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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ord length effects in a 1-2-3 
syllable string test i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SSDs) and to examine whether 
the accuracy in the 1-2-3 syllable string test could differentiate subgroups of SSDs classified 
by linguistic symptomatology. Methods: The 1-2-3 syllable string test was administrated to 
a total of 161 children with SSDs from 3 years to 9 years 11 months of age. The children 
with SSDs were classified into four subgroups, articulatory disorders, phonological delay, 
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an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Accuracy in the 
1-2-3 syllable string test was measured at word, phoneme, vowel, consonant, and target 
syllables; and compared among SSD subgroups. Results: The main effects of SSD sub-
groups and word length exhibited significances at word, phoneme, consonant, and target 
syllables level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ubgroups and word length was also signifi-
cant. Phonological delay an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revealed significant ef-
fects of word length; and in particular, children with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f errors as the number of syllable in the test words in-
creased. Conclusion: The results support the possibility that subgroups of SSDs can be dif-
ferentiated based on accuracy and word length effect in a 1-2-3 syllable string test, which 
can be useful in identifying children showing inconsistent productions and sequencing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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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 습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아동의 경우 낱

말 또는 발화의 길이의 영향을 쉽게 받아 음절 생략 및 축약 등의 

오류를 보인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었던 음절 또는 낱말이라도 

좀 더 길어지거나 복잡한 구조 안에서 산출될 경우 정확도가 떨어

진다. 말 운동 및 음운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아동은 점차 안정적인 

말 산출을 보이면서 낱말의 길이가 조음 정확도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

해 낱말의 구조와 길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말소리 오류가 증

가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기 쉽다. 특히 말소리장애 중에서

도 비일관적 음운장애와 말 실행증은 낱말의 음절 수가 증가하고 

음운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오류의 빈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핵

심적으로 보인다(ASHA, 2007; Dodd, 2005; Dodd & Bradford, 

2000; Forrest, 2003).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Dodd와 동료들이 언어학적 증상, 즉 표면 

오류에 기반하여 분류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으로 발달적 또는 비

발달적 오류 패턴을 보이면서 동일한 낱말을 비일관적인 형태로 산

출한다(Dodd, 2005).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음운 계획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의도한 발화를 산출할 때 음소

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의 어려움을 특징적으로 보인다(Holm, 

Farrier, & Dodd, 2008). 즉 음소 선택과 배열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일한 낱말을 여러 번 반복 산출할 때 오류가 비일관적으로 나타

나고, 낱말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오류는 증가한다. 최근 국내에서

도 한국 조음음운 프로파일(Korean articulation phonology pro-

file, K-APP; Ha, Kim, Seo, & Pi, 2021)의 일관성 검사 등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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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일관적 음운장애를 진단하여, 다른 말소리장애 유형과 말-언

어 특성, 위험 요인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a, 2020; Pi, 2021; Pi & Ha, 2020, 2021). 

한편 비일관적 음운장애와 유사한 말 특징을 보이면서 낱말 길

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오류가 증가하는 말소리장애 하위유형으로

는 아동 말 실행증이 있다(ASHA, 2007). 비일관적 음운장애와 아

동 말 실행증은 증상이 비슷하여 감별 진단이 어렵고, 여전히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Holm et al., 2008). 특히 아동 

말 실행증은 다른 의사소통장애와 구별된 진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감별 진단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두 

말소리장애 유형 모두 다른 말소리장애와는 다른 차별적인 치료법

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두 말소리장애의 특성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SHA, 2007; Dodd, Holm, Crosbie, & McIntosh, 2006). 예컨대 

조음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동 학습 이론에 근거한 전통적

인 접근법이나 음운 대조 규칙을 강조하는 언어학적 접근법은 두 

말소리장애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말소리장애 유형에 대한 정확한 감별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감별 진단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권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비 말 장애, 성인 

말 실행증, 실어증과 같은 신경학적 말-언어장애를 진단할 때 “zip-

zipper-zippering”, “thick-thicken-thickening”과 같은 검사어(이

하 1-2-3음절 검사)를 이용하여 낱말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조음

의 정확도를 살펴보고 있다(Dabul, 2000; Sidtis, Kempler, Jackson, 

& Metter, 2010; Wertz et al., 1981). 아동의 경우에도 Kaufman 

speech praxis test for children (Kaufman, 1995)과 같은 아동 말 실

행증 검사도구에도 1-2-3음절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낱말 길이와 

복잡도에 따른 조음 수행력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 임상현장에서

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신경 말-언어장애를 평가할 때 1-2-3음절 

과제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어증-신경언어장애 선별검사 

(Screening Test for Aphasia & Neurologic-communication Disor-

ders, STAND; Kim, Heo, Kim, & Kim, 2009)에 말 실행증을 선별

하기 위해 1-4 목표 음절을 점진적으로 길어지는 낱말 속에서 산출

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예. 해바라기-해바라기씨-해바라기씨

앗). 1-2-3음절 검사는 따라말하기 형식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검

사어를 이용하여 낱말 길이에 따른 산출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살

펴봄으로써 말 운동 계획과 프로그래밍상의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장애 평가 과정에서 1-2-3음절 검사가 성

인 및 아동 말-언어장애 진단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아동기 말소리장

애 유형별로 낱말 길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과제에 있어서 조음 

수행력이 어떠한지 보고된 바가 거의 없어, 1-2-3음절 검사를 이용

하여 말소리장애 기저 결함과 특성에 따른 수행력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1-2-3음절 검사를 이용하여 언어학적 증상에 따른 말

소리장애 하위유형별로 낱말 길이에 따른 조음 정확도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낱말 길이에 따른 조음 정확도와 목표 음

절의 산출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특성을 살

펴봄으로써 1-2-3음절 검사가 말소리장애의 감별 진단 도구로서 

유용한지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대상자

본 연구는 3-9세 말소리장애 아동 161명(남 103명, 여 58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아동용 발음평가(Assessment of Phonol-

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Kim, Pae, & Park, 

2007) 결과, 일반 자음정확도 기준 16%ile (-1 SD) 이하에 속하였다. 

단, APAC 규준이 제시되지 않은 6세 6개월 이상 아동은 APAC 목

표 음소에서 3회 이상 오류가 나타났을 때 말소리장애로 분류하였

다. 주양육자 및 교육기관 담당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대상 아동은 

발달과 연관된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았다. 모든 아동은 검사자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구강 구조가 정상이었으며 구개열 이력이 없

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하위유형 분류 기준은 Dodd (2014)의 감별 

진단 모델을 참조하고 보완한 Pi와 Ha (2020)의 한국어권 말소리장

애 아동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다. Dodd (2014)는 말소리장애 아동

을 오류패턴의 발달성 여부와 아동의 말 산출 일관성을 기준으로 

네 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의 말 산출 오류가 1-2개 음소에 

국한된 경우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AD), 아동의 오류패

턴이 발달적인 오류패턴만을 포함하고 말 산출이 일관적이라면 음

운지연(phonological delay, PD)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의 오류패턴 

중 비발달적인 오류패턴을 포함하였으나 말 산출이 일관적인 경우 

일관적인 음운장애(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CPD)로 간

주하였으며, 오류패턴과 무관하게 말 산출 일관성 점수가 기준 점

수에 이르지 못하면 비일관적인 음운장애(inconsistent phonologi-

cal disorder, IPD)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권 말소리장애 아

동의 아동의 말 산출 일관성은 K-APP의 ‘낱말 산출 일관성’ 검사

를 실시하였을 때 30점 미만인 경우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으

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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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생활연령을 살펴보면 조음장애 집단이  

84개월(7세 0개월), 음운지연 집단이 61개월(5세 1개월), 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이 68개월(5세 8개월), 비일관적인 음운장애가 52개

월(4세 4개월)로 나타났다. 말소리장애 아동 중 조음장애 아동은 

44명(27.32%), 음운지연 아동은 68명(42.23%), 일관적인 음운장애 

아동은 31명(18.25%),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아동은 18명(11.18%)이

었다. APAC 낱말 검사에서의 일반 자음정확도는 조음장애가 

91.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음운지연, 일관적 음운장애가 

각각 80.32%, 74.08%를 보였으며, 비일관적 음운장애가 62.36%로 

자음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연구도구

말소리장애 아동을 선별하고 하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K-APP 

검사 전체와 APAC의 낱말 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K-APP의 의미 

낱말 검사 중 ‘1-2-3음절 낱말’ 검사를 실시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이 

낱말 길이에 따라 조음 수행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2-3음절 낱말’ 검사는 총 15개 문항으로 단어 길이가 길

어짐에 따라 아동의 조음 수행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하는 

검사이다. 아동은 검사자가 들려주는 1음절어, 2음절어, 3음절어를 

순서대로 즉각 모방한다. 문항은 목표 음절이자 1음절 단어인 ‘피’, 

‘네’, ‘공’, ‘자’, ‘방’이 포함된 검사어로 구성되었다. 목표 음절 중 ‘피’, 

‘네’, ‘공’은 어두 조건에서 반복되고(예: 피-피자-피자집), ‘자’와 ‘방’

은 어말 조건에서 반복 제시된다(예: 방-가방-아가방). 모든 검사어

의 자음은 파열음, 파찰음, 비음, 모음은 /a/, /ɛ/, /i/, /o/, /u/로 구성하

였다. 검사어는 아동에게 친숙한 낱말 15개이며 1음절 단어 5개(피, 

네, 공, 자, 방), 2음절 단어 5개(피자, 네모, 공주, 감자, 가방), 3음절 

단어 5개(피자집, 네모칸, 공주님, 통감자, 아가방)이다(Appendix 1).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HIRB-2015-

062-2-CM)을 받아 진행되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이나 보육기관 내

에 있는 독립된 방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에 앞서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5분 내외의 대화나 

상호작용을 실시하였다. 아동은 검사자가 들려주는 자극어를 즉

각 모방하여 산출하였으며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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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수집되었다. 아동 반응은 평가 상황에서 바로 전사하였고 이후 

녹음 자료를 토대로 전사 결과를 점검 및 보완하였다.

자료분석

아동 반응에 대한 전사는 평가 상황에서 검사자가 음성 전사한 

전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제2저자가 녹음 자료를 다시 듣고 

음성 전사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1-2-3음절 낱말 과제

1-2-3음절 낱말에서 아동이 산출한 음성 전사를 토대로 각 낱말 

길이별 1) 낱말 정확도, 2) 음운 정확도, 3) 모음 정확도, 4) 자음 정확

도, 5) 목표음절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1음절 수준에서 

낱말 정확도는 (아동이 정확하게 산출한 낱말 개수)/(5개 낱말)*100

으로 계산하였다. 음운 정확도는 (아동이 정확하게 산출한 음운 개

수)/(12개 음운)*100으로 산출하였다. 모음 정확도는 (아동이 정확

하게 산출한 모음 개수)/(5개 모음)*100, 자음 정확도는 (아동이 정

확하게 산출한 자음 개수)/(7개 자음)*100으로 산출하였다.

목표음절 정확도는 이 검사의 목표음절인 ‘피’, ‘네’, ‘공’, ‘자’, ‘방’

이 음절수가 증가할 때도 목표어에서 정확하게 산출되는지 살펴보

는 측정치이다. 1음절어, 2음절어, 3음절어의 목표음절 정확도는 

‘피’, ‘네’, ‘공’, ‘자’, ‘방’을 정확하게 산출했을 때 각 1점씩 부여한다. 

예를 들어 검사항목 ‘피-피자-피자집’에서 목표음절 ‘피’에 해당하

는 검사어를 1음절어에서는 [피], 2음절어에서는 [피다], 3음절어에

서는 [티다띱]으로 산출하였다면 1음절어, 2음절어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3음절어에서는 감점된다. 1, 2, 3음절어의 목표음절 

정확도는 각각 (목표음절 점수)/5*100으로 계산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groups Gender 
(boy:girl)

Mean age 
(year;month)

3;0-3;11 (N= 24) 16:08 3;5
4;0-4;11 (N= 34) 21:13 4;5
5;0-5;11 (N= 31) 20:11 5;5
6;0-6;11 (N= 38) 22:16 6;3
7;0-7;11 (N= 19) 14:05 7;4
8;0-9;11 (N= 15) 10:05 8;9
Total 103:58 5;8

SSD subgroups Gender 
(boy:girl)

Mean age 
(year;month) APAC PCC

AD (N= 44) 25:19 7;0 91.57 (2.30)
PD (N= 68) 43:25 5;1 80.32 (8.09)
CPD (N= 31) 20:11 5;8 74.08 (16.15)
IPD (N= 18) 15:3 4;4 62.36 (13.7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APAC PCC= percentage of con-
sonants correct of 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Kim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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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자료의 전사 신뢰도와 검사의 채점 신뢰도를 위해 전체 자료의 

약 10% (16명)를 임의로 선정하여 전사자 간 신뢰도 및 채점자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전사자 간 신뢰도와 분석자 간 신뢰도는 언어

병리학 전공 박사와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분석하였다. 신뢰도를 구

하기 전, 전사 방법과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본 실험에 포함되

지 않은 자료를 이용해 전사 및 분석 과정을 연습하였다.

전사 신뢰도는 K-APP의 ‘1-2-3음절 낱말’ 검사 전체에서(전사자

간 동일하게 전사한 음운수)/(전체 음운수)×100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사자 간 신뢰도는 95.38%로 나타났다. 

검사 항목에 대한 채점 신뢰도는 동일한 전사 내용을 바탕으로 

1-2-3음절 낱말 검사를 채점하였을 때(채점자 간 동일하게 채점한 

항목수)/(전체 항목수)×100으로 계산하였다. 검사 항목에 대한 

채점 신뢰도는 98.33%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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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였다. 말소리장애 하위유형에 따라 낱말 길이에 따른 낱말 정

확도, 음운 정확도, 모음 정확도, 자음 정확도, 목표음절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re-

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주효과에 대한 사후분석

은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난 경우 각 말소리장애 집단별로 낱말 길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유의 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낱말 정확도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단어의 낱말 길이에 따른 낱말 정확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1음절 낱말의 낱말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6.82%, 음운지연 

집단이 91.59%,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86.00%, 비일관적인 음

운지연 아동이 75.56%였다. 2음절 낱말의 낱말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4.09%, 음운지연 집단이 79.13%,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

이 74.00%,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동이 50.00%였다. 3음절 낱말의 

낱말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4.09%, 음운지연 집단이 68.41%,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63.33%,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동이 

34.44%였다.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로 검사어의 낱말 길이에 따라 낱말 정확

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유형에 따라 낱말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157) =25.687, p< .001, ηp
2 = .329). 

사후분석 결과, 조음장애 집단이 다른 하위유형들에 비해 유의하

게 낱말 정확도가 높았으며,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이 음운지연

과 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에 비해 낱말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검사어 음절 길이에 따라 낱말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을 때, 낱말 길이에 따라서 낱말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F(2,314) = 61.525, p< .001, ηp
2 = .282). 사후분석 결과 1음절어의 

낱말 정확도가 2, 3음절어의 낱말 정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

며, 2음절어의 낱말 정확도도 3음절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말소리장애 하위유형과 낱말 길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314) =7.122, p< .001, ηp
2 = .120). 사후분

석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별로 검사어의 낱말 길이에 따라 낱

말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하여 알아보았다. 조음장애(F(1,43) =1.518, p>.05, ηp
2 = .034) 집단은 

낱말 길이에 따라 낱말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운지연 집단은 낱말 길이에 따라 낱말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134) =28.691, p< .001, ηp
2 = .300). 사후분석 결과, 1음

절어의 낱말 정확도가 2, 3음절어의 낱말 정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2음절어의 낱말 정확도가 3음절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 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에 대한 검정 결과, 낱말 길이에 따라 낱

말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60) =10.100, p< .001, ηp
2 =  

.252). 사후분석 결과, 1음절어의 낱말 정확도가 3음절어의 낱말 정

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다른 검사어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은 낱말 길이에 따라 낱말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34) =34.295, p< .001, ηp
2 = .669). 

사후분석 결과, 1음절어의 낱말 정확도가 2, 3음절어의 낱말 정확

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2음절어의 낱말 정확도가 3음절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음운 정확도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낱말 길이에 따른 음운 정확도에 대한 

Table 2. The results of percentage of words correct (%)

Subgroup 1 syllable words 2 syllable words 3 syllable words

AD (N= 44) 96.82 (7.40) 94.09 (11.06) 94.09 (12.63)
PD (N= 68) 91.59 (13.46) 79.13 (23.37) 68.41 (28.78)
CPD (N= 31) 86.00 (21.75) 74.00 (30.24) 63.33 (32.84)
IPD (N= 18) 75.56 (23.32) 50.00 (24.01) 34.44 (30.5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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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1음절 낱말의 음운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8.67%, 음운지

연 집단이 96.38%,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94.17%, 비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87.50%였다. 2음절 낱말의 음운 정확도는 조음장

애 집단이 98.52%, 음운지연 집단이 93.89%,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

동이 92.75%,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동이 82.61%였다. 3음절 낱말

의 음운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9.12%, 음운지연 집단이 

92.47%,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91.57%,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

동이 77.78%였다.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음운 정확도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간 음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F(3,157) =27.395, p< .001, ηp
2 = .344). 사후분석 결과, 조음장애 

집단이 다른 하위유형들에 비해 유의하게 음운 정확도가 높았으

며,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이 음운지연과 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에 비해 음운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낱말 길이에 따라 음운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낱말 길이에 따라서도 음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314) =18.597, p< .001, ηp
2 = .106). 사후분석 결과, 1음절어의 음운 

정확도가 2, 3음절어의 음운 정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3음절어

의 음운 정확도가 2음절어 음운 정확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과 낱말 길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314) =4.372, p< .001, ηp
2 =  

.077).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로 사후분석하였을 때, 음운지연 집

단은 낱말 길이에 따라 음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134) =8.443, p< .001, ηp
2 = .112). 사후분석 결과, 1음절어의 음운 

정확도가 2, 3음절어의 음운 정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2, 3음

절어 간에는 음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일

관적인 음운장애 집단 또한 낱말 길이에 따라 음운 정확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F(2,34) =8.902, p= .001, ηp
2 = .334). 사후분석 결

과, 1음절어의 음운 정확도가 2, 3음절어의 음운 정확도보다 유의

하게 높았으며, 2, 3음절어 간에는 음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조음장애(F(2,86) =757, p>.05, ηp
2 = .000), 일관적인 

음운장애(F(2,60) =1.728, p>.05, ηp
2 = .054) 집단은 낱말 길이에 따라 

음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음 정확도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낱말 길이에 따른 모음 정확도에 대한 기

술통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1음절 낱말의 모음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9.09%, 음운지연 

집단이 100.00%,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98.00%, 비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97.78%였다. 2음절 낱말의 모음 정확도는 조음장

애 집단이 98.86%, 음운지연 집단이 98.70%,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

동이 98.00%,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동이 98.89%였다. 3음절 낱말

의 모음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9.85%, 음운지연 집단이 

98.84%,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98.89%,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

동이 94.44%였다.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로 낱말 길이에 따라 모음 정확도에 차이

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그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간 모음 정확

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157) =3.652, p= .014, ηp
2 = .065). 사

후분석 결과,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이 조음장애와 음운지연 

집단에 비해 모음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낱말 길이에 따라 모음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낱말 길이에 따라서도 모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314) =  

1.358, p>.05, ηp
2 = .009).

말소리장애 하위유형과 낱말 길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314) =45.983, p= .003, ηp
2 = .060). 말소

리장애 하위유형 별로 낱말 길이에 따라 모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운지연 집단에 대한 검정 

결과, 낱말 길이에 따라 모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134) =4.846, p= .009, ηp
2 = .067). 사후분석 결과, 1음절어의 모음 

정확도가 다른 낱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2, 3음절어 간 모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음장애(F(2,86) =1.360, 

p>.05, ηp
2 = .031), 일관적인 음운장애(F(2,60) = 0.403, p>.05, ηp

2 =  

.013), 비일관적인 음운장애(F(2,34) =1.940, p>.05, ηp
2 = .102) 집단에 

Table 3. The results of percentage of phonemes correct (%)

Subgroup 1 syllable words 2 syllable words 3 syllable words

AD (N= 44) 98.67 (3.08) 98.52 (2.81) 99.12 (1.87)
PD (N= 68) 96.38 (6.14) 93.89 (8.18) 92.47 (8.86)
CPD (N= 31) 94.17 (9.06) 92.75 (8.57) 91.57 (8.24)
IPD (N= 18) 87.50 (12.86) 82.61 (10.33) 77.78 (13.8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Table 4. The results of percentage of vowels correct (%)

Subgroup 1 syllable words 2 syllable words 3 syllable words

AD (N= 44) 99.09 (4.21) 98.86 (3.87) 99.85 (1.01)
PD (N= 68) 100.00 (0.00) 98.70 (3.80) 98.84 (3.22)
CPD (N= 31) 98.00 (6.10) 98.00 (6.10) 98.89 (2.53)
IPD (N= 18) 97.78 (9.43) 98.89 (3.23) 94.44 (6.5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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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길이에 따른 조음 정확도  •  하승희 외

대한 검정 결과, 낱말 길이에 따라 모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자음 정확도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검사어의 낱말 길이에 따른 자음 정확도

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1음절 낱말의 자음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8.38%, 음운지

연 집단이 93.79%,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91.43%, 비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80.16%였다. 2음절 낱말의 자음 정확도는 조음장

애 집단이 98.25%, 음운지연 집단이 90.19%,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

동이 88.72%,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동이 70.09%였다. 3음절 낱말

의 자음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8.59%, 음운지연 집단이 

87.92%,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86.35%,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

동이 65.87%였다. 

말소리장애 하위유형과 낱말 길이에 따라 자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차이에 대

한 유의성 검정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간 자음 정확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F(3,157) =27.792, p< .001, ηp
2 = .347). 사후분석 

결과, 조음장애 집단이 다른 하위유형들에 비해 유의하게 자음 정

확도가 높았으며,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이 음운지연과 일관적

인 음운장애 집단에 비해 자음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낱말 길이에 따라 자음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낱말 길이에 따라서 자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314) =20.688, p< .001, ηp
2 = .116). 사후분석 결과, 1음절어의 자

음 정확도가 2, 3음절어의 자음 정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2음

절어의 자음 정확도가 3음절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과 낱말 길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314) =3.959, p=.001, ηp
2 =.070). 

사후분석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별로 낱말 길이에 따라 자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음운지연 집단에 대한 

검정 결과, 검사어의 낱말 길이에 따라 자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F(2,134) =7.435, p= .001, ηp
2 = .100). 사후분석 결과, 3음

절어의 자음 정확도가 1음절어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2, 3음절

어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집

단에 대한 검정 결과, 낱말 길이에 따라 자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F(2,34) =12.999, p< .001, ηp
2 = .433). 사후분석 결과, 1음

절어가 2, 3음절어에 비해 유의하게 자음정확도가 높았다. 조음장애

(F(2,86) = 0.095, p>.05, ηp
2 = .002), 일관적인 음운장애(F(2,60) =2.496, 

p>.05, ηp
2 = .077), 집단에 대한 검정 결과, 낱말 길이에 따라 자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목표음절 정확도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낱말 길이에 따른 목표음절 정확도에 대

한 기술통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1음절 낱말의 목표음절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6.82%, 음

운지연 집단이 91.47%,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86.45%, 비일관

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75.56%였다. 2음절 낱말의 목표음절 정확도

는 조음장애 집단이 96.82%, 음운지연 집단이 86.47%,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83.23%,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동이 65.56%였다. 

3음절 낱말의 목표음절 정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6.82%, 음운

지연 집단이 84.12%, 일관적인 음운지연 아동이 80.65%, 비일관적 

음운지연 아동이 58.89%였다.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로 낱말 길이에 따라 목표음절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차이에 대한 유

의성 검정 결과,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간 음절 길이에 따라 목표음절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157) =21.854, p< .001, ηp
2 = .295). 

사후분석 결과, 조음장애 집단이 다른 하위유형들에 비해 유의하

게 목표음절 자음 정확도가 높았으며, 비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

이 음운지연과 일관적인 음운장애 집단에 비해 목표음절 자음 정

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낱말 길이에 따라 목표음절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낱말 길이에 따라서도 목표음절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F(2,314) =13.770, p< .001, ηp
2 = .081). 사후분석 결과, 1음절어의 

목표음절 정확도가 2, 3음절어의 목표음절 정확도보다 유의하게 

Table 5. The results of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

Subgroup 1 syllable words 2 syllable words 3 syllable words

AD (N= 44) 98.38 (4.59) 98.25 (4.02) 98.59 (3.18)
PD (N= 68) 93.79 (10.53) 90.19 (13.38) 87.92 (13.87)
CPD (N= 31) 91.43 (14.34) 88.72 (13.81) 86.35 (13.63)
IPD (N= 18) 80.16 (19.07) 70.09 (17.68) 65.87 (20.1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Table 6. The results of percentage of target syllables correct (%)

Subgroup 1 syllable words 2 syllable words 3 syllable words

AD (N= 44) 96.82 (7.40) 96.82 (7.40) 96.82 (7.40)
PD (N= 68) 91.47 (13.52) 86.47 (17.08) 84.12 (20.31)
CPD (N= 31) 86.45 (21.53) 83.23 (18.69) 80.65 (18.25)
IPD (N= 18) 75.56 (23.32) 65.56 (22.55) 58.89 (23.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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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2음절어와 3음절어의 목표음절 정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과 낱말 길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314) =2.445, p= .025, ηp
2 =  

.045). 사후분석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별로 낱말 길이에 따라 

목표음절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음운지연 집단에 대한 검정 결과, 낱말 길

이에 따라 목표음절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201) =3.242, 

p= .041, ηp
2 = .031). 사후분석 결과, 3음절어의 목표음절 정확도가 

1음절어의 목표음절 정확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조음장애

(F(2,129) = 0.000, p>.05, ηp
2 = .000), 일관적인 음운장애(F(2,90) = 0.687, 

p>.05, ηp
2 = .015), 비일관적인 음운장애(F(2,51) =2.387, p>.05, ηp

2 =  

.086) 집단에 대한 검정 결과, 낱말 길이에 따라 목표음절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2-3음절 검사를 이용하여 언어학적 증상에 따른 말

소리장애 하위유형별로 낱말 길이에 따른 조음 정확도와 목표 음절

의 산출 일관성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1-2-3

음절 검사의 낱말 정확도는 말소리장애 집단과 낱말 길이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다른 모든 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낱말 정확도를 보였으며, 조음장애는 다

른 모든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낱말 정확도를 보였다. 낱말 길

이도 음절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 마다 낱말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

아졌다. 특히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1, 2, 3음절 낱말 정확도가 각각 

75.56%, 50.00%, 34.44%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중 가장 많은 오류

를 보였으며, 낱말의 음절 수가 증가할 때마다 큰 폭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2-3음절 낱말 산출에 어려움을 보였다. 집단과 낱말 길이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말소리장애 집단별로 낱말 길이에 따른 낱말 

정확도를 사후분석한 결과, 음운지연, 일관적 음운장애,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낱말 길이에 따라 낱말 정확도가 유의하게 달라진 반

면에 조음장애는 낱말 길이에 따라 정확도 상의 변화가 없었다. 

음운과 자음 수준에서 1-2-3음절 검사의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도 모두 낱말 정확도와 동일하게 말소리장애 집단과 낱말 길이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과 낱말 길이 간의 상호작

용이 유의하였다. 말소리장애 집단별로 낱말 길이에 따른 음운과 

자음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조음장애와 일관적 음운장애는 낱말 

길이에 따라 음운과 자음 정확도상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반면

에 음운지연과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낱말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음운과 자음 정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2-3음절 검사에서 

모음 정확도는 말소리장애 집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

만 낱말 길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일관적 음운장

애가 조음장애와 음운지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모음 정확도를 보

였다. 따라서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에 있어

서도 빈번한 오류를 보이면서 다른 말소리장애 하위유형과 구별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Holm 등(2008)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한다.

1-2-3음절 과제에서 목표음절의 정확도를 살펴봄으로써 동일한 

음절이 일관성있게 산출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목표음절 정

확도는 말소리장애 집단과 낱말 길이에 따라 모든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과 낱말 길이 간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유의한 상

호작용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말소리장애 집단별로 목표음절 정확

도를 살펴본 결과, 음운지연과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낱말 길이에 

따라 목표음절 정확도가 유의하게 달라져 1음절에서 정확하게 산

출했던 낱말이 2, 3음절에서는 부정확해지는 비일관적인 산출을 

보였다. 반면에 조음장애와 일관적 음운장애는 낱말 길이에 따라 

목표음절의 정확도 상의 변화가 없어 낱말의 길이에 상관없이 정확

하거나 오류를 보였던 음절은 일정하게 산출되는 특성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표면 오류에 따른 말소리장애 집단 중에

서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낱말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조음 정확도

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통계분석 결과에서는 비일관

적 음운장애뿐만 아니라 음운지연도 낱말 길이에 유의한 영향을 

받으면서 조음장애와 일관적 음운장애와 구별된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1-2-3음절 낱말 과제의 조음 수행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운지연은 전반적인 조음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낱말 길이에 

따라 영향받는 정도도 작아 비일관적 음운장애보다는 오히려 일관

적인 음운장애와 유사한 영향 정도와 특성을 보인다(Figures 1-3). 

또한 낱말 길이에 따른 음운지연과 비일관적 음운장애 아동의 조

음 수행력은 서로 상이한 기저 결함 또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말소리 습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아동의 

경우 불완전한 말 운동 및 음운 체계로 인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었던 음절 또는 낱말이 좀 더 길어지거나 복잡한 구조 안에서 산

출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 표면 오류에 근거한 말소리장애 하

위유형 중 음운지연 아동은 말소리 습득뿐만 아니라 신체, 언어 등 

전반적인 발달 면에서 지연된 특성을 보인다(Dodd, 2005; Pi & Ha, 

2021). 따라서 음운지연 아동이 1음절 낱말에 비해 2-3음절 낱말에

서 오류가 증가하는 모습은 말 운동 및 음운체계의 미성숙 또는 발

달 지연의 증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일관적 음운장애

는 단순 지연된 말 운동 및 음운체계보다는 음운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음운 계획상의 결함으로 인해 낱말의 길이에 따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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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증가해도 지속적으로 다음절 낱말의 산출에서 어려움을 보

일 가능성이 높다(Holm et al., 2008). 음운지연과 비일관적 음운장

애 아동이 보이는 1-2-3음절 검사어에 나타난 오류의 양상을 자세

히 살펴보면 두 집단이 서로 상이한 기저 결함으로 인해 낱말 길이

에 따라 조음 정확도가 변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음운지연 아동의 

경우는 대부분 2-3음절에서 자음연쇄 단순화(예. 공주→[곤주], 

감자→[간자]), 종성생략(예. 아가방→[아가바]), 파열음화(예. 감

자→[감다], 통감자→[통담다])와 같은 발달적 오류패턴을 보였

다. 그러나 비일관적 음운장애 아동의 경우는 발달적 오류패턴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가방’을 [아마까], ‘공주님’을 [중중니] 또는 [두

두님], ‘통감자’를 [퉁따따] 또는 [통방다], ‘네모칸’을 [에모칸]으로 

발음하면서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비발달적, 특이한 오류패턴을 보

였다. Williams와 Stackhouse (2000)는 아동이 보이는 오류 가운데 

(1) 목표 음소가 모두 있지만 순서가 틀리거나, (2) 생략을 보이면서 

불완전한 배열을 보이거나, (3) 특정 음소를 반복 산출하는 모습은 

말소리 배열(sequencing)상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

서 위에서 제시한 비일관적 음운장애 아동이 보인 오류의 대다수

는 1-2-3음절 검사어를 듣고 따라말하는 상황에서 목표 낱말에 포

함된 일련의 음소를 인출하고 배열하는 음운 계획상의 결함과 관

계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2-3음절 낱말 검사의 낱말, 자음, 모음, 음운 정확

도를 바탕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 조음 심각도를 살펴보면 

APAC의 자음 정확도 결과와 일관성 있게 전반적으로 조음장애, 

음운지연, 일관적 음운장애, 비일관적 음운장애 순서로 심각도가 

높아졌다. 1-2-3음절은 비음, 파열음, 파찰음으로 구성되어 음소 난

이도가 낮기 때문에 조음장애, 음운지연, 일관적 음운장애 아동은 

모두 90% 이상의 음운 정확도를 보였으나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약 

80%의 음운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1-2-3음절 낱말 과제의 자음 정

확도는 조음장애 집단이 98.45%, 음운지연 집단이 89.74%, 일관적

인 음운장애 집단이 87.8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일관적인 음

운장애 집단은 69.65%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자음 정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표면 오류에 근거한 말소리장

애 하위유형의 심각도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관성이 있으며

(Dodd, 2005; Pi & Ha, 2020), 1-2-3음절 낱말 검사가 임상적으로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1-2-3음절 낱말 검사는 음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15개의 낱말로 검사어 수도 적지만 말

소리장애 하위유형별 심각도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1-2-3음절 낱말 검사는 짧은 시간 내에 말소리장애를 선별하

고, 심각도와 오류 패턴을 바탕으로 비일관적 산출과 일련의 소리

를 배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말소리장애 하위유형까지 예측

Figure 1. The results of percentage of words correct (%).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
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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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esults of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
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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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results of percentage of target syllables correct (%).
AD= articulation disorder; PD= phonological delay; CPD= consistent phonolog-
ical disorder; IPD= inconsistent phonologic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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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증가하고 낱말 길이에 영향받는 정도도 크다. 비일관적 음

운장애 아동은 음소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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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Dodd와 동료들이 제안한 언어학적 증상, 즉 표면 오

류에 기반한 분류 기준(Dodd, 2005)을 바탕으로 말소리장애 하위

유형을 나누고 1-2-3음절 낱말 검사의 조음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다른 말소리장애 하위유형에 비

해 연령이 낮고, 자음 정확도가 낮았다. 이러한 비일관적 음운장애 

특성은 표면 오류에 기반하여 말소리장애 하위유형을 분류한 다

양한 언어권 연구에서 모두 일관되게 보고되는 바이다(Broom-

field & Dodd, 2004; Dodd & Leahy, 1989; Fox & Dodd, 2001; Pi & 

Ha, 2020; So & Dodd, 1994; Zua & Dodd, 2000). Dodd 와 동료들

이 제안한 말소리장애 분류 체계는 표면 오류뿐만 아니라 연령과 

심각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체계의 근본적

인 특성을 반영하면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로 낱말 길이의 영향 

정도를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연령과 심각도상의 집단별 차이를 통

제하지 않고, 하위유형별 1-2-3음절 낱말 과제의 수행력을 살펴보

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표면 오류에 기반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

별 특성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낱말 길이에 따

른 조음 정확도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표면 오류가 나타내는 아동

의 말소리 산출 상의 기저 결함이 아닌 연령과 심각도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

해 1-2-3음절 낱말 과제의 조음 수행력을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 요인이 표면 오류와 관련된 특성인지, 조음 심각도, 연령, 또는 말 

발달 수준인지 살펴봄으로써 말소리장애 아동의 특성을 면밀히 살

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1-2-3음절 낱말 검사를 이용하여 비일관적 음운장애

와 음운지연 아동이 낱말 길이에 따라 조음 정확도와 일관성이 유

의하게 달라짐을 보여줌으로써 말소리장애 감별 진단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지 못

했지만 아동 말 실행증도 말 움직임의 계획과 프로그래밍상의 결

함으로 인해 낱말의 길이와 구조가 증가할수록 생략, 도치와 같은 

오류를 보이면서 말소리 배열상의 어려움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 말 실행증을 포함하여 말소리장

애 유형별로 1-2-3음절 낱말 검사의 조음정확도와 오류 유형 등의 

특성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정확한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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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1-2-3음절 낱말 검사어

문항번호 검사어 문항번호 검사어 문항번호 검사어

1 피 6 피자 11 피자집

2 네 7 네모 12 네모칸

3 공 8 공주 13 공주님

4 자 9 감자 14 통감자

5 방 10 가방 15 아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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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낱말 길이에 따른 말소리장애 아동의 조음 정확도

하승희1·피민경2

1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청각언어연구소, 2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1-2-3음절 검사를 이용하여 언어학적 증상에 따른 말소리장애 하위유형별로 낱말 길이에 따라 조음 정확도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고, 정확도를 바탕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3세에서 9세 11개월

의 161명의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1-2-3음절 검사를 실시하였다. 말소리장애는 조음 장애, 음운 지연, 일관적 음운장애, 비일관적 음운

장애 4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2-3음절 과제의 정확도는 낱말, 음운, 모음, 자음, 목표음절 수준에서 측정하여 말소리장애 하

위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결과: 낱말, 음운, 자음, 목표음절 정확도는 말소리장애 집단과 낱말 길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

과 낱말 길이에 따른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말소리장애 하위집단 중 음운지연과 비일관적 음운장애는 낱말 길이 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특히 비일관적 음운장애 아동은 낱말의 음절이 증가할수록 오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2-3음절 

검사의 정확도와 낱말 길이 효과를 바탕으로 말소리장애 하위유형을 구별할 수 있으며 비일관적 산출과 일련의 소리를 배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확인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낱말 길이, 말소리장애, 비일관성, 정확도, 감별 진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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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희, 허지회, 김덕용, 김정완 (2009). 실어증선별검사(Screening Test for Aphasia Neurologic Communication Disorders, STAND). 서울: 학지사

피민경 (2021). 표면 오류에 근거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하위 유형별 특징과 판별 및 예측 요인.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피민경, 하승희 (2020). 말소리장애 아동의 하위 유형 분류를 위한 예비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5(1), 114-126.

피민경, 하승희 (2021). 언어학적 증상에 따른 말소리장애 아동의 하위유형 별 위험요인.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6(4), 884-896.

하승희 (2020). 말소리장애와 일반 아동의 정상적인 변이성과 병리적 비일관성.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5(2), 431-440.

하승희, 김민정, 서동기, 피민경 (2021). 한국 조음음운 프로파일(K-APP). 서울: 휴브알앤씨.

ORCID

하승희(제1저자, 교신저자, 교수 https://orcid.org/0000-0003-2133-3720); 피민경(공동저자, 겸임교수 https://orcid.org/0000-0002-9093-8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