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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Core Vocabulary 
Extension Program for establishing speech sound consistency on speech inconsistency 
and accuracy of children with inconsistent SSD. Methods: Four children with inconsistent 
SSD aged 3-5 years who exhibited speech sound inconsistency, phonological error pat-
terns, and articulation problems at the same tim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rogram 
of this study used a core vocabulary approach and a multi-sensory approach, and parental 
support was provided at the same time. The experimental design used a multiple probe 
baseline design, with 3-5 baseline evaluations, 10 treatment evaluations, and 3 mainte-
nance evaluations were performed. Data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s, mean, trend line 
slope, standard deviation, immediate effect of treatment, and ratio of non-overlapping 
data (PND)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inconsistency was reduced and 
articulation ability was improved. Speech inconsistency improvement was effective in all 
four participating children, but accuracy improvement was only effective in three childre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 therapeutic effect of the Core 
Vocabulary Extension Program which integrated a multisensory approach and parent coach-
ing based on a core vocabulary approach on speech sound inconsistency and accuracy of 
children with severe speech sound disorder accompanied by intellectual problems and 
language disorde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pply a phonological approach to re-
move the remaining phonological error patterns after speech consistency is established 
an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phonological approach

Keywords: Inconsistency, Core-vocabulary approach, Multi-sensory approach, Inconsistent 
SSD (speech sound disorders)

말소리장애는 말 산출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로, 말소리 오류유형, 말소리 문제의 중증도, 장애의 기저 원인 

및 다른 장애동반 유무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다

(Dodd, 2005). 아동이 보이는 말소리 문제는 조음방법과 조음위치

에서 오류를 보이는 조음오류의 문제, 특정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음운오류패턴 문제도 있지만, 비일관되게 오류를 보이는 비

일관성 문제도 있다(Shriberg et al., 2017).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

애의 경우 다른 의사소통 영역의 문제가 없이 말소리 문제만 보이

는 경우도 있지만, 조음과 음운오류패턴 및 비일관성 등 말소리 문

제를 복합적으로 보이는 심각한 경우에는 언어장애나 지적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많다(Dodd, 2005; Shriberg & 

Austin, 1998).

말소리장애의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조음과 음운

오류패턴 및 비일관성을 기반으로 Dodd, Zhu, Crosbie, Holm과 

Ozanne (2006)은 네 개의 집단 즉, 조음장애, 음운지연, 일관성 음

운장애, 비일관성 음운장애로 분류하였다. 증상을 기반으로 분류

한 네 개의 하위집단 중 비일관성 말소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나타나는 오류가 음운패턴 또는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다른 

하위집단보다 치료목표를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Ha 

& Seo, 2019), 치료기간이 가장 길고, 복잡하고 다양한 말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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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언어장애, 지적장애 동반 위험도 가장 높았다(Lewis et al., 

2015). 말소리장애 아동의 증상별 하위분류에 따라 다른 특징이 존

재할 뿐만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이유는 각

각의 집단에 효과적인 치료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다(Dodd & 

Bradford, 2000).

비일관성 음운장애로 분류된 아동은 비일관성 문제를 보일 뿐 

아니라 중등도 이상의 말소리 오류와 함께,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Dodd, 2005; Shriberg & Austin, 

1998). 말소리장애 아동의 언어 문제는 치료적 접근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 아동 중 

절반 이상이 언어장애를 동반하였다(Kim, Kim, Ha, & Ha, 2015; 

Ko, Seo, Oh, & Kim, 2017; Shriberg, Tomblin, & McSweeny, 1999). 

특히 말소리 비일관성 오류가 심각할수록 더 낮은 언어 점수를 나

타냈다(Lewis et al., 2012). 표현언어 사용이 서툰 아동은 단어를 산

출할 때 발음되는 방식에 따라 언어표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데, 이러한 부담감은 말소리 일관성 산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Dodd, Leahy, & Hambly, 1989). 언어표현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

하는 단어에서 일관되지 않은 다양한 음운오류패턴이 산출되어 비

일관성 음운오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진다(Dodd, 2005). 언어

장애를 동반하고 비일관성 음운장애로 진단된 심각한 말소리장애 

아동은 말·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에도 문해력을 비롯

한 다양한 언어학습 측면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Paul, 1993).

심한 말소리장애 아동은 말소리 비일관성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말소리 비일관성 오류는 기저에서 언어-인지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 중 하나이므로, 효과적인 

치료접근 전략은 단어 전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Dodd & Bradford, 2000). 말소리 비일관성 오류를 보이는 심

한 말소리장애 아동은 단어를 구성하는 음소의 순서를 계획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Ferguson & Farwell, 1975), 전체 단어를 

연습하는 핵심어휘접근법(Core Vocabulary Approach)을 우선 적

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Bradford, 1996; Broomfield & Dodd, 

2005; Crosbie, Holm, & Dodd, 2005; Dodd & Bradford, 2000; 

Dodd & Iacono, 1989; Herman et al., 2015; McIntosh & Dodd, 

2008). 국내에서도 말소리장애 아동의 하위집단별 차별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말소리 일관성 확립에 대한 핵심

어휘접근법의 치료효과를 확인하거나 비일관성을 치료하고 객관

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핵심어휘접근법의 치

료목표는 아동이 산출 가능한 ‘최상의 산출’ 형태로 일상의 고빈도 

어휘 50여 개에서 일관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말소리 일관성이 확

립된 단어가 50개 이상으로 확장되면, 전체 단어에서 부분 음운체

계로의 재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Ferguson & Farwell, 1975). 

핵심어휘접근법 단독으로 말소리치료가 완성될 수는 없으며, 50개 

이상의 어휘에서 일관된 산출이 가능해지면 다른 음운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핵심어휘접근법의 회기 수를 계획하

는 데 있어 심각도와 교사 및 양육자의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

어휘접근법만으로는 16회기가 가장 적절하며, 16시간 30분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아동이 산출한 ‘최상의 산출’이 정조음일 수도 있지

만 오조음인 경우, 오조음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

한 것이다. 핵심어휘접근의 초기 접근에서는 우선 최상의 산출 형태

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겠다.

심한 말소리장애 아동은 언어-인지적 부분에서만이 아니고 운

동 차원에서의 조음 문제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Pieretti, Kaul, 

Zarchy, & O’Hanlon, 2015). 특히 조음위치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개별 말소리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음성접근법이 

가장 효과적(Weiss, Gordon, & Lillywhite, 1987)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성접근법 중에서 다중감각접근법(Multi-Sensory Appro-

ach)은 청각, 시각, 촉각 감각 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사용하기 때문

에 다양한 감각자극을 필요로 하는 심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조음

확립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Square, Namasivay-

am, Bose, Goshulak, & Hayden, 2014). 다중감각접근법은 정확한 

조음위치를 확인하여 조음명료도를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Lee, 2018; Rogers et al., 2006; Square, Goshulak, Bose, & Hayden, 

2000),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말 산출을 위한 다른 접근법들

과 절충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임상

가와 연구자들은 말소리산출 문제를 가진 심한 말소리장애 아동에

게 다중감각접근법을 다른 접근법과 절충하여 사용한다면 조음확

립에 큰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Pieretti et al., 

2015). 

말소리장애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치료법(Hayden, 

2004; Herman et al., 2015; Hesketh, Nightingale, & Hall, 2000)들

의 대부분은 반복연습을 강조하는 방법들로, 획득한 말소리 일관

성과 음운체계의 완전한 확립을 위해서는 치료실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Gunther & Hautvast, 2010; Lancaster, Keusch, Levin, 

Pring, & Martin, 2010). 특히, 말소리 일관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핵심어휘접근법의 치료에 있어 목표 단어를 가정에서 매일 연습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부모역할이 중요하므로(Broomfiled & Dodd, 

2005; Dodd, 2005), 부모코칭 후 부모지원을 절충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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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말소리산출에 있어서 일관성과 정확성이 모두 

떨어지는 비일관성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핵심어휘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핵심어휘 확장 

프로그램’은 초기 4회기 동안 집중적인 다중감각접근법을 적용하

여 ‘최상의 산출’을 유도하고, 다음 16회기 동안 핵심어휘접근과 부

모코칭을 병행하는 것이다.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는 중다간헐기초

선설계를 통해 말소리의 비일관성과 조음 정확성이 개선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표준화 검사에서 자음정확도(PCC)가 65% 이

하인 중심도 말소리장애에 해당되며, 감각, 신체, 정서, 신경학적, 조

음기관의 구조 및 기능적 결함이 없으며, 언어 및 말소리장애 치료

를 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들 중 말소리 비일관성, 음운오류패턴, 조

음 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3-5세의 말소리장애 아동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자음목록과 말소리 비일관성은 PCC 평가를 위

한 표준화 검사의 단어로 3회씩 더 산출하도록 하여 평가하였다. 말

소리 비일관성은 단어수준 검사와 단어 검사의 목표단어가 포함된 

문장수준 검사를 제작한 후, 단어 명명하기-문장 따라말하기-단어

명명하기 순서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기 말실행증(Childhood Apraxia Speech, CAS)을 배제

하기 위해, CAS 감별진단 표지인 ‘모색행동’, ‘말소리를 모방하지 못

함’, ‘운율 문제’, ‘조음 길항운동 과제 어려움’(Forrest, 2003; Law-

rence et al., 2003; Schmidt & Lee, 1999; Shriberg, Austin, Lewis, 

McSweeny, & Wilson, 1997)을 보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준화검사를 실시한 결과, 

네 아동 모두 말소리장애로 진단되었으며, 세 명은 어휘검사에서 

백분위 10 미만이고, 그중 두 명은 비언어지능검사에서 백분위 17

이하이다.

치료 프로그램

핵심어휘 확장 프로그램의 치료회기는 총 20회기로 계획하였으

며,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최초 4회기

는 다중감각자극을 통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음운체계 및 음운목

록을 기반으로 ‘최상의 산출’ 방법을 확인하고 유도하였다. Lee 

(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중감각접근법의 절차 중 조음장소의 

다음 이동으로의 신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촉각, 시각, 청각자극

을 동시에 제공하는 Surface PROMPT와 손 자극을 시각 단서로 보

여주는 Air PROMPT를 도입 적용하였다. 다음 16회기는 Dodd 

(2005)의 핵심어휘치료접근법을 참고한 치료법을 적용하였다. 핵심

어휘훈련 기간에는 1차로 확립한 ‘최상의 산출’로 단어, 구조화된 

문장, 상황 맥락에서 말소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치료사와 부모는 정조음 산출에 대한 요구나 피드백을 제공하

지 않고, 최상의 산출 형태만 일관되게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모든 회기의 언어치료 수행 직후에 부모코칭을 10분씩 진행하

였다. 부모코칭 방법은 보호자와 아동이 집에서 직전 회기 과제를 

연습하도록 하고, 부모코칭을 받은 내용을 1일당 15분씩 주 4회 가

정지도를 시행하여 연습 과정 중 5분간의 아동 음성 샘플을 녹음

한 후 연구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전송된 녹음파일

을 듣고 연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평가절차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간 중다간헐기초선실험설

계를 사용하였다. 사전검사, 기초선단계, 치료단계, 유지평가는 모

두 동일한 장소인 사설치료센터에서 일대일 상황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의 기초선 자료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때 첫 번째 대상자의 치료를 시작하며, 첫 번째 대상자의 치료효과

가 보이기 시작할 때, 두 번째 대상자에게 동일한 과정의 치료를 적

용하였다. 이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치료를 

적용하였다. 유지 효과는 중재 종료일부터 7일 후에 주 1회씩 3주간 

3회기 실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

Participant Gender Age (yr;mo) PCC Consonant inventory Inconsistency frequency REVT-R REVT-E K-CPM

C1 M 3;7 41.4% 16 40.5% < 10%ile < 10%ile 75%ile
C2 M 4;10 64.3% 18 40.5% 20-30%ile 30-40%ile 92%ile
C3 M 3;10 32.9% 14 62.2% < 10%ile < 10%ile 16%ile
C4 F 4;0 24.3% 11 67.6% < 10%ile < 10%ile 17%ile

PCC= 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Kim, Pae, & Park, 2007); Consonant Inventory= The 
number of consonants 18 initial Consonants & 7 final Consonants; Inconsistency frequency= Measured by repeating the APAC test word 3 times; REVT= Receptive & Expres-
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K-CPM= Korean-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Li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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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어는 각 아동별로 10개씩 선정하였다. 아동별로 비일관되

게 산출하는 일상 생활에서의 고빈도 어휘를 치료 프로그램 시작 

전에 60개씩 수집하였고, 60개 중 50개는 치료 목표단어로 하고 10

개는 평가단어로 정하였다. 선정된 60개 단어들을 고빈도 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기고 나열한 후, 일련번호 6의 배수에 해당되는 단어

들을 평가단어로 선정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목표단어로 선정하였

다. 따라서 치료단어와 평가단어는 대상 아동별로 모두 다르다. 기

초선, 치료, 유지단계 모두 10개 평가단어를 4회씩 산출하도록 유도

하여 일관성과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기초선은 아동에 따라서 3-5

회, 유지단계는 3회씩 평가하였고, 치료단계는 20회기 중 짝수 회기

에만 평가하였으므로 총 10회씩 평가하였다. 

자료분석

말소리 비일관성은 Ingram (2002)의 단어단위변화율(Propor-

tion of Wole-word Variation, PWV) 측정법을 사용하여 치료의 짝

수 회기 및 기초선-유지 회기마다 검사단어를 언어적 단위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PWV의 채점 방식은 아동이 4회 산

출한 단어를 한글로 전사한 후 말소리 비일관성 여부를 표시하고, 

말소리 비일관성의 범주 및 횟수와 상관없이 비일관성을 나타낸 단

어 당 1점을 부과하여 비율을 계산한다. PWV는 산출단어 중 서로 

다르게 산출한 단어의 유형수를 산출단어의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PWV의 채점 방식은 비일관성 말소리장애를 감

별하기 위해 개발된 조음음운진단(DEAP; Dodd, Crosbie, Zhu, 

Holm, & Ozanne, 2002)의 하위 검사 중 말소리 비일관성 검사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 (PCC)와 Proportion of 

Whole-word Correctness (PWC)는 비일관성 측정을 위해 4회씩 

반복하여 산출한 단어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PWC의 채점은 아

동이 산출한 단어 중 정조음으로 산출한 단어는 1점으로 계산하

고, 부정확하게 산출된 단어는 0점으로 계산한다.

치료 결과의 근거 강도를 높이기 위해 What Works Clear inghouse 

(WWC; Kratochwill et al., 2010)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PWV, PCC, 

PWC의 평균(level), 경향선 기울기(trend), 표준편차(variability)를 

분석하였다. 또한,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즉시성효과(im-

mediacy of the effect), 비중복정도(overlap; PND)의 비율을 분석

하였다. 즉시성효과는 치료 후 바로 변화하는 수준을 반영하는 지

표로, 기초선 마지막 3회기 평균값과 치료회기의 명백하게 다른 지

점의 값을 비교한다. PND는 치료기간 중 기초선 종속치의 최고점

과 비교해서 점수가 높은 치료회기 수를 합산한 후, 전체 치료회기 

수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여 구했다.

평가자 간 신뢰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모르는 1명의 평가자와 제1연구자가 전사

한 전체 자료 중 각 연구 참여자의 기초선, 치료, 유지 수준의 전체 

20.3%에 해당되는 녹음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자 간 신뢰

도를 산출하였다. 두 평가자에 의해 기록된 PWV, PCC를 계산하

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자와 평가자는 모두 언어치료 경력

이 10년 이상으로, 1급 언어재활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말소리

장애에 대해 연구를 한 전문가였다. 두 평가자 간 각 참여 아동에 

대한 PWV 및 PCC에 대한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치료 충실도

본 연구의 치료에 참여한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치료 충실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각 연구 참여 아동별 3회씩

으로 전체 치료회기의 15%에 해당하는 총 12회기에 대해 실시하였

다. 치료 충실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매 회기 

치료마다 5분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 중 12회기의 동영상 자료

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치료 충실도를 평가하였다. 치료 충실도는 

언어치료경력 7년에 1급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언어재활

사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각 항목에 대한 수행 여부를 기록하였

다. 치료 충실도 평가 결과, 전체 평균 94.0% (범위=84.2-100%)로 

평가되었다.

연구결과

말소리 비일관성

말소리 비일관성 변화는 PWV로 살펴보았는데, 참가자별 PWV

는 Table 3, Figure 1과 같다. 네 아동 모두 말소리 비일관성은 크게 

감소하였다. 기초선 평균은 90.00%이었으나, 치료가 끝난 유지기간

의 PWV 평균은 35.00%로 낮아졌다. 즉시성효과는 개인별로 차이

를 나타냈으나, PND 비율은 네 아동 모두에서 치료효과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C4 아동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1

Table 2. Inter-assessor reliability

Division
Reliability

Baseline Treatment Maintain Total

Speech sound inconsistency
   M (%) 86.9 93.75 100 93.5
   Range (%) 80.0-100 87.5-100 100 80.0-100
PCC
   M (%) 95.8 98.3 94.7 96.3
   Range (%) 80.0-100 96.1-98.6 92.1-100 8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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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3 아동은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고 C2 아동은 낮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유지기간에도 안정된 경향선 기울기로 치료기간 동

안 확립된 말소리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소리 정확성

말소리의 정확성은 자음정확도(PCC)와 단어단위정확률(PWC)

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자음정확도(PCC)

참가자별 PCC 변화는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네 아동

의 PCC 기초선 평균은 37.00%였으며, 치료가 끝난 유지기간의 평

균은 62.90%로 증가하였다. PCC는 개인별로 증가되는 시기와 증

가폭이 상이하였다. C2 아동은 치료 중반에 크게 상승되었고, C1 

아동과 C4 아동은 치료 후반에 큰 상승세를 보였다. C3 아동의 

PCC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시성효과는 C4 아동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2 아동은 중간 정도의 효과, C1과 

C2 아동은 낮은 효과를 보였다.

단어단위정확률(PWC)

개인별 PWC는 Table 5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네 아동의 기초

선 평균은 .08이었으나, 치료가 끝난 유지기간의 PWC 평균은 .26

으로 증가하였다. C3 아동을 제외한 세 아동은 치료과정 동안 향

상되었다. 참여 아동들의 즉시성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PND 비율

로 확인한 치료효과는 C3 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이 효과를 나

타냈다. C4 아동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1과 C2 아

Table 3. Speech inconsistency data from participants C1-C4

Session Participant M (%) Range (%) Variability Trend Immediacy of effect (%) PND (%)

Baseline C1 70.00 70 .00 .00 - -
C2 90.00 90 .00 .00 - -
C3 100.00 100 .00 .00 - -
C4 92.00 90-100 4.00 -2.50 - -

Intervention C1 55.00 30-70 13.60 -3.33   6.67 70.00
C2 72.00 30-90 19.39 -6.67   0.00 60.00
C3 75.00 50-100 18.03 -5.56   3.33 80.00
C4 58.00 30-80 18.87 -5.56 16.67 100.00

Maintenance C1 23.30 10-30 9.42 .00 - -
C2 36.37 30-40 4.71 .00 - -
C3 46.67 40-50 4.71 5.00 - -
C4 33.33 30-40 4.71 .00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ange = Range of frequencies of speech inconsistency; Variability = Standard deviation; Trend = Slope of the best-fitting straight line for the data within a phase; 
PND=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Low intervention effect (yellow color); Moderate intervention effect (green color); Very effective intervention (red color).

Figure 1. Speech inconsistency data from participants C1-C4.
PND=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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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말소리 오류가 심각하면서 비일관성 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아동

에게는 우선 일관성을 확립한 뒤에 정확성을 높이는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소리 비일관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까지 소개된 치료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진 핵심어휘

접근법을 적용한 근거기반 연구들이 필요하다(Dodd & Bradford, 

2000; Herman et al., 2015). 본 연구는 핵심어휘접근법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하여 다중감각접근법과 부모코칭을 접목한 치료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네 명의 비일관성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적용한 

뒤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치료 프로그램 적용 효과는 말소리 비일관성과 정확성의 개선이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PWV로 평가한 비일관성은 기

초선단계와 치료단계의 PND 비율이 60-100%로 네 명 모두 개선되

었음을 보여주었다. PCC와 PWC로 평가한 정확성은 기초선기간 

동안 평가단어를 말소리 비일관성으로 산출하여 PCC와 PWC에

서도 안정된 기울기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PND 비율 60% 이상

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 명의 아동이 개선되었다. 치료기간 동안 확

립된 말소리 일관성과 정확성은 종료된 유지기간에도 지속되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비일관성으로 하위집단을 분류할 때, Dodd 

(2005)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단어의 40%에서 비일관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네 아동은 모두 치료 전에는 음운

오류가 ‘비일관된 음운장애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치료 이후에

는 비일관성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일관된 음운장애집단’으

Table 4. PCC data from participants C1-C4

Session Participant M (%) Range (%) Variability Trend Immediacy of effect (%) PND (%)

Baseline C1 27.33 24-32 3.39 -4.00 - -
C2 64.50 60-67 2.69 .67 - -
C3 33.40 28-40 4.45 1.75 - -
C4 24.40 22-28 2.33 1.00 - -

Intervention C1 33.50 24-45 7.13 1.56 ▽3.33 60.00
C2 78.30 63-91 10.75 3.11 2.00 70.00
C3 38.70 33-48 4.36 .78 0.33 50.00
C4 43.50 27-71 12.77 4.67 9.00 90.00

Maintenance C1 40.67 38-44 2.49 3.00 - -
C2 87.33 81-93 4.92 6.00 - -
C3 46.00 44-47 1.14 .00 - -
C4 69.67 68-72 1.69 -.50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ange= Range of frequencies of speech inconsistency; Variability= Standard deviation; Trend= Slope of the best-fitting straight line for the data within a phase; PND=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Low intervention effect (yellow color); Moderate intervention effect (green color); Very effective intervention (red color). 

Figure 2. PCC data from participants C1-C4.
PCC=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 PND=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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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되었다. 말소리 일관성 확립을 위한 핵심어휘접근법의 치료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감각접근

과 부모코칭을 보완하여 최상의 산출을 유도하고 연습과 일반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으므로 비일관성뿐 아니

라 말소리의 정확성도 개선되었다. 

최상의 산출을 위한 감각자극 방식 중 촉각단서는 유음, 치경파

찰음, 치경파열음, 비음(양순, 치경, 연구개)에서 사용하였고, 그 외

의 음소들은 청각·시각단서 제공만으로 정반응 산출이 가능하여 

촉각단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탄설음과 치경마찰음은 모든 아동

이 최상의 산출 유도 후에도 정조음 산출이 어려워 가장 근접한 산

출방식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C3 아동과 C4 아동은 치경파열음, 

치경파찰음, 비음(양순, 치경, 연구개)에서 촉각단서를 제공받았고, 

C1 아동과 C2 아동은 설측유음과 치경파찰음에서 촉각단서를 제

공받았다. 4명 중 3명의 아동에서 정확성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치료효과는 개인차를 보였는데 특히, C4 아동은 말소리 일관성 

확립뿐만 아니라 정확성에서도 가장 큰 치료효과를 보였다. 치료의 

효과는 언어능력, 지능, 연령, 부모지원, 개인의 동기수준, 조음 문제

의 심각도에 따라 개별적 차이를 보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특히 개별적으로 치료효과에 영향을 끼친 것

으로 보인 요인은 부모지원 요인과 아동의 동기수준이라고 판단되

었다. 부모지원을 가장 충실히 수행한 가정의 아동(C4)은 언어능

력, 지능수준 등이 네 아동 중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

과가 빠르게 나타났다. C4 아동의 어머니는 참여 어머니들 중 유일

하게 치료 처음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제공되는 부모코칭 자료의 절

Table 5. PWC data from participants C1-C4

Session Participant M Range Variability Trend Immediacy of effect PND (%)

Baseline C1 .00 .00 .00 .00 - -
C2 .20 .23-.28 .10 -.09 - -
C3 .00 .00 .00 .00 - -
C4 .08 .05-.10 .02 .01 - -

Intervention C1 .10 .00-.10 .07 .01 .08   80.00
C2 .46 .20-.73 .20 .03 .08   70.00
C3 .00 .00 .00 .00 .00     0.00
C4 .18 .15-.30 .05 .01 .08 100.00

Maintenance C1 .10 .10 .00 .00 - -
C2 .68 .53-.83 .12 .15 - -
C3 .03 .00-.05 .02 .00 - -
C4 .26 .18-.33 .06 -.09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ange= Range of frequencies of speech inconsistency; Variability= Standard deviation; Trend= Slope of the best-fitting straight line for the data within a phase; PND=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Low intervention effect (yellow color); Moderate intervention effect (green color); Very effective intervention (red color). 

Figure 3. PWC data from participants C1-C4.
PCC=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 PND=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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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로 정확히 준수하여 지도하였으며, 가정지도 녹음파일을 매회 

연구자에게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송하였다. 모든 참여 아동

의 어머니들에게 부모코칭을 통해 주 4회의 가정지도를 시행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도록 하였는데, C4 아동의 어머니가 가장 충실하

게 제안한 가정지도의 회기를 모두 수행하고 전송하였고, 이 아동

의 말소리 비일관성 변화를 확인한 측정에서 PND 비율이 100%로 

가장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C4 아동은 다른 참여 아동들보

다 낮은 지능수준과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 주의력 시간이 매우 짧았으며, 수업 시간에 엄마

가 보고 싶다고 울거나, 치료 내용과 상관없는 부수적인 이야기를 

시도하는 등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나타

내어 치료 시간 동안 목표단어를 산출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

다. 이와 같이 짧은 주의력 및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치료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지속적

이고 일관된 가정지도가 C4 아동의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치료 초-중반 동안 가정에서 연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모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던 아동(C2)의 경우는 

지속적인 부모코칭 후 가정지도가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한 치료 후

반에서야 말소리 비일관성의 치료효과를 보였다. 이는 말소리 일관

성 확립이 목표인 핵심어휘접근법은 일상적인 가정에서의 연습 여

하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다고 Broomfiled와 Dodd (2005)의 조언

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동기수준이 높은 C2 아동은 지시 없이도 치

료시간 외 일반화 상황에서 다중감각자극 방법을 스스로 적용하

여 계속 연습하더니 빠르게 진전되고 잘 유지되었다. 

C3 아동을 제외한 모든 참여 아동들은 말소리 비일관성에서 나

타낸 감소효과와 비슷한 PND 비율로 PCC가 변화되는 효과를 보

였다. C3 아동은 치료기간 동안 발달적 오류패턴으로 변경된 최상

의 산출 방법으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다. C3의 정확성은 개선

되지 못했지만 비일관성은 개선된 것이다. 

핵심어휘접근법의 치료효과를 확인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대

부분은 연령에 적절한 지능을 가진 아동들로 통제하여 실시하였

고(Holm & Dodd, 1999), 지적장애를 동반한 아동에 대한 치료효

과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Herman 등(2015)의 연구는 언어 문제

를 동반한 아동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 중에서 사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비언어성지능이 경계선급

이고 낮은 어휘수준을 보였던 두 아동의 경우에도 말소리 비일관성

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핵심어휘접근법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다중감각접

근법과 부모코칭 요소를 도입한 치료효과는 비일관성 감소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성 향상에도 어느 정도 효과적이

었다. 이런 치료효과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기여한 것으

로 사료된다. 첫째,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빈도 어휘를 목표로 

하여 상황 일반화 환경에서도 최상의 산출 방법으로 산출하여 명

료도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어휘 확장 프로그램은 비일

관성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소리 일관성 확립을 위해 개발되었고, 

고빈도 어휘를 목표로 하는 핵심어휘접근법을 주요 접근법으로 사

용하였기 때문에, 고빈도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아동이 가정과 어

린이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상황 일반화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치료기간 동안 확립된 

말소리 일관성은 치료 종료 후 유지기간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둘

째, 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목표단어와 음운적으로 가장 근접한 방

식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조한 ‘최상의 산출’ 방법은 말

소리 일관성 확립뿐만 아니라 오류패턴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

인다. 최상의 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어휘접근법과 다중감각

접근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최상의 조음조건으로 산출하도록 하였

기 때문에 ‘최상의 산출’이 더 촉진되어 정조음 산출 또는 발달적 

오류패턴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소리 일관성 

확립뿐만 아니라, 정확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최상의 산출 방법대로 반복연습(Drill)을 사용한 것이 목

표한 음운체계로의 자동적 산출을 도와 일관된 단어산출을 촉진

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치료사와 부모가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된 

산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이 촉진요인이 되었

다. 마지막으로, 부모코칭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치료실과 동일한 반복연습이 수행되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핵심어휘 확장 프로그램은 말소리 일관성을 목표로 두

는 핵심어휘접근법을 주요 접근법으로 하여 말소리 일관성 산출을 

통해 단어의 표상을 갖도록 하고, 명료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핵심어접근법의 주요 목표는 말소리 일관성 확립이며, 

치료 이후에 동반된 음운 정확성은 최상의 산출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물이므로, 일관성 확립 치료 이후에 남아있는 음운오류패턴

은 상위음운접근법 또는 최소대립접근법 등 음운치료접근법을 적

용하여 변경하고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

과, 말소리 일관성을 확립한 네 명의 대상 아동은 다음 단계의 정확

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객관적인 효과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료스타일은 목표단어를 매일 

반복해야 하는 비일관성 말소리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었으나, 일부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동기가 적은 나이가 어린 아동

들이 보다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겠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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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코칭을 제공한 이후에 실제 부모지원 정도에 따라 효과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부모지원의 질적, 양적 차이를 객관

적 지표를 사용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코

칭을 통한 부모지원의 효과를 보다 통제된 조건에서 입증하는 연

구가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모두 부모코칭을 통

한 부모지원을 병행하였다. 부모지원의 투입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

해 모든 참가자의 어머니들에게 동일한 치료 절차에 따른 부모코칭

을 제공하였다. 치료 전과 치료기간 동안에 정해진 단계에 따라 부

모코칭을 순차적으로 제공하였고, 주당 연습 횟수, 1일당 연습 시

간, 장소, 연습 장소의 환경 등을 특정하여 안내하였다. 그리고 가정

에서의 연습 내용을 녹음하여 SNS를 통해 전달받고 피드백을 제

공하였다. 그러나 말 · 언어능력, 함께 보내는 시간, 치료 참여 동기

수준 등에 따라 부모지원을 수행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이 부모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

동들도 가정에서 최소한의 부모지원으로도 연습할 수 있는 대체수

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경계선급으로 낮은 

지능 문제를 보인 두 명의 아동은 말소리 일관성과 정확성 모두에

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 핵심어휘접근이 지적장애를 동반한 비일관

성 말소리장애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적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을 확보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소리 일관성 확립 이후

에 어휘력 발달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

가 있겠다. 아동의 일관된 단어산출은 더 큰 범위의 어휘목록을 만

들기 때문에(Strokel & Morrisette, 2002), 말소리 일관성이 확립되

면 산출 어휘의 수가 확장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네 아동은 

프로그램 전후에 실시한 어휘력 검사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여주었

고, 일상에서의 의사소통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향후 연구에서

는 말소리 일관성이 확립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력과 의사소통능

력에서의 향상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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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Integrated Treatment Program Model

목       적 ▪ 아동에게 음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목표 ▪ 목표 50개 단어를 최상의 산출(정조음 또는 발달오류)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산출하기

단기목표 ▪ 목표 1. 음운체계와 음운목록을 기반으로 각 목표의 적절한 산출 방법 인식하기

▪ 목표 2. 아동이 확립한 최상의 산출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 최상의 산출: 목표 낱말을 음운적으로 가장 비슷하게 산출할 수 있는 최적의 산출 방법; 정조음 산출 또는 발달적 오류로 산출하기

제공주기 

및 제공

시간

▪ 주 2회/ 회당 40분 / 10주간

   - 첫 4회는 TACTILE PROMPT의 단계(Surface PROMPT, Air PROMPT) 중 필요한 단계의 연습을 우선 실시

   - 3주차부터 10분의 추가 시간은 PROMPT 감각 자극을 추가 실시에 필요한 소요시간

   - PROMPT 자극 시 아동이 산출 가능한 최상의 산출을 위한 음소 자극 제시

      ※ 목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16시간 30분을 초과하면 안 됨.

제공절차 1단계 <주간 치료 목표단어 선정>

▪ 매주 첫 회기 실시

   - 50개의 목표단어 중 10개 단어 선정하기

   -  매주 목표단어 선정 시 지난주에 최상의 단어산출을 확립하지 못한 단어를  

목표단어에 포함하기: 매주 10개 단어 선정

- 무작위로 목표 그림 뽑기

2단계 <최상의 산출체계 구축>

▪ 매주 첫 회기 실시: 선정된 단어 가르치기 

   -  선정된 단어를 아동이 산출할 수 있는 최상의 산출 방법으로 가르치기

   -  매주 첫 회기는 일관성 확립을 위한 반복 연습이 아닌 목표단어가 최상의 산출

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연습만 실시

     ① 아동이 산출 가능한 최상의 산출 방법 찾기

          -  청각, 촉각, 시각자극을 사용하여 찾기

     ②  다중감각접근법의 감각자극을 사용하여 음절분절, 모방 및 조음방법을 소리

별로 가르치기(Passy, 1990)

<치료 스타일>

   - Drill 사용

<부모코칭>

   -  최상의 산출 방법이 확립되어 치료실 회기에서  

3회 연속 최상의 음으로 산출 가능한 단어들을  

과제로 제시

3단계 <목표단어 반복 연습>

▪ 매주 두 번째 회기 실시

   -  반복 연습을 위해 게임 활동 사용

   -  초기 활동: 그림 명명하기 활동→일관성이 확립될 때까지 5회 연속 산출 연습

   -  목표한 10단어를 5회 연속하여 일관성이 확립되면 ‘4단계’ 운반구 연습 실시

   -  목표 낱말은 지난주 5회 연속 일관성을 확립하지 못한 단어들까지 포함하면  

10개를 초과할 수 있음.

   -  모든 목표단어가 최상의 산출체계를 구축하면 이후 매주 첫 회기에도 목표단어 

반복연습 실시

<치료 스타일>

   - Drill 사용

   -  30분간 목표단어를 최소 100회 이상 반응으로 산

출하도록 함(Elbert, Powell, & Swartzlander, 

1991)

<부모코칭>

   -  다음 회기까지 목표단어를 매일 20분간 연습하여  

연습과정을 녹음하도록 함(각 단어를 연속 5회  

이상 산출하도록 지도)

4단계 <운반구를 활용한 목표단어 연습>

▪ 매주 두 번째 회기 실시

   -  2차 활동: 운반구 연습

   -  초기 활동에서 5회 이상 일관성을 확립한 단어들로 구성

   -  운반구 활동에서는 연속하여 같은 단어를 연습하지 않고, 목표단어들이 포함된 

문장을 순차적으로 각 1회씩 연습한 후, 목표단어 모두 5번째까지 순서가 마무

리되면 종료

   -  운반구 활동 중 목표단어의 최상의 산출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잠시 운반구 활

동을 중단하고 해당 단어를 연속 반복 연습→연습한 단어가 일관성이 확립되면 

다시 운반구 활동 실시

<치료 스타일>

   - Drill/Drill Play 사용

<부모코칭>

   -  운반구 활동을 매일 20분간 연습하여 연습과정을  

녹음하도록 함

5단계 <목표단어의 일반화 사용>

▪ 마지막 주간 실시

   -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피드백 제공

   -  반복 연습한 목표단어의 운반구 연습 후 일관성 확립 시 사용

   -  스크립트 문맥 사용하기, 이야기 재구성, 역할놀이 상황에서 목표단어의 일관

성을 확인하고 최상의 산출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피드백 제공 

<치료 스타일>

  구조적 놀이

<부모코칭>

   -  스크립트 문맥, 이야기 재구성, 역할놀이 상황을  

제시한 후, 활동하는 동안 일관성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도록 지도(20분간 녹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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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일관성 말소리장애아동을 위한 핵심어휘 확장 프로그램의 효과

고유경1·김수진2

1바른소리언어학습연구소, 2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말소리 일관성 확립을 위한 핵심어휘 확장 프로그램이 비일관성 말소리장애아동의 말소리 비일관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방법: 말소리 비일관성, 음운오류패턴 및 조음문제를 동시에 보이는 3-5세의 비일관성 말소

리장애아동 4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핵심어휘접근법과 다중감각접근법을 사용하였고, 부모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였

다. 실험설계는 중다기초선실험설계를 사용하였고, 각 3-5회의 기초선 평가, 10회의 치료 평가 및 3회의 유지 평가가 수행되었다. 종속 변

수의 데이터 분석, 평균, 경향선기울기, 표준편차, 치료의 즉각적인 효과 및 비중복정도(PND)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결과: 말소리 비일

관성이 감소되었고, PCC와 PWC이 향상되었다. 말소리 비일관성은 4명의 참여아동 모두에서 치료효과를 보였고, 정확성은 3명의 아

동에서 치료효과를 나타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핵심어휘 확장 프로그램이 지적문제와 언어장애를 동반한 비일관성 말소리장

애아동의 말소리 비일관성 및 정확성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말소리 일관성이 확립된 이후에 남

아있는 음운오류패턴의 제거를 위해 음운치료접근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핵심어: 말소리 비일관성, 핵심어휘접근법, 다중감각접근법, 비일관성 말소리장애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

참고문헌

고유경, 서은영, 오경아, 김수진 (2017). 말소리장애아동의 성별, 연령별, 중증도에 따른 언어장애 동반비율. 언어치료연구, 26(4), 99-109.

김민정, 김수진, 하지완, 하승희 (2015). 말소리장애의 동반장애 유형 및 말-언어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0(3), 446-455.

김민정, 배소영, 박창일 (2007). 아동용 발음평가. 인천: 휴브알앤씨.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 · 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임호찬(2004). 한국판 Raven CPM 유아용 지능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하승희, 서동기 (2019) 말소리장애 감별 진단을 위한 조음 일관성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4), 1015-1025.

ORCID

고유경(제1저자, 연구소장 https://orcid.org/0000-0003-3592-2147); 김수진(교신저자, 교수 https://orcid.org/0000-0002-0108-6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