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다. 임상 현장에서 의사소통에 어

려움을 보이는 아동 중 말소리장애 아동은 약 40%이며, 그 중 학령

기 아동 비율은 약 9%로 보고되었다(Kim, Kim, Ha, & Ha, 2015). 

읽기 장애 위험군으로 간주되는 학령기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학령기 말소리장애 아

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말소리장애 아

동은 심각도, 원인, 언어적 특성, 증상 면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

이기 때문에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에 따라서 음운처리능력이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Dodd, 1995; Shriberg, Austin, Lewis, Mc-

Sweeny, & Wilson, 1997; Shriberg, Kwiatkowski, Best, Terse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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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 Hengst, 1986; Stackhouse & Wells, 1997). 그러나 말소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처리능력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주로 

말소리장애를 하나의 집단, 즉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하여 음운

처리능력을 살펴보았다. 말소리장애 아동을 하위 유형별로 나누어 

음운처리능력을 살펴본다면 말소리 산출 상의 문제와 음운처리와

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

학교 저학년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말소리장

애 유무가 음운 인식, 음운 기억 및 빠른 자동 이름대기와 같은 음

운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뒤 말소리장애 아동이 산출

한 오류패턴 유형에 따라 하위 집단을 나누어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별로 음운처리능력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및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3학년 말소리장애 아동 32명(1학년 17명, 2학년 10명, 3학년 5명)

과 일반 아동 21명(1학년 12명, 2학년 7명, 3학년 2명)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용 발음평가(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Kim, Pae, & 

Park, 2007) 검사 결과 –1 SD (16%ile) 이하를 말소리장애로 간주한

다. APAC의 규준 연령은 만 6세 0-5개월까지이며 해당 규준 연령

의 원점수 4점은 백분위수 10%ile이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 연령은 

표준화 검사를 통해 말소리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준 연령

보다 높다. 따라서 APAC 원점수가 3점 이상인 아동을 말소리장애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아동용 발음검사(APAC; Kim et al, 2007)의 

원점수가 3점 이상이고,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와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Park, 2014) 중 도형 척도 검사를 모두 수행하고, 주양육자나 교사

가 동반 장애, 인지, 정서,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아동이었다. 

말소리장애 아동 중 1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다.

일반 아동은 아동용 발음검사(APAC; Kim et al., 2007)의 원점

수가 2점 이하이고, 수용 및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et al., 

2009) 중 수용어휘력이 -1 표준편차 이상이며, 한국 비언어 지능검

사(K-CTONI-2; Park, 2014) 중 도형 척도 검사를 모두 수행한 아동

이다. 또한 주양육자나 교사가 동반 장애, 인지, 정서,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아동이었다. 일반 아동 중 3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었다. 전체 대상자의 기본 정보 및 공식 검사 결과를 Table 1에 제시

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검사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로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

였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생활연령, REVT 수용어휘

력 점수, REVT 표현어휘력 점수, 비언어 지능지수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PAC 자음정확도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

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구성은 아동의 언어학적 증상인 음운 오

류패턴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용 발음평가(APAC)

의 단어 검사나 한국 조음음운프로파일(Korean Articulation 

Phonology Profile [K-APP]; Ha, Kim, Seo, & Pi, in press)의 연결 발

화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1) 1-2개의 특정 음소에서 3회 이상 같은 

오류를 보이는 아동은 조음장애 집단, (2) 발달적인 오류패턴만을 

보이는 아동은 음운지연 집단, (3) 발달적인 오류패턴과 비발달적

인 오류패턴을 함께 보이는 아동은 음운장애 집단으로 분류하였

다. 이 때 발달적 오류패턴과 비발달적인 오류패턴은 선행 연구 기

준을 참조하였다(Pi & Ha, 2020). 말소리장애 아동 32명을 오류패

턴에 의해 분류한 결과, 조음장애 집단 17명, 음운지연 집단 6명, 음

운장애 집단은 9명이었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기본 정보 및 공식 검

사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생활 연

령, 수용 및 표현 어휘력(REVT)의 원점수, 아동용 발음평가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SSD (N= 32) TD (N= 21) U p

CA 88.50 (76-112) 86.00 (76-110) 329.000 .899
REVT_R 84.00 (39-104) 83.00 (64-117) 273.500 .255
REVT_E 73.50 (46-96) 77.00 (42-106) 310.500 .643
APAC_PCC 92.90 (87.10-95.70) 98.60 (97.10-100.00) 0.000 < .001
K-CTONI-2 95.00 (83-124) 97.00 (85-116) 313.500 .682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CA= Chronological age (months); REVT_R= receptive vocabulary raw score of Receptive & Ex-
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REVT_E= expressive vocabulary raw score of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APAC_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of 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Kim et al., 2007); K-CTONI-2= nonverbal intelligence quotient of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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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의 자음정확도,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의 비

언어 지능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음정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자음정확도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운장애 집단이 조음 장애 집단에 

비해 자음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U=34.000, p= .020).

자료수집

연구 절차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HIRB-2018-

059-2-RR)을 받아 진행되었다. 모든 아동은 개별적으로 평가가 진

행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나 가정 내 독립된 공간에서 검사가 이루

어졌다.

본 실험인 음운처리능력 하위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 선별

을 위해 아동용 발음검사(APAC; Kim et al., 2007), 수용 · 표현어휘

력검사(REVT; Kim et al., 2009),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

NI-2; Park, 2014)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조음음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APAC 단어 수준과 한국 조음음운프로파일(K-APP; Ha et 

al., in press)의 연결발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K-CTONI-2)는 도형 척도 검사의 소검사인 ‘도형유추’, ‘도형순서’, 

‘도형범주’ 과제만 실시하였다. 이후 아동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한 다음, 음운처리능력 하위 검사를 실시하였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평가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소요되었다.

평가는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실시하였다. 평가에 앞서 아

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5분 이내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아동 

반응은 모두 음성 녹음기(SONY ICD-PX333)로 수집하였다. 아동 

반응은 평가 상황에서 바로 전사하였고 이후 녹음 자료를 토대로 

전사 결과를 점검 및 보완하였다.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음운처리능력 하위 영역으로 음운 인식, 음운 기억 및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을 살펴보았다.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

한국어 읽기 검사(KOLRA; Pae et al., 2015)의 ‘음운 인식’ 검사 

항목을 이용하여 아동의 음운 인식 능력을 살펴보았다. 본 검사도

구의 구성은 음절 수준에서 합성, 탈락 과제가 각 5문항, 음소 수준

에서 합성, 탈락 과제가 각 10문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제

에 따른 비교가 아닌 음운 인식 단위에서 집단 간 능력을 살펴보았

다. 따라서 음절 수준 총 10문항, 음소 수준 총 20문항을 모두 실시

하였다. 또한 아동이 검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경우 1점, 그

렇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음절 인식은 10점, 음소 인식은 

20점 만점으로 분석하였다.

음운 기억(Phonological memory)

아동의 음운 기억 능력은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음운단기기억 평가는 언어 과제와 비언어 과제를 

모두 실시하였다. 음운단기기억의 언어 과제로는 한국 조음음운프

로파일(K-APP; Ha et al., in press)의 ‘무의미 낱말 검사’를 사용하

였다.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는 2-5음절 검사어로 이루어졌

으며 총 25문항이다. 25문항 중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1음절 단어는 

3문항이며, 2음절 단어 9문항, 3음절 단어 5문항, 4음절 단어 5문

항, 5음절 단어는 3문항이다. 아동이 검사자가 제시한 무의미 낱말

을 정확하게 따라말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하

여 총 25점 만점으로 분석하였다.

음운단기기억을 살펴보기 위한 비언어 과제로는 읽기 성취 및 읽

기 인지처리 능력검사(RA-RCP; Kim et al., 2014) 중 ‘숫자 따라말

하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숫자 따라말하기 검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자가 들려주는 숫자를 듣고 정확하게 따라말

하면 1점,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숫자 따라 말하기의 

총점은 12점으로 분석하였다.

Table 2. Information of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Articulation disorder (N= 17) Phonological delay (N= 6) Phonological disorder (N= 9) H p

CA 93.00 (80-109) 88.00 (84-110) 87.50 (76-112) 1.331 .514
REVT_R 86.00 (53-104) 80.50 (75-88) 85.50 (39-99) .681 .711
REVT_E 72.50 (50-93) 79.50 (69-94) 76.00 (46-96) .218 .897
APAC_PCC 93.60 (90.00-95.70) 91.45 (87.10-94.30) 92.10 (87.10-94.30) 6.663 .036
K-CTONI-2 100.00 (87-122) 92.50 (83-95) 98.50 (85-124) 6.312 .053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CA= Chronological age (months); REVT_R= receptive vocabulary raw score of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REVT_E= expressive vocabulary raw 
score of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APAC_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of 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Kim et al., 2007); K-CTONI-2= raw score of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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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읽기 성취 및 읽기 

인지처리 능력검사(RA-RCP; Kim et al, 2014) 중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검사자가 들려주는 숫자를 듣고 아동

이 정확하게 역순으로 산출할 경우 1점,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하여 총점은 12점으로 분석하였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Rapid automatic naming)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읽기검사

(KOLRA; Pae et al., 2015) 중 ‘빠른 이름대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빠른 이름대기는 숫자와 글자 과제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아동이 과

제를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였다.

신뢰도

아동 반응에 대한 전사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언어병

리학 전공 박사과정 1명과 석사과정 1명이 전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신뢰도 분석 자료는 대상 아동의 APAC 단어 수준 검사를 무작위

로 10명(전체 자료의 약 16%)을 선정하였다. 전사 신뢰도는 본 연구

의 저자 2명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뒤 (전사자 2명이 일치한 

자음 개수)/(전체 자음 출현 기회)*100으로 구하였다. 전사 신뢰도

는 96.64%였다.

통계분석

통계 처리는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

을 이용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한 결

과, 모든 측정치에서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든 분석은 비모

수검정을 사용하였다. 즉,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라 음운처리능력

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하였고,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에 따라 음운처리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Kruskal-Wallis H-test를 시행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을 나눈 3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사후 검정으로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정은 

두 집단씩 짝지어 Mann-Whitney 검정을 3회 실시하였으므로 사

후 검정의 유의 수준이 α/nC2로 수정(Bonferroni Correction Meth-

od)되었으며 p< .05로 조정된 유의 수준(adjusted p-value)을 보고

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는 중앙값과 범위를 사용하여 중심경향척도

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능력 비교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른 음운처리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음운 인식

음절 인식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총 10점 중 집단 별 중위값은 말

소리장애 아동이 9.50점, 일반 아동이 10.00점이었다.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라 음절 수준에서 음운 인식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

장애 유무에 따라 음절 인식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U=253.000, p>.05). 

음소 인식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총 20점 중 집단별 중위값은 말

소리장애 아동이 7.00점, 일반 아동이 8.00점이었다. 말소리장애 유

무와 학년에 따라 음소 수준에서 음운 인식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라 음소 인식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U=283.500, p>.05).

Table 3. Descriptive results of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The highest possible scores SSD (N= 32) TD (N= 21) U p

PA-syllable 10 9.50 (6-10) 10.00 (5-10) 253.000 .094
PA-phoneme 20 7.00 (0-17) 8.00 (0-20) 283.500 .338
NWR 25 20.50 (13-25) 22.00 (17-25) 209.000 .020
DF 12 5.00 (1-9) 5.00 (1-10) 332.500 .949
DB 12 2.00 (0-4) 2.00 (0-4) 333.000 .955
RAN-number (sec) 35.00 (19-52) 29.00 (19-58) 234.500 .065
RAN-letter (sec) 35.50 (20-89) 30.00 (19-72) 223.500 .153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A= phonological awareness; NWR= non-word repetition; DF= digit forward recall task; 
DB= digit backward recall task; RAN= rapid automatized 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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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기억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의 획득 최대 점수인 25점 중 집단 

별 중위값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20.50점, 일반 아동이 22.00점이었

다. 말소리장애 유무와 따라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능력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

기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U=209.000, p= .020). 

숫자 따라말하기 과제는 총 12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집단별 중

위값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5.00점, 일반 아동이 5.00점이었다. 말소

리장애 유무와 학년에 따라 숫자 따라말하기 수행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숫자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U=332.500, p>.05).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 총점은 12점이다. 이 과제의 집단 

별 중위값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2.00점, 일반 아동이 2.00점이었다. 

말소리장애 유무와 학년에 따라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숫자 따라말하기 과

제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U=333.000, p>.05).

빠른 자동 이름대기

숫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말소리장애 아

동의 중위값이 35.00초, 일반 아동의 중위값이 29.00초로 일반 아

동의 숫자 빠른 이름대기 완료 시간이 더 짧았다. 말소리장애 유무

에 따라 숫자 빠른 자동이름대기 수행력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숫자 빠른 자동이름대기 과제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U=234.500, p>.05).

다른 음운처리 과제와 달리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는 모

든 대상자가 평가를 완료하지 못 하였다.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를 실시하지 못한 아동은 KOLRA (Pae et al., 2015)의 글자 빠른 자

동 이름대기 과제의 연습문항을 실시하였을 때 검사어 해독이 완

전 불가능한 아동이었다. 평가 실시 불가 아동은 말소리장애 아동 

32명 중 4명(1학년: 3명, 2학년: 1명)이었다. 일반 아동 21명은 모두 평

가를 마쳤다. 따라서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는 말소리장애 아동 

28명, 일반 아동 21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말소리장애 아

동의 중위값이 35.50초, 일반 아동의 중위값이 30.00초로 일반 아

동의 글자 빠른 이름대기 완료 시간이 더 짧았다. 말소리장애 유무

에 따라 글자 빠른 자동이름대기 수행력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U=223.500, p>.05).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음운처리능력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 하위 유형에 따른 음운처리능력에 대한 기술통

계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음절 인식 과제의 최대 점수 10점 

중 각 집단의 중위값을 살펴보면 조음장애 아동은 9.50점, 음운지

연 아동이 9.50점, 음운장애 아동이 9.50점이었다. 말소리장애 하

위 집단 간 음절 인식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하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H= .991, p>.05).

음소 인식 과제의 최대 점수 20점 중 각 집단의 중위값을 살펴보

면 조음장애 아동은 6.00점, 음운지연 아동이 6.00점, 음운장애 아

동이 7.00점이었다.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음소 인식 능력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하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H= .908, p>.05).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의 최대 점수 25점 중 각 집단의 중

Table 4. Descriptive results of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in subgroups of SSD

Articulation disorder (N= 17) Phonological delay (N= 6) Phonological disorder (N= 9) H p

PA-syllable 9.50 (8-10) 9.50 (7-10) 9.50 (6-10) .991 .609
PA-phoneme 6.00 (0-17) 6.00 (4-11) 7.00 (0-17) .908 .635
NWR 22.00 (13-25) 19.00 (14-25) 18.00 (14-21) 7.296 .026
DF 5.50 (1-9) 4.00 (3-6) 4.00 (2-8) 4.521 .104
DB 2.50 (1-4) 1.00 (0-2) 1.00 (0-2) 12.65 .002
RAN-number (sec) 31.00 (19-48) 39.50 (29-45) 37.50 (28-52) 7.474 .024
RAN-letter (sec) 30.00 (20-63) 38.00 (27-48) 38.00 (29-89) 3.309 .191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SSD =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PA = phonological awareness; NWR = non-word repetition; DF = digit forward recall task; DB = digit backward recall task; 
RAN= rapid automatized n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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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값을 살펴보면 조음장애 아동은 22.00점, 음운지연 아동이 

19.00점, 음운장애 아동이 18.00점이었다.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음소 인식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H=7.296, p= .026). 

사후분석 결과, 조음장애 아동이 음운장애에 비해 유의하게 무의

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8).

숫자 따라말하기 과제의 최대 점수 12점 중 각 집단의 중위값을 

살펴보면 조음장애 아동은 5.50점, 음운지연 아동이 4.00점, 음운

장애 아동이 4.00점이었다.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숫자 따라말

하기 과제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숫자 따라말

하기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H=4.521, p>.05).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의 최대 점수 12점 중 각 집단의 중

위값을 살펴보면 조음장애 아동은 2.50점, 음운지연 아동이 1.00

점, 음운장애 아동이 1.00점이었다.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음소 

인식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숫자 거꾸로 따라말

하기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H=12.650, p= .002). 사후분

석 결과, 조음장애 아동이 음운지연 아동(p= .006)이나 음운장애

(p= .003)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 수

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 50개를 빠르게 산출하는 숫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소요 시

간에 대한 중위값을 살펴보면 조음장애 아동은 31.00초, 음운지연 

아동은 39.50초, 음운장애 아동은 37.50초였다.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숫자 빠른 이름대기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숫

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H=7.474, 

p= .024). 사후분석 결과, 조음장애 아동이 음운지연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숫자 빠른 이름대기 과제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 .023).

일음절 글자 50개를 빠르게 해독하는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소요 시간에 대한 중위값은 조음장애 아동이 30.00초, 음운 지연 

아동이 38.00초, 음운장애 아동이 38.00초였다.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글자 빠른 이름대기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글

자 빠른 이름대기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H=3.309, 

p>.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말소리장애 유무와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에 따라 학

령기 아동의 음운 인식, 음운 기억,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로 측

정된 음운처리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능력

음절 수준에서 음운 인식 능력은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음운 인식 능력을 살펴본 Min 등(2015)은 말

소리장애 하위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음절 인식 수행력을 보였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는 말소리장

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을 -1 표준편차 이내로 

일치시켰다. 본 연구는 음운처리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인 수용 어휘력뿐만 아니라 비구어 인지능력을 모두 일치시킨 후 

말소리장애 유무만으로 그룹을 나누고,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음운처리능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Min 등

(2015)은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인지능력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음절 인식 능력에 차이가 나타났을 수

도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음절 인식 수행력을 오로지 말소리장애 

유무로만 비교하였으므로 말소리장애 단독 요인은 초등학교 저학

년 아동의 음절 인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음절 인식은 일반적으로 만 6세 연령에서 약 95% 이상 정확한 

수행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Kim, 2017; Kim, Yoo, & Kim, 

2010; Park, 2000). 본 연구에서도 음절 인식 정확도는 1학년 일반 

아동이 86%, 2-3학년 아동이 100%였고, 말소리장애 1학년 아동은 

83%, 2학년은 87%, 3학년은 98%로 나타났다. 즉, 음절 수준의 음운 

인식 능력은 말소리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학령기 아동에게 평이한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음소 수준에서 음운 인식 능력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

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성을 보였으나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실시한 음운 

인식 과제 종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Min 등(2015)의 연구에

서 1, 2학년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소 인식 능력을 살펴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합성, 탈락 과제 이외에도 변별과 대

치 과제를 함께 사용하여 총 네 가지 음운 인식 과제를 사용하였다. 

Min 등(2015)에서는 음소 인식 과제 중 합성과 탈락 과제에서는 말

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 변별과 대치 과제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수행력

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즉, 음소 인식 능력을 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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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과제만으로 살펴보았을 때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 인식 능력을 변별하지 못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음소 인식 정확도는 일반 아동 1학년이 34.6%, 2학년은 49.3%, 

3학년은 65.0%, 말소리장애 아동 1학년은 24.7%, 2학년이 42.0%, 3

학년이 48.0%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음소 인식 

능력은 전체적으로 낮아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라 음소 인식 능력

을 구분하지 못 하였을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음소 합성 

과제 정반응률이 76.7%, 음소 탈락 과제가 90.0%로 나타난 선행 연

구 결과를 참조하면(Kim & Pae, 2007), 음소 인식 능력은 학령기에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음운단기기억 과제인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는 말소리장애 아

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수행력이 낮았다. 이는 학령 전기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무의미 단어 따라말

하기 과제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Lee & Ha, 2018; 

Lee & Sim, 2003)와 유사한 결과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일반 아동

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처리 과제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난 것은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뿐이었다. 이 사실

은 학령기 아동에게 2-5음절의 무의미 낱말을 따라 말하는 간단한 

과제만으로도 기저의 말 능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여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의 임상적 중요성을 시

사한다. 또한 음운단기기억 과제인 숫자 따라말하기와 음운작업기

억 과제인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

동 간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하여 숫자 따라말하기 능력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 

Kim, 2014a). 그러나 숫자 따라 말하기 과제에서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Lee & Ha, 2018)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무의미 낱말과 숫자 

따라말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를 이용하여 음운 기억을 살

펴본 선행연구(Lee & Kim, 2014a; Lee & Ha, 2018)에서는 말소리장

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수행력이 낮았으나 본 연구

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연령의 차이점으로 인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음운 기억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

은 학령 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학령 전기 아동은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라 음

운 기억 능력에 차이를 보였지만, 학령기에 이른 아동은 말소리장

애 유무에 따라 음운 기억 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말소리장애를 동반하더라도 음운 기억 용량이 

일반 아동과 유사한 정도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 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 간 언어와 비언어 인지능력

을 통제하였다. 이는 말소리장애 단일 요소가 아동의 음운 기억 능

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숫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수행력은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라 차

이가 없었다. 숫자와 글자는 동일하게 문자 자극이지만 숫자는 비

언어 자극이고 글자는 언어 자극이다. 따라서 비언어 자극인 숫자

를 대상으로 한 과제를 실시할 때는 아동이 어휘집과 음운 표상에 

접근하여 산출할 음운 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 인지적 부담이 덜

하였을 수 있다.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는 통계적으로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유의한 속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

기 과제에서 말소리장애 아동 32명 중 4명(1학년: 3명, 2학년: 1명)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결과 분석에 포

함되지 못하였다. 반면 일반 아동은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를 전부 완료하였다. 따라서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를 완수하지 

못한 말소리장애 아동을 배재한 뒤 일반 아동과 수행력을 비교하

였기 때문에 일반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소리장애 아동 중 12.5%가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를 수행하지 못 했다는 점은 초등학교 저

학년 말소리장애 아동이 글자 해독상의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말소리장애 아동에게서 읽기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는 문헌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Bird, Bishop, & Freeman, 1995; Larrivee & 

Catts, 1999).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음운처리능력

말소리장애 아동이 산출한 오류패턴에 따라 하위 유형을 조음

장애 집단, 음운지연 집단, 음운장애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음운처리능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음절과 음소 수준 모두에서 음

운 인식 과제 수행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

는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 간 음운 인식 능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하다(Broomfield & Dodd, 2004). 선행연구에서는 음

운 인식 문제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 비율이 음운장애, 음운지

연, 조음장애 순으로 높았고 본 연구에서는 음운지연, 음운장애, 

조음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의 공통점은 조음장애 집단에 

비해 음운지연이나 음운장애 집단의 음운 인식 수행력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음운 인식을 언어학적 단위인 음절과 음소로만 

나누어 실시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의 하위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음운 인식 과제 유형별로 수행력을 살펴보았다면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Bernthal, Bankson, & Flipsen, 2017). 

예를 들어 Min 등(2015)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네 가지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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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과제를 실시하였을 때 합성, 탈락, 변별 과제보다 대치를 유의

하게 어려워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단위

에 의한 구분 이외에도 다양한 음운 인식 과제를 활용하여 말소리

장애 하위 집단 아동에게 음운 인식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운단기기억 과제 중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는 조음장애 아

동이 음운장애 아동에 비해 수행력이 높았다. 무의미 낱말을 따라

말하기 과제는 의미 낱말을 모방하는 것과 달리 어휘 지식, 어휘 친

숙도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음운 표상과 말운동프로그래밍 능력

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음운장애 아동이 조음

장애 아동에 비해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수행력이 저조한 것은 

음운장애 아동이 다른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 아동에 비해서도 음

운 표상과 말운동프로그래밍상의 결함이 두드러질 수 있음을 나타

낸다. 하지만 음운단기기억 과제인 숫자 따라말하기는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일련의 숫자에 대한 

음운 정보를 단순히 기억하고 인출하는 것에서 조음장애 아동과 

음운 발달 지연이나 결함이 있는 말소리장애 아동 간에 수행력 차

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음운작업기억 과제인 숫자 거꾸로 따라 말

하기 과제는 음운지연이나 음운장애 아동에 비해 조음장애 아동

의 수행력이 높았다.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 과제는 단순히 숫자

에 대한 음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운 정보를 기억하

고, 유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음장애 집단은 

음운에 어려움을 보이는 집단에 비하여 음운작업기억 능력이 좋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즉, 1-2개의 특정 음소에서만 오류를 보이는 아

동의 경우에는 음운처리능력의 결함이 비교적 덜 했으나, 음운 지

연이나 장애 아동은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처리하는 것에 전반적

으로 어려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숫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는 음운지연 아동이 조음장애 아동 비

해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숫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는 장기 기

억에 저장 되어있는 어휘집 중에서도 어휘를 산출하기 위한 음운 

정보에 접근하는 효율성을 반영하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말소리장

애 아동 중에서도 음운지연 아동은 조음장애 아동에 비해 숫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어휘집에 접근하여 음운 정보를 인출하는 시

간이 느리고 말 처리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는 하위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다. 기술 통계치를 보면 조음장애 집단보다 음운지연이나 음운장

애 집단이 글자를 인식하고 이름을 산출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

요했다는 경향성을 볼 수 있다. 학령 전기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빠른 이름대기 눙력을 살펴본 Kim과 Kim (2009) 연구에 

따르면, 음운장애 아동은 조음장애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빠른 이

름대기 속도가 느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 

중 4명이 일음절 글자 해독이 불가능하여 글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지 못 하였다. 이 아동들의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을 

분류하면 조음장애가 1명, 음운지연이 2명, 음운장애가 1명이었다. 

이는 조음장애 아동에 비해 음운지연이나 음운장애 아동의 글자 

빠른 자동이름대기 수행력이 본 연구 결과보다도 더 낮을 수 있음

을 암시한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말소리장애 하위 집단 간 음운처리 하위 

영역인 음운 인식, 음운단기기억, 음운작업기억, 빠른 자동 이름대

기 능력을 살펴본 결과,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와 숫자 거꾸로 따

라말하기, 숫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서 말소리장애 하위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집단의 음운처리 과제에 대한 

수행력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과제에서 조음장애 집단이 가장 높

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 결과는 Stackhouse와 Wells (1997)의 말 처

리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Stackhouse와 Wells (1997)의 말 처리 모

델을 살펴보면 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입력 과정과 출력 과정 중

간 단계인 음운 표상, 의미 표상, 운동프로그램의 단계를 모두 거쳐

야 한다. 조음장애 집단의 경우 출력상에서만 어려움을 보이는 집

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운처리능력의 손상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음운지연 아동이나 음운장애 아동은 들은 

음운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작

하고 처리하는 것, 또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음운 정보에 대

한 접근성 면에서 조음장애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는 공통적으로 말소

리장애 유무와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을 구별해주는 과제로 나타

났다.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말 처리 과정

(Stackhouse & Wells, 1997) 중 말 지각 능력, 음운 표상, 말운동프

로그래밍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결함이 있을 경우 무

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령 전기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

기 능력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수행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가 견고한 기저 음운표상을 

필요로 함을 이야기하였으며, 말소리장애 아동은 기저의 음운 표

상의 질과 견고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Sutherland 

& Gillon, 2005). 일반 아동에 비해 말소리장애 아동의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능력이 저조하고, 말소리장애 아동 중에서도 조음장

애 아동에 비해 음운장애 아동의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수행력

이 낮은 것은 말소리장애 아동 중에서도 음운장애 아동이 말 처리 

과정, 특히 음운 표상의 결함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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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령기 아동을 평가할 때에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를 통

해 아동의 음운처리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중재 시에도 아동의 

처리 능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낮은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수행력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음운 표상과 말운동프로그래밍상의 

결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는 나아가 말소리장애 아동이 문자 해

독 및 읽기 상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별로 읽기 장애 동반 비율이 다

른지 살펴보고 만약 특정한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에서 읽기 장애 

동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 말소리장애 아동은 언어학적 증상인 음운 오

류패턴 특성 이외에 음운처리능력에서도 특성이 다른 이질적인 집

단이라는 사실을 지지하였다. 이는 말소리 아동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 산출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말 산출의 상위

단계인 음운처리과정에서의 결함이 있는지 변별하여 살펴보는 평

가를 진행하고 중재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적

어 정규분포가 나타나지 않아 음운처리능력을 비교할 때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후에 더 많은 수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음소 수준 음운 인식 과제나 숫자 따라말

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전

체적으로 낮은 수행력을 보여, 이와 관련된 음운처리능력이 학령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도 말소리장애 유무와 

음운처리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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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말소리장애 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음운처리능력 비교 연구

피민경1·소금빈1·하승희2

1한림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청각언어연구소

배경 및 목적: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처리능력을 비교하고, 말소리장애의 하위 유형에 따라 음운처리능력의 과제 수행

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학교 1-3학년 말소리장애 아동 32명과 일반 아동 21명을 대상으로 음운처리능력을 살펴보았다. 또

한 말소리장애 아동을 조음장애, 음운지연, 음운장애 유형으로 나누어 음운처리능력을 살펴보았다. 음운 인식 능력은 음절, 음소 수준

으로 나누었다. 음운단기기억 능력은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와 숫자 따라말하기, 음운작업기억 능력은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를 실

시하였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은 숫자와 글자 자극을 사용하였다. 결과: 말소리장애와 일반 아동 간에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를 

제외한 모든 음운처리과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말소리장애의 하위 집단 간 음운처리능력을 살펴본 결과,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는 음운장애 아동이 조음장애 아동에 비해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는 음운지연과 음운

장애 아동이 조음장애 아동에 비해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숫자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는 음운지연 아동이 조음장애 아동

에 비해 수행력이 낮았다. 논의 및 결론: 학령기 말소리장애 아동을 단일 집단으로 일반 아동과 비교했을 때에는 음운처리과제 중 무의

미 낱말 따라말하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과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시사하고 있다.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별로 음운처리능력이 

유의하게 다른 것은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별로 중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어: 음운처리능력, 음운 인식, 음운 기억, 빠른 자동 이름대기, 말소리장애, 초등 저학년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교비학술연구과제(No. HRF-202005-004)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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