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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배소 ․이성은. ‘아동용 조음검사’의 개발: 공인타당도 검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5, 
제10권, 제1호, 82-96. 본 연구는 아동의 조음능력을 평가하기 한 ‘아동용 조음검사’를 개발

하고 이 검사에 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아동용 조음검사’는 총 70

개의 말소리를 37개의 낱말로 검사한다. 70개의 말소리는 우리말의 음운특성, 음운발달, 음운빈

도를 면 히 검토하여 우리말의 19개 자음을 다양한 음운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선정하

다. 한 37개의 낱말은 학령 기 아동이 그림을 보고 자발 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

하 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하여 3 - 5세의 일반아동 30명을 상으로 새로운 조음검사인 

‘아동용 조음검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림자음검사’, 그리고 자발 인 발화 분

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아동용 조음검사’의 자음정확도는 ‘그림자음검사’의 자음정확도와 상

계수 .92의 유의미한 상 을 나타내었고 자발 인 발화의 자음정확도와도 상 계수 .91의 유

의미한 상 을 나타내었다. 한 ‘아동용 조음검사’는 체 자음정확도 뿐만 아니라 조음방법별 

정확도에 있어서도 자발 인 발화와 상 계수 .55 - .95의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이상의 결과

는 ‘아동용 조음검사’가 조음음운장애를 진단하는 공식 인 조음검사도구로서 타당하며 자발

인 발화를 보완하는 유용한 검사도구임을 입증해주었다.

핵심어: ‘아동용 조음검사’, 공인타당도, 자음정확도

I. 서  론

조음음운장애(articulatory and phonological disorders)는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다. 조음음운장애는 학령 기 아동의 10 - 15 %, 등학생의 6 %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동에게 흔한 의사소통 장애이다(Office of Scientific and Health Reports, 1988). 

조음음운장애를 진단하기 하여 먼  아동의 말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아동의 실제 인 말 자료를 

얻으려면 놀이나 화 에 나타나는 자발 인 발화(spontaneous speech)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타당

하다(Stoel-Gammon & Dunn, 1985). 그러나 자발 인 발화는 우리말의 모든 음운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자료 수집과 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 아동마다 언어내용과 음운구성이 다르므로 자료

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래아동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자발 인 발화의 이러한 단 을 보완한 것이 공식검사(formal test)를 이용한 진단이다. 공식검

사란 검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낱말이나 문장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이다. 공식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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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짧은시간 내에 다양한 음운에 한 조음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목표 음운을 사하는 데에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 한 목표 음운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료 분석이 용이하고 래아동과의 

객 인 비교가 가능하다. 공식검사는 이러한 높은 임상  활용도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화 수집을 보

완하는 유용한 평가도구로 인정받고 있다(Bankson & Bernthal, 2004; Lowe, 1994).

어의 경우 60년  이후 다양한 종류의 조음검사들이 출 되었다(Bleile, 2004). 그 에서 최근

까지 꾸 히 개정되고 있는 통 인 검사 유형이 말소리목록 검사(sound inventory test)이다. 이 검

사는 모국어의 모든 자음을 한 번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낱말들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아동이 목표자음 

에서 몇 개나 바르게 산출했는지를 평가한다. 어의 공식검사에는 연령별 규 을 제시하고 있고 검

사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가 검증된 것이 많다(Paul, 2001).

우리말의 경우 90년  이후 몇몇 조음검사들이 출간되었다. 모두 말소리목록 검사 고 가장 

표 인 것으로 ‘그림자음검사(김 태, 1994)’를 들 수 있다. 이 검사는 25개의 낱말을 이용하여 낱말 처

음에 오는 성(어두 성), 낱말 간에 오는 성(어 성), 그리고 종성 치에 오는 우리말 자음을 

한번씩 검사한다. 2 - 6세 아동 150명을 상으로 정확도에 한 연령별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각 

자음의 습득 연령이 제시되어 있어서(김 태, 1996) 임상 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음검사는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이 있다. 첫째, 음운발달 측면에서 검사가 

필요한 말소리가 빠져있거나 검사가 불필요한 말소리가 포함되어 있다. 를 들어 동일한 자음이라 할

지라도 낱말 끝에 오는 종성(어말종성)과 낱말 간에 오는 종성(어 종성)이 서로 다른 발달을 보이고

(김민정․배소 , 2000; 홍진희․배소 , 2002), /ㅣ/ 모음 앞에 오는 마찰음과 다른 모음 앞에 오는 마

찰음이 서로 다른 발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희정․이승환, 1999; 박애경․이승환, 2000) 이러한 차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조음검사는 많지 않다. 반면에 성인의 평상시 말에서 어두 성 /ㄹ/는 /ㄴ/로 치

될 수 있고 어 성 /ㅎ/는 생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신지 ․차재은, 2003) 기존의 조음검사는 

어두 성 /ㄹ/와 어 성 /ㅎ/를 검사한다.

둘째, 기존의 말소리목록 검사는 자음의 출 빈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입말을 상으로 한 자음

빈도 연구를 살펴보면, /ㅃ, ㅉ/와 같이 실제 발화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자음이 있는가 하면 /ㄱ, ㄴ/와 

같이 다른 자음보다 몇 배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자음도 있다(김민정․배소 ․고도흥, 2001; 박서린, 

2000). 그러므로 모든 자음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공식검사 결과는 아동이 보이는 실제 인 조음음운

장애의 증도(severity)를 반 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조음검사는 아동에게 부 하거나 목표자음을 유도하기 어려운 낱말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 구체 으로 ‘짝짜꿍’과 같이 그림화가 어려운 낱말, ‘오뚝이’와 같이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

는 낱말, 아동마다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낱말을 이용하

면 검사하고자 하는 자음에 해 자발 인 반응을 얻기가 어렵고 따라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게 얻어진 모방 반응은 자발 인 반응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넷째, 우리말 조음검사 에는 검사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나 타당도(validity)가 검증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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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문항 검증, 규  작성과 더불어 표 화된 검사도구 제작에 포함되는 

요한 과정이다(강 규, 2004; 성태제, 2002). 신뢰도란 측정을 반복시행할 때 어느 정도 일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한 것이고, 타당도란 검사도구의 측정치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

정하 는가에 한 것이다. 어의 조음검사들은 내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검사-재검사 신뢰

도, 채 자간 신뢰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고,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연령에 따른 수 차

이, 자음의 습득연령 등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 다(Fudala & Reynolds, 1993; Goldman & Fristoe,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음검사의 제한 을 보완한 말소리목록 검사로 ‘아동용 조음검사’를 

개발하 다. 새로운 조음검사를 제작할 때 고려한 사항은 (1) 우리말 자음의 음운  혹은 발달  특성

을 고려한 검사 문항의 선정, (2) 자음 빈도를 고려한 검사 문항의 설계, (3) 아동에게 한 검사 낱말

의 선정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조음검사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해보았다.

Ⅱ. 검사도구 제작

1. 검사 말소리의 선정

‘아동용 조음검사’는 70개의 말소리를 이용하여 우리말의 19개 자음을 검사하도록 구성하 다. 

검사 말소리는 국어음운론이나 음운발달 측면에서 요한 음운환경과 입말의 자음빈도를 고려하여 선

정하 다(김민정․배소 , 2000; 김민정․배소 ․고도흥, 2001; 박서린, 2000; 신지 ․차재은 2003; 

엄정희, 1994). ‘아동용 조음검사’의 검사 말소리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자음의 낱말내 치를 어두 성, 어 성, 어 종성, 어말종성의 4가지로 정하 다. 성의 

경우 성에 올 수 있는 18개의 자음을 검사하되 평상시 말에서 /ㄴ/로 치되기 쉬운 어두 성 /ㄹ/와 

생략되기 쉬운 어 성 /ㅎ/를 검사에서 제외하 다. 종성의 경우 종성에 올 수 있는 7개의 자음을 검

사하되 평상시 말에서 생략되기 쉬운 어 종성 /ㄷ/를 검사에서 제외하 다. 

그리고 자음유형마다 뒤에 오는 모음이나 자음환경을 다양화하 다. 성의 경우 양순 열음, 치

조 열음, 연구개 열음, 경구개 찰음, 치조마찰음의 후행모음에 설평순모음, 후설평순모음, 후설원

순모음이 2회 이상씩 골고루 오도록 하 다(<표 - 1> 참조). 종성의 경우 어 종성의 후행 자음을 양

순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으로 다양화 하 다(<표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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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후행모음을 다양화한 성 자음과 낱말 

성 자음 유형
후행 모음

설평순 후설평순 후설원순

양순 열음

치조 열음

연구개 열음

경구개 찰음

치조마찰음

‘빗’의 /비/

‘빨 ’의 /때/

‘딸기’의 /기/

‘찢어요’의 / /

‘시소’의 /시/

‘빨 ’의 /빠/

‘단추’의 /다/

‘컵’의 /커/

‘모자’의 /자/

‘사탕’의 /사/

‘포도’의 /포/

‘토끼’의 /토/

‘고래’의 /고/

‘단추’의 /추/

‘옥수수’의 /쑤/

<표 - 2> 후행자음을 다양화한 어 종성 자음과 낱말 

어 종성 자음 유형
후행 자음

양순음 치조-경구개음 연구개음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햄버거’의 /ㅁ, ㅂ/ 

-

‘양말’의 /ㅇ, ㅁ/

‘침 ’의  /ㅁ, ㄷ/

‘단추’의  /ㄴ, ㅊ/

‘화장실’의 /ㅇ, ㅅ/

-

-

‘장갑’의 /ㅇ, ㄱ/

* ‘-’는 성인의 평상시 말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자음 결합임

마지막으로 자음의 검사 횟수를 정하 다. 검사 횟수는 각 자음이 나타날 수 있는 낱말내 치에

서 어도 한 번 이상 검사하되, 하나의 자음이 성과 종성에서 각각 2회 이상의 검사 기회를 갖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성 /ㅎ/는 어두에서만 2회 검사하고 종성 /ㄷ/는 어말에서만 2회 검사하 다. 한 

출  빈도가 낮은 경음, 격음, 성문마찰음, 찰음, 종성 열음은 각각 2회만 검사하 지만, 출 빈도

가 높은 나머지 자음들은 1 - 3회의 검사 기회를 더 갖도록 하 다. 실제로 ‘아동용 조음검사’에서 검사

하는 자음의 빈도와 실제 발화에서 자음의 출  빈도는 비슷한 분포를 보 다(<그림 -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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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의 출현 빈도-아동

자음의 출현 빈도-성인

 '아동용 조음검사'

파열음    비음    마찰음    유음    파찰음 

<그림- 1> ‘아동용 조음검사’에서 검사 자음의 빈도와 우리말 자음의 출  빈도비교

(자음의 출  빈도는 성인의 경우 박서린(2000)의 연구에 기 하 고, 아동의 경우 김민정․배소 ․고도

흥(2001)의 연구에 기 하 음)

그밖에 ‘아동용 조음검사’는 우리말의 7개 단모음과 몇몇 이 모음에 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

록 하 다. 이 모음의 경우 평상시 말에서 생략되기 쉬운 /w/는 고려하지 않고 /j/로 시작하는 이 모

음만을 고려하 다. 앞에 자음이 없는 경우( : ‘양말’)와 자음이 있는 경우( : ‘병원’, ‘안경’)를 모두 포

함시켰다. 한 성자음 첨가 상을 악할 수 있도록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 ‘아 요’, ‘이빨’, 

‘우산’)도 포함시켰다.

2. 검사 낱말의 선정

‘아동용 조음검사’는 37개의 낱말을 이용하여 70개의 말소리를 검사하도록 구성하 다. 검사 시

간을 이기 하여 각각의 낱말에서 2 - 3개의 말소리를 동시에 검사하도록 하 다. 검사낱말은 목표

말소리를 검사하는 낱말로 한지와 아동이 그림을 보고 자발 으로 표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정하 다. 이를 알아보기 하여 3차에 걸친 비검사를 실시하 다. 

먼  의성어나 의태어, 4음  이상의 긴 낱말을 제외하고 검사 말소리마다 1 - 3개의 낱말을 정

하 다. 그리고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3, 4, 5세 아동 각각 10명씩을 상으로 1차 비검사를 실시하

다. 1차 비검사에서 부 하다고 단된 낱말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낱말들을 첨가한 후 일반유치원

에 다니는 3, 4, 5세 아동 각각 10명씩을 상으로 다시 2차 비검사를 실시하 다. 1차와 2차 비검

사에서 부 하다고 단된 낱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몇몇 외래어와 복합어는 다양한 발음이 실재하고 있어서 목표 말소리를 검사하기에 부

하 다. 를 들어 ‘컴퓨터’는 [컴비터]로 발음할 수 있어서 어  /ㅍ/ 검사 낱말로 부 하 고, ‘양

말’은 [양발]로 발음하는 아동이 종종 발견되어 어  /ㅁ/ 검사 낱말로 부 하 다. 둘째, 3음  낱말

의 경우 약화를 보이는 자음은 목표 말소리를 검사하기에 부 하 다. 를 들어 ‘ 사람’의 /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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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음 에 치해 있어서 약하게 발음할 경우 정확하게 조음하 는지를 단하기가 어려웠다. ‘화

장실’의 /ㅈ/도 [하안칠]처럼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ㅈ/ 검사 낱말로 부 하 다. 셋

째, 학령 기 아동에게 친숙하지 않거나 그림화가 어려웠던 ‘빗자루’, ‘ 시’, ‘양 ’ 등도 아동들의 자발

인 표 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 검사 낱말로 부 하 다. 

2차에 걸친 비검사 후 최종 으로 37개의 낱말을 선정하 다. 그리고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3, 

4, 5세 아동 각각 20명씩을 상으로 3차 비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선정된 낱말은 체로 학령

기 아동이 그림을 보고 자발 으로 산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어도 3세 아동의 75 %이상이 

자발 으로 표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최종 으로 선정된 37개의 검사 낱말과 70개의 검사 말소리는 

<표 - 3>과 같다.

Ⅲ. 공인타당도 검증

1. 연구 상

공인타당도를 분석하기 하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3 - 5세 아동 30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연령당 각각 10명씩이었고,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1  1이었다. 이들은 서울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

는 아동들로서 모두 서울 방언을 사용하 고, 한쪽 귀의 순음청력검사에서 20 dB의 500 Hz, 1 kHz, 2

kHz, 4 kHz 소리에 반응을 보 으며, 운동구어장애나 구개열 병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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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아동용 조음검사’에 포함된 37개의 검사 낱말(좌)과 70개의 검사 말소리(우)

검사낱말 발음 검사낱말 발음

포도
○△
포도 
 

꽃
○
꼳 
□

딸기
○△
딸기 
 

바퀴
  △
바퀴
 

사탕
○△
사탕 
 □

그네
○△
그네 
 

햄버거
○ 
햄버거
▽

시소
○△
시소 
 

옥수수
  △
옥쑤수 
▽

사람
○

싸람
▽  □

컵
○
컵
□

토끼
○△
토끼
 

빨
○△
빨때 
 

이빨
  △
이빨 
  □

책
○
책 
□

거북이
  △
거부기
 

색종이
  △
색쫑이
 

뱀
○
뱀 
□

머리
○△
머리
 

호랑이
  △
호랑이
 

양말 양말 
▽□

고래
○△
고래 
 

단추
○△
단추 
▽

찢어요
○

요
 

모자
○△
모자 
 

싸워요
○
싸워요
 

장갑
○△
장갑 
▽

아 요
  △
아 요
 

빗
○
빋 
□

병원 병원
  □ 

우산
  △
우산 
  □

안경 앙경
  □

침
  △
침  
▽

없어요
  △
업써요
▽

화장실
○  △
화장실
    ▽

올라가요
  △
올라가요
▽

나무
○△
나무 
 

 

성 어두(○) 어 (△)

양순

열음

/ㅂ/  뱀 빗 거북이

/ㅃ/ 빨 이빨

/ㅍ/ 포도 아 요

치조

열음

/ㄷ/ 단추 침 포도

/ㄸ/ 딸기 빨

/ㅌ/ 토끼 사탕

연구개

열음

/ㄱ/ 그네 고래 장갑 딸기

/ㄲ/ 꽃 토끼

/ㅋ/ 컵 바퀴

비음
/ㅁ/ 머리 모자 나무

/ㄴ/ 나무 사람 그네

찰음

/ㅈ/ 장갑 모자

/ㅉ/ 찢어요 색종이

/ㅊ/ 책 단추

유음 /ㄹ/ 올라가 호랑이 고래 머리

마찰음

/ㅅ/ 사탕 시소 우산 시소 화장실

/ㅆ/ 싸워요 없어요 옥수수

/ㅎ/ 햄버거 화장실

종성
어 (▽)

어말(□)
같은 치 다른 치

열음

/ㅂ/ 없어 컵

/ㄷ/ 꽃 빗

/ㄱ/ 옥수수 책

비음

/ㅁ/ 햄버거 침 뱀 사람

/ㄴ/ 단추 사람 우산 병원

/ㅇ/ 장갑 양말 화장실 사탕 안경

유음
/ㄹ/

올라가 이빨 양말

○는 어두 성, △는 어 성, ▽는 어 종성, □는 어말종성에 해당하는 검사 말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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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모든 아동에게 새로운 검사인 ‘아동용 조음검사’와 기존의 검사인 ‘그림자음검사’(김 태, 1994)

를 실시하 고 자연스러운 발화도 수집하 다. 자연스러운 발화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화를 얻기 

하여 이야기하기를 통해 수집하 고 다양한 낱말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이야기 주제를 다양화하 다. 

우선 우리말의 모든 자음이 포함된 ‘겨울’ 이야기를 제작하여 들려  후 아동으로 하여  그림을 보면

서 들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다시 말하게 하 다. 그리고 나서 검사자의 질문에 따라 ‘ 사람’, ‘수 장이

나 바닷가’, ‘컴퓨터 게임’, ‘치과 병원’에 한 아동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 다. 자연스러운 발화는 

어도 100낱말 이상을 수집하 다. 자연스러운 발화에 사용된 이야기와 질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3. 연구 차

어린이집의 조용한 빈 방에서 공식검사, 자발 인 발화 수집, 청력검사  구강구조검사를 순서

로 진행하 다. 공식검사의 경우 그림을 보고 해당하는 낱말을 자발 으로 말하도록 하 고 자발

인 반응이 없으면 단서를 주거나 간 모방을 제시하여 목표낱말을 말하도록 유도하 다. 만약 아동의 

발음이 부정확하면 목표낱말을 한번 더 말하게 하여 둘 에서 더 정확한 발음을 아동의 최종 반응으

로 선택하 다. 아동의 모든 발화는 디지털 마이크(Sony ECM-MS908C)가 연결된 디지털 캠코더

(Panasonic NV-MX2500)로 녹화하 다. 

검사자는 검사 에 아동 반응을 략 으로 사하고 이틀 이내에 비디오를 보면서 정 하게 

사하 다. 그리고 두 공식검사와 자발 인 발화에서의 정확도, 즉 목표 자음 에서 정확하게 조음된 

자음의 백분율을 산출하 다. 공식검사와 달리 자발 인 발화는 목표자음의 수가 아동마다 달랐다. 자

발 인 발화의 목표자음은 박동근(2002)이 제시한 구어 사의 기본원칙을 참고하여 아동이 의도한 발

화를 성인의 입말을 기 으로 소리나는 로 사한 후 ‘깜짝새(version 1.5)’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

동 으로 산출해 내었다. 이 로그램은 ‘언어정보연구원’ 홈페이지(http://lex.yonsei.ac. kr)에서 내려받

았다. 불명료한 낱말이나 부분 으로 발화된 낱말은 제외하 으며 Shriberg & Kwiatkowski(1982)의 

논문을 참고하여 반복된 낱말은 발음이 동일한 경우 두 번, 발음이 틀린 경우 세 번까지 포함시켰다.

정확한 조음이란 원칙 으로 생략이나 치나 왜곡이 없는 조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Shriberg, 

Kwiatkowski & Hoffmann(1984)의 기 을 참고하고 몇몇 언어치료 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1) 음성 

혹은 태도와 련된 발음( : 거친 음성으로 인한 발음, 코감기로 인한 과소비성(hyponasality) 발음, 

무 강하게 말하는 발음, 말끝을 흐리거나 짧게 끊어 말하는 발음), (2) 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변

이음( : 어 에서 유성음의 무성음화, 구개음의 미세한 치음화), (3) 일반인이 듣기에 문제시 되지 않

는 발음( : /ㄴ, ㄷ, ㄸ, ㅌ/의 치간음화)은 오류로 보지 않았다. 채 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하여 조

음음운장애를 주로 다루는 언어치료 문가 한 명에게 사방법과 채 기 을 알려  후 모든 녹화자료

를 사하고 채 하도록 하 다. 자음정확도에 한 채 자간 신뢰도는 공식검사와 자연스러운 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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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 98.1 %, 98.9 %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 분석은 SPSS 로그램(version 12, SPSS 

Inc.)을 이용하 다.

Ⅳ. 연구 결과

1. 두 공식검사에서의 자음정확도 비교

상아동의 ‘아동용 조음검사’에 한 자음정확도는 75.71 %에서부터 100 %까지 분포하 고 ‘그

림자음검사’에 한 자음정확도는 72.09 %에서부터 100 %까지 분포하 다. 이 두 공식검사의 정확도

는 상 계수 .92의 상 을 보 고 이 수치는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하 다(<그림 - 2> 참조). 

‘아동용 조음검사’가 ‘그림자음검사’보다 약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두 공식검

사 간의 수 차이는 부분 5 을 넘지 않았다. 5  이상의 차이를 보 던 아동들은 ‘아동용 조음검사’

에서보다 ‘그림자음검사’에서 열음, 비음, 찰음, 는 유음에서 한, 두 개의 오류를 더 보 으나 공

통된 특징을 찾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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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92 (p < .001)

<그림 - 2> ‘아동용 조음검사’와 ‘그림자음검사’의 자음정확도 상

2. 자발 인 발화와 두 공식검사에서의 자음정확도 비교

자발 인 발화에서의 자음정확도를 ‘아동용 조음검사’와 ‘그림자음검사’에서의 자음정확도와 각

각 비교해 보았다(<그림 - 3> 참조). ‘아동용 조음검사’는 자발 인 발화와 상 계수 .91의 상 을 보

고 ‘그림자음검사’는 자발 인 발화와 상 계수 .88의 상 을 보 으며, 이러한 수치는 모두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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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 다(p< .001). 

한 자음정확도를 조음방법별로 나 어 비교해 보았다. <그림 - 3>을 보면 자발 인 발화의 

정확도는 열음과 비음의 경우 85 %이상에 해당하는 오른쪽 상단에 모여 있었던 반면, 찰음과 유음

과 마찰음의 경우 0 %부터 100 %까지 넓게 퍼져있었다. 이러한 자발 인 발화의 정확도를 두 공식검

사와 비교한 결과, 비음과 열음은 ‘아동용 조음검사’에서의 정확도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을 보

고, 찰음과 유음과 마찰음은 두 공식검사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그러나 

찰음과 유음과 마찰음 정확도의 높은 상 은 양극단에 분포한 아동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 다. 실제로

는 찰음의 경우 자발 인 발화에서 90 % 의 정확도를 보인 아동이 공식검사에서 30 % 의 정확도

를 보인다거나 반 로 마찰음의 경우 자발 인 발화에서 30 % 의 정확도를 보인 아동이 공식검사에

서 80 % 의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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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열음 정확도

O: r = .55**,    Δ: r = .20
(2) 비음 정확도

O: r = .61**, Δ: r = .30

(3) 파찰음 정확도

O: r = .95**,     Δ: r = .89**
(5) 마찰음 정확도

O: r = .91**, Δ: r = .89**
(4) 유음 정확도

O: r = .87**, Δ: r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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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 = .91**,    Δ: r = .88**

<그림 - 3> 자발 인 발화와 두 공식검사에서의 자음정확도 상

(가로축은 자발 인 발화에서의 정확도이고 세로축은 공식검사에서의 정확도임. ‘○’는 
자발 인 발화와 ‘아동용 조음검사’의 상 이고 ‘△’는 자발 인 발화와 ‘그림자음검사’

의 상 임(*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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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새로 제작한 ‘아동용 조음검사’의 자음정확도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림자음검사’의 

자음정확도와 .92의 높은 상 을 보 다. 어의 말소리목록 검사도 다른 조음검사와 .80 의 높은 상

을 보 다. 를 들어 ‘Arizona Articulation Proficiency Scale’은 ‘Goldman-Fristoe Test of Articulation’, 

‘Photo Articulation Test’, ‘Templin-Darley Test of Articulation’과 상 계수 .82 - .89의 상 을 보 다고 

한다(Fudala & Reynolds, 1993). 

‘아동용 조음검사’는 자발 인 발화와도 높은 상 을 보 다. 체 자음정확도 뿐만 아니라 조음

방법별로 나 어 살펴본 구체 인 정확도들도 모두 유의미한 상 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동용 조음검

사’가 자음의 출  빈도를 고려하여 검사 문항을 설계하 고 다양한 음운환경에서 열음과 비음을 검

사하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특히 ‘아동용 조음검사’는 어말종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음 앞에 오는 

어 종성도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낱말의 어말종성은 문장에서 뒤에 오는 조사와 이어져 성으로 실

되거나 뒤에 오는 다른 명사와 이어져 어 종성으로 실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말 말소리

목록 검사를 제작할 때에 어 종성 치의 말소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공식검사가 자발 인 발화를 얼마나 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공식

검사와 자발 인 발화의 결과를 비교해 왔다. 두 종류의 검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

(Kenney et al., 1984)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Morrison & Shriberg, 1992)가 모두 보고 되어있다. 

Morrison & Shriberg (1992)는 확실하게 습득한 음소는 자발 인 발화에서 더 정확하지만 습득과정 

에 있는 음소는 공식검사에서 더 정확하다고도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찰할 수 있었

다. <그림 - 3>에서 이 시기에 이미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열음과 비음과 찰음의 경우 자발

인 발화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지만 공식검사에서 그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아동이 많았

던 반면, 습득 과정 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음과 마찰음의 경우 공식검사에서 90 %이상의 정확도

를 보이지만 자발 인 발화에서 그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아동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해서는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진 후 구체  논의가 가능하겠다.

윤미선(1998)은 공식검사와 자발 인 발화를 비교한 연구 결과의 차이가 검사 상과 련이 있

다고 지 하 다. 즉 언어지체가 없는 아동이나 기능  조음음운장애 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라면 두 

종류의 말 자료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어들지만 언어지체가 있는 아동을 상으로 한 연

구라면 이 아동들은 언어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말 자료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아동을 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에서 공식검사가 자발 인 발화와 

높은 상 을 나타내었다고 해서 조음음운진단에 자발 인 발화 분석의 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용 조음검사’가 조음음운장애를 진단하는 공식 인 조음검사도구로서 타

당하 으며 자발 인 발화를 보완하는 유용한 검사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공식검사가 많지 않은 우리

나라 실을 고려할 때 ‘아동용 조음검사’는 ‘그림자음검사’와 더불어 조음음운장애 진단에 유용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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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 아동들을 상으로 본 조음검사의 유용성에 해 알

아보는 연구와 검사에 한 발달  타당도나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겠다. 더 나아가 다

양한 사회계층의 아동들을 상으로 한 규  제작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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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발 인 발화 수집을 한 이야기와 질문

1. ‘겨울’ 이야기에서 들려  내용

그림번호 ①
동찬이가 아빠하고 텔 비 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이 와요.

그림번호 ②
동찬이가 밖에 나가려고 모자를 썼어요. 

그런데 엄마가 장갑도 끼고 가래요.

그림번호 ③ 동찬이는 친구하고 같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림번호 ④
그런데 한쪽 팔은 길고 한쪽 팔은 짧아서 

이상한 사람이 어요.

그림번호 ⑤ 동찬이는 배가 고 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림번호 ⑥
동찬이는 먼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빵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주셨어요.

2. 이야기하기 주제  질문 

1) 사람 만들기

사람 만들어 본  있어요?

언제 구하고 만들어 봤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2) 수 장/바닷가
수 장이나 바닷가 가 본  있어요?

거기서 뭐하고 놀았어요?

3)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해 본  있어요?

무슨 게임 해 봤어요?

그 게임 어떻게 하는 건데요?

4) 치과 병원

치과에 가 본  있어요?

언제 갔어요?

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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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Test of Articulation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Min Jung Kim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Yonsei University)

So Yeong Pae

(College of Language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Seong Eun Lee
(Voice and Speech Clinic, Dept. of Ot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Test of Articulation for Children(TAC)’ that measures 

articulatory and phonological development for children and to examine its concurrent validity. 'TAC' 

investigates 70 speech sounds. These items were select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development and frequency of Korean consonants in order to test the 19 Korean consonants in various 

phonetic contexts. A total of 70 speech sounds were elicited through 37 words that preschool children 

could spontaneously produce. Thirty normal developing children from the age of 3 to 5 participated 

in the concurrent validity test. We compared the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PCC) of ‘TAC’ with 

that of the ‘picture articulation test’ and the spontaneous speech.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92 with the PCC of the ‘picture articulation test’, and .91 with the PCC of spontaneous speech. 

In addition, the PCCs of plosives, nasals, affricates, liquids, and fricatives of ‘TAC’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ose of the spontaneous speech. This result showed that ‘TAC’ is a valid 

tool in diagnosing children with articulatory and phonological disorders, and that it could become a 

useful tool in the application to spontaneous speech.

Key Words: Test of Articulation for Children(TAC), concurrent validity,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