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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onword 
length and phonological complexity on the performances of nonword repetition in Ko-
rean-speaking children. Methods: Typically developing Korean-speaking children of age 5 
to 9 (N= 152)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asked to repeat 32 nonwords of differ-
ent lengths (2 to 5 syllables) and of two levels of phonological complexity. Two scoring 
methods were applied: total number of correctly repeated nonwords and percentage of 
correctly repeated syllables. Results: A three-way ANOVA of age× nonword length× phono-
logical complexity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main effects of age, nonword length, 
and phonological complexity and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nonword length and 
age. In other words, the older children repeated nonwords more accurately than the youn-
ger children, and the children experienced more difficulty in correctly repeating the longer 
or phonologically complex nonwords relative to the shorter or phonologically simple non-
words. The effect of nonword length on children’s repetition performances decreased with 
ag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speaking children of age 5 to 9 repeat 
nonwords more accurately as they grow up. The effects of nonword length and phonologi-
cal complexity on nonword repetition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e.g., Gallon, Harris, & Van der Lely, 2007; Munson, Kurtz, & Windsor, 2005). How the differ-
ences in the features of nonwords, test procedures, and scoring systems may affect chil-
dren’s performances on nonword repetition test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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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어 따라말하기는 모국어 음소들의 연쇄로 구성되었지만, 해

당 언어의 단어가 아닌 비단어를 듣고 따라말하는 검사이다. 표면

적으로는 단순한 검사이지만, 비단어 따라말하기를 정확하게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각, 언어처리, 기억 및 말산출 능력이 필요

하다. 비단어를 듣는 순간 음향신호를 지각하고, 그 음향신호를 음

운적으로 표상하여 기억해야 하며, 기억한 음운표상을 발음하기 

위하여 조음 움직임을 계획하고, 말산출을 위한 근육운동을 실행

하여야 한다. 아동이 자라면서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을 위해 필

요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처리 능력들이 발달하고, 따라서 아동

기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향상된다(Ar-

chibald & Joanisse, 2009; Chiat & Roy, 2007; Gathercole & Bad-

deley, 1989; Roy & Chiat, 2004). 결국, 아동들이 비단어를 따라말

할 때 보이는 수행의 개인차는 아동의 청각정보 재인 및 처리 능력, 

말소리 특질에 대한 변별 정확도, 음운 표상의 견고성 혹은 체계화 

정도, 비단어의 음운정보를 기억 저장하는 능력, 말소리 산출을 위

한 운동 프로그래밍 능력 및 조음의 발달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

데, 연구자들은 특히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아동의 음운작업

기억 능력을 반영한다는 데에 관심을 가져왔다(Gathercole & Bad-

deley, 1989; Gathercole, Willis, Baddeley, & Emslie, 1994).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로 측정된 음운작업기억 능력은 아동의 어휘 습

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고(Gathercole 

& Baddeley, 1989; Gathercole, Willis, Emslie, & Baddeley, 1992),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일반아동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많은 연

구자들은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언어습득과 처리 어려움이 이들의 

음운작업기억 능력의 결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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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  황민아

(Archibald & Gathercole, 2006; Bishop, North, & Donlan, 1996; 

Conti-Ramsden, 2003; Conti‐Ramsden, Botting, & Faragher, 2001; 

Conti-Ramsden & Hesketh, 2003; Dollaghan & Campbell, 1998; 

Gathercole & Baddeley, 1990; Montgomery, 1995).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 결함은 주로 

영어권 연구들에서 보고되었으나, 스페인어, 스웨덴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연구들에서도 단순언

어장애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 결함이 관찰되었다(Bor-

tolini et al., 2006; Girbau & Schwartz, 2007; Rispens & Parigger, 

2010; Sahlen, Reuterskiold-Wagner, Nettelbladt, & Radeborg, 1999; 

Thordardottir et al., 2011). 이와 같이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일관

되게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됨에 따라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을 일반아동으로부터 선

별하는 도구로써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의 유용성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을 얼마나 민

감하고 정확하게 선별하는지는 연구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비

단어 따라말하기 검사 점수를 통해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을 일반

아동들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지

만(Dollaghan & Campbell, 1998),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 단독으

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선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문장 

따라말하기와 같은 다른 측정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연구자들도(Archibald & Joanisse, 2009; Conti-Ramsden, et al., 

2001)있었다. 흥미롭게도, 광둥어를 사용하는 단순언어장애아동

들의 경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생활연령이 같은 또래아동

들에 비해서도 낮지 않았다(Stokes, Wong, Fletcher, & Leonard, 

2006). 이는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권 연구들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최소한 또래 아동들에 비해

서는 유의미하게 저조했던 선행 연구들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Stokes 등(2006)은 이러한 결과가 영어와 구별되는 광둥어 비단어

들의 음운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동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서의 차이가 언어간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언어로 만들어진 같은 길이의 비단어

라도 해당 언어의 단어들과 비단어 사이의 유사성과 같은 비단어

의 음운 특성이 아동들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Gathercole, 1995; Munson, Kurtz, & Windsor, 2005). Graf Es-

tes, Evans와 Else-Quest (2007)은 영어권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

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단어 따라말하기 연구들을 망라하여 분

석하였는데, 연구들에 사용된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들은 비단

어 항목의 개수, 비단어의 길이, 조음복잡성, 단어유사성, 검사 실

시 방법, 채점 방식 등 검사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

였다. Graf Estes 등(2007)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

이나 통제집단의 특성 등 연구마다 다른 측면들과 더불어 이러한 

검사도구 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 사

이의 수행 차이의 정도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언어발달지체아동들을 선별하는 데 

유용한 검사이나, 이 검사의 언어장애 선별 정확도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검사를 구성하는 비단어의 특성이나 검사 

방법상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언어발달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

말하기 수행에 관련된 연구는 영어권 연구들에 비교할 때 상대적

으로 많지 않다. Yang, Yim, Kim과 Han (2013)의 연구에서 2-6세 

어휘발달지체아동들이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또래 아동들에 비해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유의미하게 저조하였고, Park과 Hwang 

(2011)에서는 5-6세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어린 일반아동들에 비해서도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유의미하

게 저조하다고 보고하였다. 언어장애 자체는 아니지만 다른 다양한 

이유로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이중언어사용 아동(Hong & Yim, 2014), 조음장애아동(Kim 

& Ha, 2014; Lee & Sim, 2003), 인공와우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아동

(Lee, Yim, & Sim, 2012) 등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아동집단

들 또한 일반아동에 비하여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저조한 수행

을 보였다. 이렇듯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들이 비단어를 정확히 

따라말하기 어려운 데에는 음운작업기억뿐 아니라 비단어에 대한 

청지각이나 조음 능력 등이 서로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언어처리의 어려움을 갖는 아동들이 모두 비단

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저조한 것은 아니었다. 2-3세의 말늦은 아동

들이나(Oh & Yim, 2013),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들

(Hwang, 2014)은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또래 일반아동들과 다르지 

않았다. 말늦은 아동이나 읽기부진 아동들이 언어발달지체로 진

단된 Yang 등(2013)이나 Park과 Hwang (2011)의 연구대상들과 동

질적인 언어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린 아동

의 늦은 표현어휘 능력이나 학령기 시기의 읽기부진이 단순언어장

애와 갖는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기반하여 언어장애를 의심하는 것에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연령 면에서 Oh와 Yim 

(2013)의 아동들은 2-3세로 아주 어렸고, Hwang (2014)의 연구대

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비단어 따라

말하기 검사의 언어장애 선별 정확도는 아동의 연령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 수행에 한국어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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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

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 일반아동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의 발

달적 변화를 조사한 연구는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Hwang과 

Ha (2010)의 연구뿐이다. Hwang과 Ha (2010)에서 아동들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향상되었다. 연령 증가

에 따른 따라말하기 수행의 변화는 음절수가 긴 비단어에서 두드

러졌는데, 전체적으로 아동들은 1-4음절로 구성된 비단어의 길이

가 길수록 비단어를 따라말하는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이러한 경

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서, 5세 아동들은 4음절 비단어

도 전체 음소의 95%를 정확하게 따라 말하였다. 그런데, 다른 비단

어 따라말하기 검사와 달리, Hwang과 Ha (2010)의 연구에서는 필

요한 경우 3회까지 아동에게 비단어를 반복하여 들려주었는데, 이

러한 검사 실시 방법은 비단어에 대한 아동의 음운작업기억을 측

정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조음능력에 초점을 둔 방법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5-9세 일반 아동들의 비단

어 따라말하기 수행 양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단어의 길이와 조음복잡성이 한국 아동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수행 

양상이 채점양식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서의 변화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5-9세 아동들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단어의 길이와 조음복잡성은 언어장애 아동

들을 선별하는 검사도구로써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비단어 따

라말하기 수행을 일반아동들과 비교한 많은 연구들에서 단순언어

장애 아동들의 저조한 수행은 긴 비단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

타남을 일관되게 보고해왔다(Dollaghan & Campbell, 1998; Ellis 

Weismer et al., 2000; Munson et al., 2005). 단순언어장애아동이 모

두 뚜렷한 조음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조음발달의 지체와 

미세한 구강운동결함을 겪는 아동들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Roberts, Rescorla, Giroux, & Stevens, 1998; Stark & Black-

well, 1997), Gallon, Harris와 Van der Lely (2007)의 연구에서 단순

언어장애 아동들은 조음복잡성이 낮은 비단어보다 높은 비단어에 

대한 따라말하기 수행이 유의미하게 저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

단어 따라말하기에 대한 이 두 변인의 영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

는 한국 아동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

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에 대한 채

점 방법은 영어권 연구들의 경우, 비단어의 모든 음소를 정확히 따

라 말해야 1점을 주는 항목단위 채점을 사용하거나, 비단어의 전체 

음소 중 아동이 정확히 따라 말한 음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음소단

위 채점을 사용하였으나, 한국 아동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확히 

따라 말한 음절의 비율을 측정하는 음절단위 채점기준을 적용한 

연구들도 많다(Hwang, 2014; Kim & Ha, 2014; Oh & Yim, 2013; 

Yang et al., 2013). 이는 한국어 단어 인식이 음절단위로 이루어진

다는 선행연구 결과(Lee & Park, 1997)에 기반한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대해서 항목단위와 음

절단위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채점하고, 두 가지 채점양식에서 아동

의 연령이나 비단어의 길이 및 조음 복잡성이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경기와 충청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연구대상을 모집하였

다. 부모나 교사의 보고에 의거해 모든 아동들은 정상적으로 발달

하며 행동 정서 청력 및 신경학적 결함이 없었다. 각 연령별로, 5세 

36명, 6세 37명, 7세 24명, 8세 25명, 9세 30명으로 총 인원 15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검사 도구 

본 연구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에 포함된 항목들은 총 32개

의 비단어인데, 조음복잡성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었다. 단어의 조

음복잡성은 단어의 길이, 강세나 운율 굴곡의 양상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비단어 따라말하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비단어의 조음복잡성은 주로 비단어에 자음군(con-

sonant cluster)이나, 발달적으로 나중에 습득되는 자음들이 포함

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다(Gathercole, 1995; Gathercole 

et al., 1994; Graf Estes et al., 2007). 본 연구의 모든 비단어에는 발

달적으로 나중에 습득되는 자음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조음복

잡성의 구분은 종성 자음 포함 여부에 근거하였다. 조음 복잡성이 

낮은 16개 비단어는 모든 음절에 종성이 없는 CV 구조의 연속이었

고, 조음복잡성이 높은 나머지 16개 비단어에는 각 비단어당 1-2개

의 종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Gathercole 등(1994)이 제작한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에서 절반의 비단어들은 CV음절 구조로만 구성

되고, 나머지 절반의 항목들은 자음군을 포함하는 것과 유사하다. 

조음복잡성 조건별로 2음절부터 5음절까지 각각 4개의 비단어를 

제작하였다. 조음복잡성이 높은 비단어 안에서 종성을 포함하는 

음절이 연속되지 않도록 하였고 종성이 포함된 음절의 위치를 고정

하지 않고 다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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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단어의 단어 유사성은 한국어의 음운전

이 빈도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조작되었다. 비단어의 단어유사성

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 가능한데, 제작된 비단어가 얼마나 단

어와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주관적으로 평정하는 방법, 단어의 이웃

밀도(neighborhood density)나 음소전이 확률(phonotactic proba-

bility)에 기반하여 비단어에 포함된 음소연쇄들을 정하는 방법들이 

있다(Bailey & Hahn, 2001; Gathercole, 1995; Munson et al., 2005). 

이웃밀도가 비단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들마다 다

소 상이한 결과들을 보고하였지만(Bailey & Hahn, 2001; Lipinski 

& Gupta, 2005), 음소전이 확률이 높을수록 단어 유사성이 높으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향상되는 것은 일관되게 관찰되어 왔다

(Dollaghan & Campbell, 1998; Edwards, Beckman, & Munson, 

2004; Munson et al., 2005; Vitevitch & Luce, 2005). 예를 들어 “기”

나 “누”와 같이(예: 김, 기린, 눈, 누르다 등) 한국어 단어에서 자주 

출현하는 음소배열을 포함하는 비단어(예: 기누)는 “죠”나 “페”와 

같이 한국어 단어에서 잘 출현하지 않는 음소배열을 포함하는 비

단어(예: 페죠)보다 단어와 유사하게 인식되며, 단어와 유사한 비단

어들을 따라말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것이다. 

Gathercole (1995)은 단어유사성이 높은 비단어보다 단어유사성

이 낮은 비단어에 대한 따라말하기 수행이 숫자폭이나 단어폭 검

사와 같은 음운기억 측정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므로 단어유사

성이 낮은 비단어들이 아동의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유사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비단어들을 제작하고자 음소전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소연쇄들로 비단어를 구성하되, 한국어 단어에서 거의 출

현하지 않는 음소배열은 제외하고자 하였다. 음소전이 확률을 측정

하는 방법은 분석에 포함되는 음소의 수, 음소의 음절 내 위치에 대

한 고려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흔히 사용되

는 방법들 중 하나가 두 개의 음소가 발화 자료에서 함께 출현하는 

확률을 측정하는 것이다(Bailey & Hahn, 2001). Shin (2008)은 한

국 성인의 발화표본에서 한 음절에 포함된 인접한 두음소 연쇄(bi-

phones)가 출현하는 확률을 조사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Shin 

(2008)의 음소전이 확률에 기반한 기준을 바탕으로 비단어를 제작

하였다. 우선 한 음절 내 인접한 두 음소 연쇄의 누적빈도가 상위 

50%에 해당하는 음소(예: 가, 지)들을 제외함으로써 단어 유사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단어들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출현 빈도가 

극히 낮은 두 음소 연쇄로 구성된 비단어는 한국어 말소리로 인식

되지 않기 때문에, 음절 내 연결된 두 음소의 전이빈도가 0.1% 이하

인 음소연쇄는(예: 투, 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발달적으로 나

중에 습득되는 자음들(ㅅ, ㅆ, 초성 ㄹ) 및 이중모음은 비단어에 포

함시키지 않았으며, 청각적으로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는 모음들

은 하나만 사용하였다(예: /ㅔ/와 /ㅐ/). 

기본적으로 비단어 내의 음절들은 한국어 단어를 포함하지 않

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중국어의 영향으로 한 음절로 구성

된 한자어 단어가 많다. 일부 영어권 연구들과 같이 비단어 내의 한 

음절도 단어가 아니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위의 음소전이 

기준을 충족하는 음절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자

음과 모음의 연쇄로 구성된 비단어를 제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음운특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음소연쇄로 구성

된 비단어 내에서, 연속하는 두 개의 음절이 한국어 단어가 되지 않

도록 비단어를 제작하였다. 일차 제작된 비단어 중 일부는 일반아

동 5명과 언어장애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 결과에 근거

하여 수정되었다. 초성 자음은 상기 기준에 부합되는 한도에서 다

양한 자음들을 비단어에 포함시켰고 상대적으로 유형의 개수가 적

은 모음과 종성 자음 각각이 비단어에 포함되는 빈도를 비슷하게 

맞추었으며, 음운구조 유형별, 그리고 각 음절별로 특정 모음과 종

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배치하였다. 한국어의 7개 종성 중 ㄷ은 

예비검사 결과 아동들이 종성 ㄱ과 음향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려

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비단어 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확정된 비단어 목록은 전문 성우에게 의뢰하여 자연스럽게 발음

하도록 연습시킨 후 소음이 차단된 전문 녹음시설에서 녹음하였

다. 각 비단어를 발음하는 속도는 Dollaghan과 Campbell (1998)에

서 보고된 음절 길이별 비단어 발음 속도를 참조하여 지나치게 느

리거나 빠르지 않은 일반 속도를 유지하도록 연습시켰다. 개별 음성 

파일로 제작된 비단어들은 조음복잡성에 따라 두 개의 목록으로 

나누어 저장하였는데, 비단어 음성 파일은 MP3에 조음복잡성 조

건별로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비단어의 순서로 재생되도록 배

열하였으며, 각 비단어 파일들 사이에는 3초의 휴지기간을 삽입하

여 비단어를 듣고 아동이 따라말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다.

실험 절차 및 채점 방법

실험은 아동이 재학하는 유치원과 학교의 조용한 교실에서 일대

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였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사자와 마주보

고 앉은 아동에게 검사에 대한 지시문을 읽어주어 검사 절차를 설

명하고 2개의 연습용 비단어를 이용하여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아동이 검사절차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검사 절차를 이해할 때까

지 연습시행을 반복하였다. 연결잭을 이용하여 두 개의 이어폰을 



http://dx.doi.org/10.12963/csd.15254378    http://www.e-csd.org

Mina Hwang  •  Nonword Repetition o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비단어 재생용 MP3에 동시에 연결하고 하나는 아동이, 하나는 검

사자가 착용하여 아동에게 들리는 비단어를 검사자도 확인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의 주의집중을 확인하고 검사를 시작하였다. 검사자

는 별도의 녹음용 MP3에 연결된 마이크를 아동의 입 근처에 위치

시켜 아동의 모든 반응을 녹음하였다. 전체 문항은 한 번만 들려주

는데, 단 주변 소음으로 인해 아동이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후 해당 비단어만 검사자의 입을 가리고 

육성으로 한 번 들려주었다.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검사자는 아동

의 반응을 녹음하는 동시에 아동의 입모양까지 관찰하여, 모든 음

소를 정확히 따라 말한 경우 바로 표시하고, 틀린 음소가 있는 경우 

가능한 즉시 검사지에 기록하였으나, 비단어 간 휴지기간 3초를 넘

기지 않는 조건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자는 검사 종료 후 녹

음된 아동의 발화를 들으며 모든 반응을 정확히 전사하였다.

채점 방법은 항목단위와 음절단위의 2가지 채점방식을 시행하

였다. 항목단위 채점에서는, 아동이 비단어를 완벽하게 따라 말한 

경우 1점, 비단어의 음소가 하나 이상 틀린 경우는 0점으로 채점하

였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점수는 각 음절길이 별로 8점씩 총 32점이

다. 음절단위 채점방식에서는 아동이 정확하게 발음한 음절에 1점

을, 음절 내 음소가 하나라도 틀린 경우 0점을 주었다. 예를 들어, 3

음절 비단어를 완벽하게 따라말하면 3점을 부과하였다. 음절단위 

채점의 최대점수는 비단어의 길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단어

의 길이별로 전체 음절 수 중 아동이 정확하게 따라 말한 음절 수의 

비율을 구하였다. 

자료분석 

두 가지 채점 방식에 근거한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 점수 각각

에 대해서 연령(5)×조음복잡성(2)×비단어길이(4)의 혼합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여 아동의 연령에 따라 조음복잡성과 비단어길이

가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자료들의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은 항목단위 채점과 음절단위 

채점에 따라 두 개의 점수로 계산하였다. 항목단위 점수에 대한 연

령(5)×조음복잡성(2)×비단어길이(4)의 혼합삼원분산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F(4,147) =11.923, p< .001, ηp
2 = .245), 조음복잡성의 

주효과(F(1,147) =179.075, p< .001, ηp
2 = .549), 비단어길이의 주효과

(F(3,441) =133.867, p< .001, ηp
2 = .477)가 유의미하였고, 비단어길이

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12,441) =2.132, p= .014, ηp
2 = .055), 조음

복잡성과 비단어길이의 상호작용 효과(F(3,441) =21.253, p< .001, 

ηp
2 = .126) 또한 유의미하였다. 조음복잡성과 연령의 상호작용과 

(F(4,147) = .296, p>.05), 조음복잡성×비단어길이×연령의 상호작

용(F(12,441) = .438,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음절단위 점수는 정확히 발음한 음절들의 합이 전체 음절 수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분석에서는 비율점수

에 대한 arcsin 변환을 실시하였다. 연령(5)×조음복잡성(2)×음절

길이(4)의 혼합삼원분산분석 결과 연령의 주효과(F(4,147) =11.961, 

p< .001, ηp
2 = .246), 조음복잡성의 주효과(F(1,147) =196.458, p< .001, 

ηp
2 = .572), 비단어길이의 주효과(F(3,441) =58.608, p< .001, ηp

2 = .285)

가 유의미하였고, 비단어길이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12,441) =1.988, 

p = .024, ηp
2 = .051), 조음복잡성과 비단어길이의 상호작용 효과

(F(3,441) =23.827, p< .001, ηp
2 = .139) 또한 유의미하였다. 조음복잡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과(F(4,147) = .365, p>.05), 조음복잡성×비단

어길이×연령의 상호작용(F(12,441) = .917,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대

한 항목단위 점수와 음절단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단어의 음운복잡성에 따른 연령별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의 

평균은 항목단위 점수를 Table 1, 음절단위 점수를 Table 2에 제시

하였다. 

Table 1. Number of correctly repeated items in the nonword repetition test

Phonologically simple Phonologically complex Total

Age (yr)
   5 9.69 (3.05) 6.97 (2.32) 16.67 (4.36)
   6 11.02 (2.36) 7.76 (2.83) 18.78 (4.50)
   7 10.79 (2.87) 7.96 (2.59) 18.75 (4.88)
   8 12.72 (2.18) 10.00 (2.53) 22.72 (4.01)
   9 12.76 (1.65) 9.60 (1.89) 22.36 (2.77)
Average 11.30 (2.74) 8.34 (2.69)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2. Percentage of correctly repeated syllables in the nonword repetition 
test

Phonologically simple Phonologically complex Total

Age (yr)
   5 82.39 (11.29) 72.62 (8.52) 77.51 (8.26)
   6 85.57 (8.50) 75.19 (12.97) 80.38 (9.89)
   7 86.68 (8.78) 77.60 (7.26) 82.14 (7.18)
   8 93.00 (5.31) 84.79 (9.39) 88.89 (6.62)
   9 92.68 (4.41) 84.76 (5.17) 88.72 (3.88)
Average 87.62 (9.18) 78.43 (10.46)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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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두 채점 양식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은 향상되었고, 

조음이 단순한 비단어에 대한 수행 정확도가 복잡한 비단어에 대

한 수행보다 높았다. 조음복잡성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

의 양상은 연령의 증가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또한 두 채점 양식에서 동

일하게 나타났는데, 인접한 연령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수행의 차이

는 7세와 8세 아동들 사이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5, 6, 7세 

아동들의 수행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고, 8세와 9세 아동

들 사이의 수행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비단어 따라

말하기 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령간 차이는 5세= 6세=  

7세<8세= 9세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Figures 1과 2는 비단어의 길이와 조음복잡성에 따라 비단어 따

라말하기 수행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Figure 1에서 드러나

듯이 항목단위 점수에서는 음절수가 증가할수록 비단어 따라말하

기 수행 정확도가 낮아졌는데, 사후분석 결과 5음절 비단어에 대한 

수행이 4음절 비단어에 대한 수행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p< .001), 

4음절 비단어에 대한 수행은 3음절 비단어보다(p< .001), 3음절 비

단어에 대한 수행은 2음절 비단어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p< .001). 

그러나, 음절 단위 점수에서는 5음절 비단어에 대한 수행이 나머지 

2, 3, 4음절 비단어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던(p< .001) 것을 제외하면 

다른 음절들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항

목단위 점수와 음절단위 점수가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비단

어 길이의 주효과를 보였으나, 항목단위 점수에서 비단어길이의 효

과크기가 ηp
2 = .477 인데 비하여 음절단위 점수의 효과크기가 ηp

2 =  

.285인 것을 볼 때, 항목단위 점수가 비단어 길이의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음복잡성과 비단어 길이 사이의 상호작용은 Figures 1과 2에

서 보이듯이 다른 음절들에 비해 3음절 비단어에 대한 수행에서 조

음복잡성에 따른 수행차이가 두드러지게 큰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항목단위 점수와 음절단위 점수에서 모

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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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verage number of correct items according to item length and pho-
nological complexity.

Figure 2. Average percentage of correct syllables according to item length 
and phonological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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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verage number of correct items according to item length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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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연령과 비단어길이의 상호작용은 Figures 3과 4에서 관

찰할 수 있다. Figure 3의 항목단위 점수분포에서 보이듯이 짧은 비

단어보다 긴 비단어에 대한 수행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바꿔 말하면, 어린 아동일수록 2, 3

음절의 짧은 비단어보다 4, 5음절의 긴 비단어를 따라말하는 데에 

특히 어려움을 보였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단어 따라말하

기 수행정확도가 향상되는 경향은 2, 3음절보다는 4, 5음절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Figure 4의 음절단위 점수분포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5-9세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단어 따라말

하기 수행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모든 음절이 CV로 구

성된 비단어보다 종성을 포함하여 조음복잡성이 높은 비단어를 

따라말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어려웠다. 비단어의 길이가 길어질수

록 따라말하기 수행정확도는 떨어졌지만, 비단어길이에 따른 수행

변화의 폭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었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향상

되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

였듯이 아동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청각변별 능력부터 음운표상, 음운작업기억, 조음 능력까지 다

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달이 연령 증가에 따

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음운

작업기억의 측면에서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억용량 자체가 늘어

났을 수도 있지만, 제한된 기억용량을 사용하는 처리 효율성 또한 

연령과 함께 증가했을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령

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수행 차이는 모든 인접 연령 사이에

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8, 9세 아동들의 수행이 5, 6, 7세 아동들

의 수행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6-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Archibald와 Joanisse (2009)에서도 비

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지만 인접 

연령에서는 수행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hiat와 Roy (2007)에서는 2-4세 아동들을 6개월 기준으로 연령집

단을 구성했음에도 인접 연령집단들 사이의 수행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연령이 어릴 때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의 향상 폭이 커서 인접연령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만, 아동이 학령기에 가까워 지면서 연령 증가에 따른 비단어 따

라말하기 수행 향상의 폭이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데 어린 아동들

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의 향상 폭이 큰 것

이 반드시 음운작업기억의 용량 증가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학령 전 어린 아동들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음운지각이나 

조음능력의 발달적 변화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적 변화가 

비단어 따라말하기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조음복잡성이 높은 비단어보다 낮은 비단어에 대한 아동들의 

따라말하기 수행이 더 정확한 본 연구의 결과도 선행연구(Gallon 

et al., 2007)와 일치한다. 이러한 조음복잡성에 따른 따라말하기 수

행의 차이는 모든 연령에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비

단어 따라말하기에서 연령과 조음복잡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

지 않은 이유 또한 조음발달과 관련지어 추정해볼 수 있는데, 본 연

구의 대상 아동들은 만 5세 이상이어서 조음발달이 어느 정도 안

정화되었고 늦게 습득되는 음소들도 비단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에 일부 음절들에 종성이 포함되는 정도의 조음복잡성 증가로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비단어의 길이가 길어지면 아동의 따라말하기 수행이 저조해지

는 결과들도 역시 선행연구들의(Hwang & Ha, 2010; Munson et 

al., 2005)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더 어린 한국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한 Hwang과 Ha (2010)의 연구결과는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이 향상되는 현상은 2, 3음절로 구성된 짧은 비단어보다 4, 5음

절로 구성된 긴 비단어에 대한 따라말하기 수행에서 뚜렷이 나타

났다. Hwang과 Ha (2010)의 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의 향상은 1, 2음절의 짧은 비단어보다 3, 4음절의 

긴 비단어에서 두드러짐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Hwang과 Ha (2010)

에서 5세 아동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 정확도는 1, 2음절 비단

어에서 100%, 3음절에서 98%, 4음절 비단어에서 조차 95%이었던

데 반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5세 아동의 경우 2, 3, 4음절 비단어에 

대한 수행은 음절단위 점수에서 각각 83.9%, 82.7%, 81.2%로 나타

났다. 두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수행 차이는 연구방법의 차이

에 기인한 것 같다. 비단어의 특성에서 Hwang과 Ha (2010)는 어린 

아동들의 조음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7개의 자음과 3개의 모음만

으로 비단어를 제작하였으며, 2음절과 3음절 비단어의 일부는 자

음을 포함하지 않는 모음의 연쇄로 구성되는 등 조음 복잡성이 낮

은 비단어들인데 반하여, 본 연구의 비단어들은 모든 음절에 초성

자음이 있었고, 일부 음절에는 종성자음도 포함되었다. 채점 방식

에서도 Hwang과 Ha (2010)는 음소단위로 채점하여, 본 연구의 항

목단위 및 음절단위 채점보다 따라말하기의 수행정확도가 높게 나

타났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검사 실시 방법이었는데, 

Hwang과 Ha (2010)에서는 검사자가 아동에게 비단어를 직접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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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들려주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단어를 녹음하여 들려주었기 

때문에 아동들은 비단어를 들을 때 입모양의 시각적 단서를 활용

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비단어를 한 번만 들려

주었고, 소음으로 인하여 아동이 비단어를 제대로 못 들었다고 판

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모든 시행이 끝나고 해당 비단어를 한 

번만 더 들려주고 따라 말하게 한데 반하여, Hwang과 Ha (2010)는 

아동이 반응이 없는 경우 비단어를 연속 3회까지 반복해 주었기 때

문에 음운정보 기억의 부담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을 채점할 때, 항

목단위와 음절단위의 두 가지 채점양식을 적용하였는데, 두 채점양

식에 따른 점수는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통계분석 결과를 보여주었

다. 그러나, 비단어의 길이에 따른 주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에서는 

두 채점 양식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항목단위 점수에

서는 인접한 길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석 쌍 사이의 수행차이가 

유의미하였지만, 음절단위 점수에서는 5음절 비단어에 대한 수행

이 2, 3, 4음절 비단어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ηp
2으로 측정된 비단어 길이의 효과크기도 항목단위 점수가 

음절단위 점수에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

목단위 점수체계가 비단어 길이 차이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에서 어떠한 채점양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서 틀린(혹은 정확히 따라말한) 음소나 

음절의 세밀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음절이나 음소단위 채점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에, 언어장애 아동들을 선별

하기 위해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항목단위 채점

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언어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들에 비해서 짧

은 비단어보다 긴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더 많은 오류를 보인다

는 사실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 

비단어 길이에 따른 수행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단위 점수가 음절이나 음소단위 점수보다 언어처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을 더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또한, 임상장

면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도 적용하기 간단하고 시간이 덜 소

요되는 항목단위 채점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음절단위 채점을 위해

서는 검사하는 동안 아동 반응을 녹음한 후 다시 듣는 절차가 필요

하지만, 항목단위 채점은 검사에 숙달된 검사자의 경우 검사가 진

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채점을 마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궁극

적으로,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를 통하여 언어장애아동을 일반

아동으로부터 변별하는 정확도가 채점 방식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의 언어장애아동들과 일반아

동들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은 단순언어장애아동

들을 선별하는 정확도에 있다. 그런데,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의 

다양한 특징들이 아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이 검

사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를 모든 연령의 아동들에게 적용하기는 어

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까지 연구대

상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비단어 검사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어유사성이 낮은 비단어들을 제작하였고 비단어 제시 방법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음된 비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훨

씬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Oh와 Yim (2013)

이나 Hwang과 Ha (2010)에서처럼 비단어를 검사자가 육성으로 들

려주는 것이 어린 아동들이 비단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검사가 단어유사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비단어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여 5음절까지만 비단어

를 제작하였는데, 10세 이상의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시행하

기 위해서는 더 긴 비단어들이 포함되어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

과 중 비단어의 길이와 조음복잡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은 

다른 음절보다 3음절 비단어에서 조음복잡성의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기 때문인데, 이러한 결과는 3음절 비단어의 일반적 특성이라

기보다는 본 연구에서 3음절 비단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조음복잡성이 높은 비단어가 낮은 비단어보다 훨씬 어렵게 

제작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본 연구에서 각 음절과 조음복잡성 조

건 별로 해당하는 비단어 항목 수가 4개뿐이었던 것이 이러한 의도

치 않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단어 따라

말하기 검사를 제작할 때는 아동의 수행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

는 충분한 수의 비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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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list of nonwords

단순 음운구조 복합 음운구조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태누 무짜배 캐피저노 처바히무노 너붐 주돔처 곤쩌핼무 쟁꺼디눌바

바또 머비빠 꼬미더배 보차두떠매 딩캐 딥태혼 카준모덩 배팜미놀저

찌모 조너꾸 너부치모 호누카디머 눅짜 졸터누 갱머딜꾸 파보딕떠군

버주 부더끼 따버매디 재누터미파 잴부 매넙또 치몬두낵 히캄더붕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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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아동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황민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배경 및 목적: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는 언어장애 아동들을 선별하는 데 유용한 검사로 여러 언어권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검사의 여

러 가지 특성들이 따라말하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5-9세 일반 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 양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단어의 길이와 조음복잡성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5-9세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반아동 152명이 연

구에 참여하였다. 2-5음절 길이의 비단어 32개가 제작되었는데 그중 반은 조음복잡성이 높고 나머지 반은 조음복잡성이 낮았다. 아동

들은 녹음된 비단어를 듣고 따라말하였으며 아동들의 수행은 항목단위와 음절단위 두 가지 양식으로 채점되었다. 결과: 연령(5)×조

음복잡성(2)×비단어길이(4)의 혼합 3원 분산분석 결과 연령, 조음복잡성, 비단어길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연령과 비단어길이, 

조음복잡성과 비단어길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단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비단어 따라말

하기 수행은 향상되었는데, 비단어길이의 효과는 연령이 어린 아동들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5-9세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반아동들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은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 비단어길이, 조음복잡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단어의 특성, 검사실시 방법, 채점 양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 비단어길이, 비단어의 조음복잡성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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