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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에 따른 음운처리능력과 언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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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existing literature has conflicting findings about the pre-literacy and
language skills of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SSD), which may be due to the
heterogeniety within SS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children with SSD with low phonological awareness (PA) are at greater risk for acquiring
phonological processing skills (phonological memory and phonological retrieval) and
language skills (expressive vocabulary and sentence repetition) than the chidlren with SSD
with high PA. Methods : Eleven 56~75 month-old children with SSD (5 children with
SSD-low PA and 6 children with SSD-high PA) and their sex- and age-matched
typically-developing peers (TD) were participated. The performance in PA task, non-word
repetition task (NWR), rapid automatic naming task (RAN) (alphanumeric and
nonalphanumeric), sentence repetition task (SR) and REVT of children with SSD-low PA
and SSD-high PA were compared to those of their typical peers. Results : Findings
indicate that the SSD-low PA group performed more poorly on NWR, RAN-alphanumeric,
and REVT-expressive than the TD group. The SSD-high PA group performed better on SR
than other groups and showed the performance levels between SSD-low PA and TD
groups on the other tasks, though not significant.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hypothesis that children with SSD-low PA may be more vulnerable to
difficulties in phonological processing and language skills than children with SSD-high PA
and T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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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기존의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이들의 음운처리능력과 언어능력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인 이유는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의 이질성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4~6세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을 음운인식능력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음운처리능력(음운기억, 음운인출)과 언어능력(표현어휘, 문장 따라말하기)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 56~75개월 사이의 말소리장애 아동 11명과 이들과 성별과 월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1명이 본 연구에 참여했다. 다시 말소리장애 아동을 음운인식능력에 따라 나눈 후, 세 집단 간
음운인식 과제,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빠른 이름대기 과제(비문자 조건, 문자 조건), REVT(수용,
표현),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의 수행을 비교했다. 결과 : 연구결과,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빠른
이름대기 과제-문자 조건, REVT 표현어휘력에서 음운인식능력이 낮은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음운능력이 좋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다른 과제들에서 음운능력이 낮은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보다는 높고 또래 아동 집단보다는
낮은 수행 경향성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는 가장 우수한 수행 경향성을
보였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낮은 음운인식능력은 문해능력 결함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임상에서 이들의 음운처리능력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한 예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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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on & Edwards, 2010). 더 정교한 음운표상을 가질수록 더

Ⅰ. 서 론

우수한 어휘능력을 가진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Mody, 2003), 이
많은 연구들이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운처리 및 문해 기술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ird et al., 1995;

러한 상반된 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이 아동의 어
휘능력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다(Foy & Mann, 2012).

Larrivee & Catts, 1999; Raitano et al., 2004; Rvachew et

일부 연구에서는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여 말소리장애

al., 2003). 그러나 모든 말소리장애 아동이 문해 기술에 어려움이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살펴보았다(Kamhi & Catts, 1986;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요인 중 하나로 음운인식능력이 꼽히고 있

Seeff-Gabriel et al., 2010; Williams & Chiat, 1993). 문장

는데,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따라말하기는 과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언어적 측면이 유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얽혀 작용하기 때문에 어휘 지식, 작업 기억 등과 같은 각각의 언

아동보다 음운인식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 반면(Anthony et

어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언어구조의 처리능력

al., 2011; Carroll & Snowling, 2004; Min et al., 2015;

을 보는 것이라고 여겨진다(Klem et al., 2015). 정확한 조음능력

Preston & Edwards, 2010, Raitano et al., 2004), 다른 연구

이 모국어 말소리 체계에 대한 아동의 기저의 지식을 반영한다는

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Bishop & Adams, 1990; Lewis

측면에서 볼 때(Rvachew & Grawburg, 2006), 말소리장애 중,

& Freebairn, 1992)고 보고하였다.

적어도 일부는 인지-언어 영역의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Shriberg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인 이유는 학령전기 말소리장

et al., 1997).

애 아동 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

이상과 같이 기존의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있다(Dodd, 1995; Leitao et al., 1997; Shriberg et al.,

이들의 음운기억능력과 음운인출능력, 어휘와 문장 따라말하기 능

1997). 말소리장애 아동들의 하위유형을 타당하게 구분하여 음운

력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인 이유는 음운인식능력에 따른

인식 및 문해 기술 위험군 아동에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의 이질성 때문일 수 있다(Lewis

다면, 하위집단의 구분은 임상적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Freebairn, 1992; Shriberg,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4~6

(Crosbie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들의

세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을 음운인식능력에 따라 두 집단으로

음운인식능력에 따라 이후 문해기술을 예측한다고 알려진 음운처

나누어 이들의 음운처리능력(음운기억, 음운인출)과 언어능력(표현

리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언어능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어휘, 문장 따라말하기)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은 음운처리능력, 즉 음운기억능력과 음운
인출능력에 영향을 준다.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의 음운인식능력과
음운기억능력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였고(Mann &
Liberman, 1984; Oakhill & Kyle, 2000), 음운인식에 어려움을

1.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운인식능력에 따라 음운처리
능력(음운기억, 음운인출)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2.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운인식능력에 따라 언어능력
(표현어휘, 문장 따라말하기)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에 음운기억에도 어려움을 보일 가
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Adams

&

Gathercole,

1995;

Ⅱ. 연구 방법

Schussler, 2012). 특히 말-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음운기억능력, 어휘 간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에서, 일반 아
동의 경우 음운기억능력과 어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던

1. 연구 대상

반면, 말-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음운기억능력과 음운인식능력 사이
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Tattersall et al., 2015).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는 수용어휘능력이 양호한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

말-언어장애 아동들이 새로운 단어의 음운정보를 처리할 때 자신

동을 선별하기 위하여 (a) 1급 혹은 2급 언어재활사로부터 말소리

들의 손상된 음운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장애로 진단받고 사설 치료실 혹은 복지관에서 조음치료를 받고

말소리장애 아동들의 음운인식능력은 음운인출능력에도 영향을

있는 아동으로, (b) 우리말조음검사(U-TAP; Kim & Shin, 2004)

미칠 수 있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출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결과 –2SD 이하에 속하였으며, (c) 음운인식 평가나 중재를 받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적이 없는 아동들 14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에게 수용·표현 어휘력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빠른 이름대기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

검사(REVT; Kim et al., 2009)의 수용어휘력검사를 실시하여 –

반면(Leitao et al., 1997; Preston, 2008), 다른 연구에서는 두

2SD 이하인 아동 3명을 제외한 후 최종 11명의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 간 차이가 없다(Raitano et al., 2004)고 보고하였다. 특히

을 선정하였다. 이후 두 집단 간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과

빠른 이름대기 과제의 경우 과제의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제 점수 평균 차이를 극대화하도록 집단을 나누었다. 이렇게 나누

데, 이는 과제 수행에 미치는 음운능력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

어진 높은 음운인식능력을 가진 말소리장애 아동(SSD-high PA)과

일 수 있다(van den Bos et al., 2002; Wagner et al., 2013).

낮은 음운인식능력을 가진 말소리장애 아동(SSD-low PA)에 대한

말소리장애 아동들의 음운인식능력은 언어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말소리장애 아동의 어휘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상
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Dodd & McCormack, 1995;
70

정보는 표 1과 같다.
일반 아동 11명은 (a) 말소리장애 아동과 성별(한 명 제외)과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에 따른 음운처리능력과 언어능력

월령(±3개월)을 일치시킨 아동으로 (b) 부모 혹은 어린이집/유치

영역 검사의 내용타당도는 음운인식 과제에서 평균 4.67점, 비단어

원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다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말하기 과제의 경우 4.53점, 빠른 이름대기 과제의 경우 평균

(c) 연구자의 선별검사에서 조음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아동

4.30점,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평균 4.35점으로, 모든 검사과

들 또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Kim et al., 2009) 중 수

제가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Kim et al., 2018).

용어휘력검사에서 –2SD 이상으로 수용어휘능력이 양호한 아동들
이었다.

① 음운인식 과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56~75개월(M=65.14,

SD=6.06) 사이의 아동 22명으로, 남아 9명(36.4%), 여아 13명
(63.6%)이었다(표 1).

1998). 과제는 첫음절 변별(우유 우산 아기 바지) 3문항과 끝음절
변별(주스 버스 주사 가시) 3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s

SSD-high
PA
(N=6)

TD
(N=11)

(sensitivity)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별 과제를 사용하였
다(Kang & Kim, 2007; Kwon et al., 2001; Scarborough,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SSD-low
PA
(N=5)

음운처리능력 중 먼저 음운인식 과제는 소리단위에 대한 민감성

ID

Sex

Months REVT-R

PCC

PA

101

F

56

52

81.3

0.0

102

M

58

46

72.1

16.7

103

M

59

33

72.1

16.7

104

M

64

62

72.0

0.0

105

F

75

59

93.0

33.3

201

M

57

34

74.4

50.0

202

F

65

45

83.7

83.3

203

F

67

69

81.3

100.0

204

M

68

74

93.0

100.0

205

F

69

50

83.0

83.3

206

F

74

71

93.0

100.0

301

F

59

73

83.3

302

F

59

59

100.0

303

M

60

52

83.3

304

M

61

68

83.3

305

M

64

80

50.0

306

F

63

61

83.3

307

F

68

70

100.0

308

M

69

67

100.0

309

F

70

65

66.7

하였으며, 문자 조건에서는 숫자 이름대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색

310

F

74

66

83.3

깔 이름대기 과제는 아동들에게 익숙한 색깔 6개(하양, 파랑, 초

311

F

74

68

66.7

록, 보라, 빨강, 노랑)가 무작위로 3번 반복되었으며 9×2 배열로

SSD-low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low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SSD-high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high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female;
M=male;
REVT-R=REVT-receptive test (raw scores); PCC=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 (%); PA=phonological awareness (%).

② 음운기억능력: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아동의 음운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를 사용하였다(Gathercole & Baddeley, 1990). 과제 수행 시 아
동은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음운 형태를 처리하고, 그 음운 표상을
부호화하여 저장·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어로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아동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모사한다고
여겨진다(Baddeley,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단어 따라말하
기 과제는 2음절(예, 느배), 3음절(예, 깨자티), 4음절(예, 이구낭
뿔), 5음절(예, 누비재구미), 6음절(예, 루지다마리노)까지 각 음절
길이에서 4단어씩 총 20개의 비단어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말소리
장애 아동의 오류음소 목록에 포함되는 음소의 오류일 경우 오류
로 계산하지 않았다.
③ 음운인출능력: 빠른 이름대기 과제
아동의 음운인출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빠른 이름대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빠른 이름대기 과제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친숙한 자
극의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비문자 조건과 문자 조건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비문
자 조건에서는 색깔 이름대기 과제와 사물 이름대기 과제를 사용

제시되었다. 사물 이름대기 과제는 아동들에게 익숙한 일음절 사물
6개(곰, 눈, 배, 코, 책, 달)가 무작위로 3번 반복되었으며 9×2 배
열로 제시되었다. 숫자 이름대기 과제는 숫자 6개(1, 3, 4, 6, 7,
8)가 무작위로 3번 반복되었으며 9×2 배열로 제시되었다. 연구대
상 아동들 모두 숫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과제를 실
시하였다.

2. 실험 방법
④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
1) 검사 도구
본 연구의 음운인식 과제,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빠른 이름대
기 과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의 경우 Kim(2018)의 과제 일부를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의 구문적 난이도는 문장길이와 문장구조
적 측면으로 나누어, 3낱말 단문, 5낱말 단문, 5낱말 접속복문 및
5낱말 내포복문 각각 3문장씩 총 12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용하였다(부록 1). 각 과제의 문항들은 아동의 음운처리능력과 언
어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각각의 하위

⑤ 표현어휘력 검사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은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Kim et
al., 2009)의 표현어휘력검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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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절차

Ⅲ. 연구 결과

검사는 일대일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 1회 방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아동의 주의력이나 개인사정, 치료실이나 유치원/어
린이집 일정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하였다. 검사를 시
작하기 전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에, 검사자가 검사에 대해
소개하고 검사를 시작하였다. 검사자는 실전문항에 앞서 연습문항
을 실시하여 아동이 과제 수행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3. 결과 산출
음운인식 검사 점수는 문항에 기초한 정반응율(정반응한 문항

1. 기술통계
음운인식능력이 높은 말소리장애 아동(SSD-high PA), 음운인식
능력이 낮은 말소리장애 아동(SSD-low PA), 일반 아동(TD)의 집
단에 따른 음운처리과제와 언어과제 수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음운처리과제와 언어과제 수행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in phonological processing and
language tasks

수/총 문항 수 × 100)을 산출하였다.

SSD-low
PA
(N=5)

SSD-high
PA
(N=6)

TD
(N=11)

Total
(N=22)

p

Months

62.40
(7.64)

66.67
(5.61)

65.27
(5.59)

65.00
(5.99)

.38

REVT-R

41.20
(25.65)

51.33
(28.26)

62.55
(6.15)

54.64
(20.31)

.22

REVT-E

40.60
(30.32)

58.83
(13.48)

71.45
(7.87)

61.00
(20.14)

.01

PCC (%)

78.10
(9.24)

84.86
(7.17)

-

81.78
(8.50)

.12

PA
(%)

16.67
(20.41)

86.11
(19.48)

81.82
(15.73)

68.18
(33.30)

.00

NWR
(%)

71.00
(12.85)

85.20
(11.84)

91.48
(5.96)

85.11
(12.27)

.02

RAN-no
nalphan
umeric
(sec.)

30.36
(9.87)

24.62
(9.28)

20.94
(4.61)

24.09
(7.99)

.05

RAN-nu
mber
(sec.)

31.68
(11.40)

23.15
(7.16)

15.79
(4.89)

22.53
(7.33)

.02

SR
(%)

80.37
(16.80)

98.46
(2.97)

96.30
(3.70)

93.27
(10.70)

.04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의 경우 음절에 기초한 정반응율(정확하
게 산출한 음절 수/총 음절 수 × 100)을 산출하였다.말소리장애
아동의 오류음소 목록에 포함되는 음소의 오류일 경우 오류로 계
산하지 않았다.
문장 따라말하기 검사의 경우 어절에 기초한 정반응율(정확하게
산출한 어절 수/총 어절 수 × 100)을 산출하였다.
빠른 이름대기 과제의 경우 비문자 조건은 색깔 이름대기 과제
와 사물 이름대기 과제에서의 반응시간의 평균을, 문자 조건은 숫
자 이름대기 과제에서의 반응시간을 산출하였다.

4. 평가자 간 신뢰도
전체 데이터 중 4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자료 분석 기
준과 지침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신뢰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언어치료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2명 간 신뢰도를 산출
하였다. 음운인식 과제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문장 따라말하
기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가 일치한 문항 수를 전체 문항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 환산하였다. 빠른 이름대기 과제의 경우 평가자
간 측정 반응시간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본 검사의 평가
자간 신뢰도는 음운인식 과제에서 99.0%,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에서 98.3%,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96.9%, 빠른 이름대기 과
제에서 81.5%로 나타났다.

5.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과제

SSD-low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low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SSD-high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high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Kruskal-Wallis p-value; REVT-R=
REVT-receptive test (raw scores); REVT-E=REVT- expressive test
(raw scores); PCC=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 (%); PA=
phonological awareness (%); NWR=non-word repetition task (%);
RAN=rapid automatized naming task (sec.); SR=sentence repetition
task.

점수 차이를 극대화하도록 집단을 나누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높은
음운인식능력을 가진 말소리장애 아동(SSD-high PA)과 낮은 음운
인식능력을 가진 말소리장애 아동(SSD-low PA), 그리고 일반 아

집단에 따라 월령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
는 없었다(p=.38).

동(TD)과의 음운처리능력(음운기억과 음운인출능력) 및 언어능력
(표현어휘와 문장 따라말하기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 집단 간 음운처리능력 차이 비교 결과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각 집단을 짝으로 묶어서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

먼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로 살펴본 음운기억능력에서 집단

고, 이 때 유의수준은 검정 수로 나누어 0.0167(0.05/3)로 해석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2, 표 2, 그림 1). 사후검정을 위

였다.

해 집단 간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SSD-low PA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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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TD 아동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 SSD-low

표현어휘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p=.01, 표 2, 그림 3). 집단 간

PA집단과 SSD-high PA 집단 사이(p=.13), SSD-high PA 집단과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SSD-low PA집단과 TD 아

TD 아동 사이(p=.26)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SSD-low PA집단과

빠른 이름대기 능력으로 살펴본 음운인출능력의 경우, 비문자
조건(색깔 및 사물)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SSD-high PA 집단 사이(p=.25), SSD-high PA 집단과 TD 아동
사이(p=.04)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1), 숫자 조건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로 살펴본 언어능력에 집단 간 차이가 있

(p=.02, 표 2, 그림 2). 사후검정을 위해 집단 간 Mann-

었다(p=.038, 표 2, 그림 4). SSD-high PA 집단이 제일 높았고,

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SSD-low PA집단과 TD 아동 사이

다음으로 TD 아동, SSD-low PA집단이 제일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SSD-low PA집단과 SSD-high
PA 집단 사이(p=.25), SSD-high PA 집단과 TD 아동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

SSD-low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low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SSD-high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high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그림 1. 집단간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 비교 결과

Means in the same ellips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SSD-low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low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SSD-high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high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REVT-R=REVT-receptive test (raw scores).

그림 3. 집단간 REVT 수행 비교 결과
Figure 3. Performance in REVT across groups

Figure 1. Performance in non-word repetition task across groups

Means in the same ellips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king
longer reflects low performance.
SSD-low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low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SSD-high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high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RAN=rapid automatized naming task
(sec.); Taking longer reflects low performance.

그림 2. 집단간 빠른 이름대기 과제 수행 비교 결과

SSD-low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low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SSD-high PA=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with high phonological awareness skill;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그림 4. 집단간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 비교 결과
Figure 4. Performance in sentence repetition task across groups

Ⅳ. 논의 및 결론

Figure 2. Performance in rapid automatized naming task across
groups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을 음운인식능력
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음운처리능력(음운기억과 음운

3. 집단 간 언어능력 차이 비교 결과

인출)과 언어능력(표현어휘 및 문장 따라말하기)을 살펴보았다.
첫째, 음운처리능력(음운기억, 음운인출) 중 음운기억과제에서

세 집단 간 수용어휘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p=.22),

음운인식능력이 낮은 말소리장애 아동은 또래 아동들보다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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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보였다. 특히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경우 아동의 말소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적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오류 패턴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

실시하여 대표성이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

들보다 낮은 수행을 보여 낮은 음운기억 용량이 말소리장애와 관

을 음운인식 능력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추후 집단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Adams &

구분을 위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보

Gathercole, 1995).

완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대상군을 확장하여 후속 연구

음운인출능력을 측정한 빠른 이름대기 과제의 경우, 비문자 조

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음운

건(색깔, 사물)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숫

처리능력과 표현어휘력, 구문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두 아동의

자 조건에서 음운인식능력이 낮은 말소리장애 아동은 또래 아동들

구어 산출이 필요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는 이미 말소리산출에

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이는 비문자 조건과 문자 조건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말소리장애 아동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아동

수행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van den Bos et

의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

al., 2002; Wagner et al., 2013), 본 연구의 학령전기 말소리장

애 아동의 음운능력과 언어능력을 살펴보았으나 어휘 능력과 문장

애 아동들 또한 문자 조건에서의 수행이 아동의 음운능력과 더 높

따라말하기 능력만으로 아동의 언어 능력을 논하기에는 제한점이

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있다. 또한 아동의 말소리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가족력,

둘째, 표현어휘력 검사와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REVT 수용어휘력 검사에서 –2SD 이상으로

사회경제적지위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추후 아동의 내적, 외적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아동의 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운인식능력이 낮은

연구 및 임상현장에서 말소리장애와 이후 읽기장애의 관련성이

말소리장애 아동이 또래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표현어휘능력을

계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읽기능력의 강력한 예측 인자로 알려진

보였다. 문장 따라말하기 능력 또한 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

음운처리능력과 언어능력에 대한 이들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

히 음운능력이 좋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다른 과제들에서 음

의 수행 양상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운능력이 낮은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보다는 높고 또래 아동 집단

본 연구 결과 음운인식능력이 낮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음운인식능

보다는 낮은 수행 경향성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문장 따라말하기

력이 높은 말소리장애 아동보다 읽기에 어려움을 가질 확률이 높

과제에서는 가장 우수한 수행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언어장애 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음운인식능력이 낮은 말

동 집단이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읽기장애 아동 집단보다 낮

소리장애 아동들은 음운기억, 음운인출, 어휘에서뿐만 아니라 문장

은 수행을 보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Kamhi & Catts,

따라말하기 능력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령전기 말

1986),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의 경우 단순한 음운처리능력이 아닌

소리장애 아동 집단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임상에서 이들의 음운처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더욱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Klem

리능력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한 예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데

et al., 2015).

에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결과는 학령전기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이 음운인식능력에 따라 서로 별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기존에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한 것

참고문헌

(Anthony et al., 2011; Bishop & Adams, 1990; Carroll &
Snowling, 2004; Lewis & Freebairn, 1992; Min et al.,

Adams, A. M., & Gathercole, S. E. (1995). Phonological working

2015; Preston & Edwards, 2010, Shriberg et al., 1997)이 이

memory and speech production in preschool children.

들 집단이 음운인식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유형으로 구성되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8(2),

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Dodd, 1995; Leitao et al.,

403-414. doi:10.1044/jshr.3802.403

1997; Shriberg et al., 1997). 음운인식능력이 낮은 말소리장애

Anthony, J. L., Aghara, R. G., Dunkelberger, M. J., Anthony, T.

아동의 낮은 음운기억능력과 낮은 어휘력이 말소리장애의 원인인

I., Williams, J. M., & Zhang, Z. (2011). What factors place

지 결과인지 혹은 또 다른 관계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였으나,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at risk for reading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음운기억의 결함이
어휘와 말소리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부정확한 음운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0(2), 146-160. doi:10.1044/1058-0360(2011/
10-0053)

표상이 장기기억에 저장된다면, 말 산출 계획은 이러한 부정확성을

Baddeley, A. (2000). The episodic buffer: A new component of

포함할 것이다. 반면, 낮은 어휘능력이 음운기억에 저장을 주고 말

working memor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4(11),

산출 오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말소리장애 아동은 초기 낱

417-423. doi:10.1016/S1364-6613(00)01538-2

말 습득에서 지체를 경험하고, 또래보다 적은 음운 표상을 가질

Bird, J., Bishop, D. V. M., & Freeman, N. H. (1995). Phonological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소리장애가 음운기억과 어휘에 영향을 미

awareness and literacy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쳤을 수 있다. 아동은 낱말을 정확히 들었지만 음운루프 상에서

expressive phonological impairments. Journal of Speech,

부정확하게 반복하고, 부정확한 소리 연쇄가 장기기억에 저장될 수
있다.

74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8(2),

446–462.

doi:10.1044/jshr.3802.446
Bishop, D. V., & Adams, C. (1990). A prospective study of the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에 따른 음운처리능력과 언어능력

impairment,

Klem, M., Melby‐Lervåg, M., Hagtvet, B., Lyster, S. A. H.,

phonological disorders, and reading retardation. Journal of

Gustafsson, J. E., & Hulme, C. (2015). Sentence repetition

1027–1050.

is a measure of children's language skills rather than

relationship

Child

between

Psychology

specific

and

language

Psychiatry,

31(7),

working memory limitations. Developmental Science, 18(1),

doi:10.1111/j.1469-7610.1990.tb00844.x
Carroll,

J.

M.,

& Snowling,

M.

J.

(2004).

Language

and

146-154. doi:10.1111/desc.12202

phonological skills in children at high risk of reading

Kwon, O. S., Yoon, H. K., & Lee, D. H. (2001). The theory of

difficul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Hangul acquisition and it’s implication. Korean Journal of

45(3), 631-640. doi:10.1111/j.1469-7610.2004.00252.x

Psychology, 20(1), 211-227.

Crosbie, S., Holm, A., & Dodd, B. (2005).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severe speech disorder: A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40(4), 467-491.
Madison: Brown & Benchmark.
differential

children

with

expressive

phonological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8(2),
118-128. doi:10.1044/1058-0360.0802.118

Dodd, B., & McCormack, P. (1995). A model of speech
for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 211-227.]
Larrivee, L. S., & Catts, H. W. (1999). Early reading achievement
in

Dodd, C. H. (1995). Dynamic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rocessing

[권오식, 윤혜경, 이도헌 (2001). 한글읽기 발달의 이론과 그 응용.

diagnosis

of

phonological

Leitao, S., Hogben, J., & Fletcher, J. (1997). Phonological
processing

skills

disorders. In B. Dodd (Ed.), Differential diagnosis and

children.

European

treatment of children with speech disorders (pp. 65-89).

Communication, 32, 91–111.

Chichester: Whurr Publishers.

in

speech

and

Journal

language

of

impaired

Disorders

of

Lewis, B. A., & Freebairn, L. (1992). Residual effects of preschool

Foy, J. G., & Mann, V. A. (2012). Speech production deficits in

phonology disorders in grade school, adolescence, and

early readers: Predictors of risk. Reading and Writing,

adulthood.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4),

25(4), 799-830. doi:10.1007/s11145-011-9300-4

819-831. doi.org/10.1111/j.1460-6984.1997.tb01626.x

Gathercole, S. E., & Baddeley, A. D. (1990). Phonological

Mann, V. A., & Liberman, I. Y. (1984). Phonological awareness

memory deficits in language disordered children: Is there

and verbal short-term memory: Can they presage early

a causal connec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reading problem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7,

29(3), 336-360.

592-599.

Kang, J. K., & Kim, Y. T. (2007). Phonological awareness of

Min, J. H., Lee, K. J., Choi, S. H., & Choi, C. H. (2015).

preschool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Phonological awareness and writing ability of school-aged

impairment.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2,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Journal

32-51.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4(4), 225-236.

[강진경, 김영태 (2007). 취학전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음운인식에

doi:10.15724/jslhd.2015.24.4.021

관한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2,

[민종현, 이경재, 최성희, 최철희 (2015). 학령기 말소리장애 아동

32-51.]

과 일반 아동의 음운인식 및 쓰기능력. 언어치료연구, 24(4),

Kamhi, A., & Catts, H. (1986). Reading disabilities and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

NSSLHA

Journal,

14,

225-236.]
Mody, M. (2003). Phonological basis in reading disability: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evidence. Reading and Writing,

101-118.
Kim, Y. T,. Hong, K. H., Kim, K. H., Ch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16, 21-39.
Oakhill, J., & Kyle, F. (2000). The relation between phonological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awareness and working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Child Psychology, 75(2), 152-164. doi:10.1006/jecp.1999.

검사(REVT).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529

Kim, Y. T. (2018). Korean Language Processing Screening Test

Preston,

J.

(2008).

Phonological

processing

and

speech

for Children (in preparation). Seoul: Paradise Welfare

production in preschoolers with speech sound disorders.

Foundation.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김영태 (2018). 아동언어처리능력선별검사(LAPST-C) (준비중). 서
울: 파라다이스.]

Preston, J. L., & Edwards, M. L. (2010). Phonological awareness
and types of sound errors in preschoolers with speech

Kim, Y. T., Lee, H. J., Kang, J. K., & Kim, H. C. (201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Language Processing Screening
Test for Children.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sound

disord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3(1), 44–60.
Raitano, N. A., Pennington, B. F., Tunick, R. A., Boada, R., &

[김영태, 이현정, 강진경, 김효창 (2018). 아동언어처리능력선별검

Shriberg, L. D. (2004). Pre-literacy skills of subgroups of

사(LAPST-C)의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Journal of Child

개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심사중).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Kim, Y. T., & Shin, M. J. (2004).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Seoul: Hakjisa.
[김영태, 신문자 (2004).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 서울: 학지사.]

Psychology and Psychiatry, 45(4), 821–835. doi:10.1111/
j.1469-7610.2004.00275.x
Rvachew, S., & Grawburg, M. (2006). Correlates of phonological
awareness in preschoolers with speech sound disorders.

75

언어치료연구(제27권 제4호)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9(1),
74-87. doi:10.1044/1092-4388(2006/006)

Disorders, 4, 38-53.
Shriberg, L. D., Austin, D., Lewis, B. A., McSweeny, J. L., &

Rvachew, S., Ohberg, A., Grawburg, M., & Heyding, J. (2003).

Wilson, D. L. (1997). The speech disorders classification

Phonological awareness and phonemic perception in

system (SDCS): Extensions and lifespan reference data.

4-year-old children with delayed expressive phonolog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0(4),

skill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2(4), 463–471. doi:10.1044/1058-0360(2003/092)

723-740. doi:10.1044/jslhr.4004.723
Tattersall, P. J., Nelson, N. W., & Tyler, A. A. (2015).

Scarborough, H. S. (1998). Early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Associations among nonword repetition and phonemic and

for reading disabilities: Phonological awareness and some

vocabulary awarenes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Child

other promising predictors. In B. K. Shapiro, A. J. Capute,

Language

& P. J. Accardo (Eds.), Specific reading disability: A view

doi:10.1177/0265659014554719

of the spectrum (pp. 75-119). Timonium: York Press.

and

Therapy,

31(2),

159-171.

van den Bos, K. P., Zijlstra, B. J. H., & lutje Spelberg, H. C.

Schussler, K. (2012). Working memory processes in children with

(2002). Life-span data on continuous-naming speeds of

and without persistent speech sound disorders. (Doctoral

numbers,

dissertation).

word-reading speed.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6(1),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Lincoln.

Retrieved from http://digitalcommons.unl.edu/dissertations
/AAI3522086/
imitation

as

a

tool

in

identifying

expressive

morphosyntactic difficulties in children with severe speech
difficul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45(6), 691-702.
Shriberg,

L.

D.

phonological

letters,

colors,

and

pictured

objects,

and

25-49. doi:10.1207/S1532799XSSR0601_02
Wagner, R. K., Torgesen, J. K., & Rashotte, C. A. (2013).

Seeff-Gabriel, B., Chiat, S., & Dodd, B. (2010). Sentence

76

Teaching

(1994).

Five

disorders.

subtypes

Clinics

of

in

Comprehensive Test of Phonological Processing (2nd ed.).
Austin: Pro-Ed.
Williams, N., & Chiat, S. (1993). Processing deficits in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 and delay: A comparison of
responses to a series of output tasks. Clinical Linguistics &

developmental

Communication

Phonetics, 7(2), 145-159. doi:10.3109/02699209308985551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에 따른 음운처리능력과 언어능력

부록 1. 실험 과제의 예시
Appendix 1. Examples of the experimental tasks
① 음운인식 과제
지시문: 선생님이 들려주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문항의 단어를 들려준다) 이제 다음에 들려주는 세 개의 단어 중에서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단어와 같은 소리로 시작되는/끝나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
첫음절 변별

끝음절 변별

번호

문항

보기

번호

문항

보기

연습

우유

우산 아기 바지

연습

쥬스

버스 주사 가시

1

나무

나비 노래 거미

1

하마

치마 개미 휴지

2

김밥

기린 김치 신발

2

바지

의자 비누 돼지

3

가방

구두 이불 가지

3

수박

시계 호박 공부

②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지시문: 지금부터 들려주는 단어를 잘 듣고 들은 그대로 따라 말해주세요. 한번만 들려주니 잘 듣고 따라 말해야 해요 . (연습 :
뚜채)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느배

깨자티

토보가이

누비재구미

루지다마리노

마뚜

모구다

이구낭뿔

조매누버리

로미띠르저니

조나

버구디

프가태지

바즈다거니

보매이낭깡비

퍼티

니아코

너바거노

랠비애티머

리기도아캐마

③ 빠른 이름대기 과제
지시문: 지금부터 보여주는 색깔들을 잘 보고 이름을 말해보세요. (연습) 화면이 바뀌면 방금 보았던 색깔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말해주세요. 책을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말하면 돼요 .

④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
지시문: 지금부터 들려주는 문장을 잘 듣고 들은 그대로 따라 말해주세요. 한번만 들려주니 잘 듣고 따라 말해야 해요 . (연습 :
개미가 물어요, 머리를 빗겨요)
3낱말 단문

5낱말 단문

5낱말 접속복문

5낱말 내포복문

그림을 연필로 그려요
공주가 치마를 입어요

엄마가 커다란 비누로 빨래를 해요

누나가 오면 고모가 빵을 만들어요

삼촌이 기차를 타는 것을 기다려요

동생이 아기한테 작은 공을 던져요

이모가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셔요

오빠가 새를 보는 강아지를 불러요

사람이 차에서 내려요

친구가 밖에서 그네를 신나게 타요

아빠가 힘들어서 하품을 크게 해요

언니가 창문을 세게 닫으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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