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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speech intelligibility and acoustic measurements of speech sounds pro-

duced by the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and children without any diagnosed speech sound disorder.

Methods : A total of 60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Speech samples were 

obtained by having the subjectsʼ speak meaningful words. Acoustic measurements were analyzed on a spectrogram using the 

Multi-speech 3700 program. Speech intelligibility was determined according to a listener's perceptual judgment.

Results :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had significantly lower speech intelligibility than those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The intensity of the vowel /u/, the duration of the vowel /ɯ/, and the second formant of the vowel /ɯ/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groups. There was no difference in voice onset time between the groups.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acoustic measurements and speech intelligibility.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peech intelligibility of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was affected 

by intensity, word duration, and formant frequency.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clinical setting results using acoustic measure-

ments   in addition to evaluation of speech intel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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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음이란 혀, 입술, 목젖 등 조음기관을 이용하여 말

소리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여 모국어의 언

어 규칙에 적합한 언어로 변환하고 말소리 표상과 관

련된 말 운동 프로그래밍을 계획하고 구어 근육들의 

조화로운 운동 협응으로 말소리가 생성이 된다. 만약 

말소리 생성 과정 중 어려움이 초래된 경우에 말소리 

장애가 나타난다. 

Shriberg와 Kwiatkowski(1994)는 병인에 따라서 말소

리 장애를 원인이 불명확한 말장애, 삼출성 중이염으

로 인한 말소리 장애, 발달적 구어 실행증, 심리 발달 

문제와 연관 있는 말장애로 분류하였고, 말소리 장애

를 갖고 있는 아동들 중 대략 40-60 % 아동들이 언어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말소리 장

애 아동의 동반 장애를 조사 연구한 결과, 지적장애가 

28.44 %, 청각장애가 14.65 %, 뇌병변장애가 10.28 %, 

구강구조의 문제가 7.96 % 등이었고, 그 중에서 뚜렷

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소리 장애 아동의 수는 389명 

중 158명으로 이 아동들의 연령별 비율은 4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세, 3세 순으로 한국어 말소리의 

대부분을 습득하는 연령인 4세, 5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Kim 등, 2015). 

우리 말소리의 모든 음소를 5세에 어두 초성과 어중 

초성에서 습득할 수 있고, /ㅅ/ 음과 /ㄹ/ 음을 제외하

고 거의 모든 음소가 6세 이전에 완전 습득되며 조음 

방법 면에서 비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순으

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조음 위치 면에서 양순음, 치조

음, 성문음, 연구개음, 경구개음 순으로 발달이 된다

(Kim & Bae, 2005). 따라서 아동의 음소 습득이 말소

리 발달의 초기, 중기, 후기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음소인지를 확인하고 오류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아동

의 연령에 적합한 말소리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Shriberg, 1993).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소리 장애 평가방법은 청지각

적인 방법이다. 청지각적인 방법은 자음정확도나 말명

료도, 말소리의 오류 유형, 오류 패턴을 단어, 문장, 혹

은 자발화 수준에서 평가한다. 자음 정확도는 조음 능

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말소리 장애 아동의 중증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말명료도는 청자가 화자의 발

화를 정확하게 이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말명

료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정법, 말명료도 지표

(speech intelligibility index)가 있다. 평정법은 청자가 발

화 자료를 듣고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로 측정

하는 방법이다. 

Han(2009)은 구개열 아동, 기능적 말소리장애 아동,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문장 발화에서 자음정확도를 측

정하고, 말 명료도와 말용인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아동 집단에서 말 명료도, 자음 정확도, 말용인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자음 정확도가 높을수록 말

명료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Sung 등

(2007)은 19세 이상 청각장애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낱말카드와 문단을 읽기를 통하여 말명료도와 모음정

확도 및 자음정확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분절음의 정확도는 말명료도를 예측

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말명료도의 변화

량을 설명하는 모음정확도의 설명력은 40 %, 자음정확

도의 설명력은 68 %로 자음 정확도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청지각적인 방법은 평가자의 임상경험과 평

가 숙련도에 따라서 말소리 장애의 진단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음향학적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Lee, 

2010).

음향학적 방법은 음성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대상자

의 발성, 공명, 조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본주파수(Fo), 포먼트(formant), 피치(pitch), 강도

(intensity), 발성개시시간(VOT, Voice onset time), 길이

(duration), 소음 주파수(noise frequency) 등 음향학적 파

라미터들을 측정한다. 해부학적 성장과 더불어 발화기

제의 성숙을 의미하는 기본주파수는 신체 성장과 연령

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성별에 따

른 차이를 보인다(Kent & Read, 2002). 모음 포먼트는 

입의 개방정도와 관련이 있는 제 1 포먼트와 조음위치

와 연관이 있는 제 2 포먼트로 말소리 발달을 규명하

는 데 사용한다. Xue 등(2010)은 10-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남녀를 대상으로 연령 (10-12세, 13-15세, 16-18

세)별로 성도의 길이, 모음 /a/의 포먼트 값과 피치와 

강도를 비교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있



강 은 영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와 음향학적 측정치 간 상관관계  193

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와 Iversion(2008)은 10세 

아동과 5세 아동을 대상으로 8개 단모음이 포함된 그

림 카드를 제시하고 각 음절에서 피치, 강도, 길이를 

측정한 결과 유사하게 산출되었으나 연령과 성별에 따

른 모음 포먼트 주파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아동들의 정상적

인 말 발달 패턴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 유용하

다고 보고하였다. 

Yi와 Chong(2015)은 만 5세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4음절 단어 발화에서 단어 피치를 연구한 결과, 음운구

의 음높이 패턴은 저고저저, 고저저저의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다고 하였다. Ackermann 등

(1993)은 학령 전기 아동들이 습득해야 할 운율 요소로 

자음의 길이, 모음의 길이, 리듬, 강세 억양들이라고 하

였다. 

Yi 등(2010)은 3세-10세에 해당하는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 아동에게 V, CV, VC, CVC 환경에서 7개 단모음

의 포먼트 주파수를 측정한 결과, 청각장애 아동 집단 

내에서는 네 가지 환경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일반 아

동의 경우 후설 고모음의 제 2 포먼트만 V와 CVC, 

VC와 CVC 환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

구에서 청각장애 아동은 모음 /ɯ/와 /i/ 모음의 제 2 

포먼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Oh 등(2000)은 6세 6개월부터 10세 사이에 있는 청

각장애 아동과 건청아동을 대상으로 세 개의 모음 /i/, 

/a/, /u/와 9개의 파열음 문형 VCV을 적용하여 포먼트 

주파수와 전체 지속시간, 첫 번째 모음의 길이, 폐쇄구

간의 길이, 기식 구간, 후행 모음의 길이를 측정한 결

과, /i/, /a/의 제 1포먼트, /i/와 /u/의 제 2 포먼트, /u/의 

제 3 포먼트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청

각장애인이 건청인에 비하여 첫 번째 모음의 길이, 폐

쇄구간 및 기식구간의 길이, 후행모음길이, 전체 지속

시간이 모두 길었다고 보고하였다.

말명료도는 자음의 특성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다

(Sung 등, 2007). 파열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양순음, 

치조음과 연구개음으로 분류하고, 발성유형에 따라서 

평음, 경음과 격음으로 분류한다. 음향측정 단위로 폐

쇄의 개방에서 성대 진동의 시작 시점 사이의 시간은 

발성개시시간(VOT)을 의미한다. VOT는 후두와 상후두

에 있는 조음 기관의 조화로운 협응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학적 파라미터로(Kent 등, 1999), 인접한 모음 환경

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고모음 앞에서는 저모음보다 

길게 나타난다(Cho & Ladefoged, 1999). 한국어 파열음

의 VOT는 후행하는 모음이 동일한 경우 /ㅍ/ < /ㅌ/ < 

/ㅋ/ 순으로 나타나지만 동일한 파열음의 VOT는 후행

하는 모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음과 후행 모음의 조

음 위치가 가까울수록 모음의 조음 위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Son, 2012). 파찰음은 발성 유형에 따라서 격

음 > 평음 > 경음 순으로 길게 나타난다. 파찰음의 폐

쇄구간은 경음 > 격음 > 평음 순서로 길었고, 마찰기

간은 격음 > 평음 > 경음 순서로 길었다(Shin, 2000). 

Jeong 등(2011)은 만 5세부터 9세 사이에 있는 경직

형 뇌성마비 아동과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VCV 환경에

서 어중 초성 파열음의 폐쇄구간과 기식구간의 길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뇌성마비 아동 집단에서 폐쇄구

간은 정상 아동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길었으나 

기식구간은 /아빠/와 /아까/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한편 Kim 등(2010)은 이중언어 환경 자녀의 한국어 

말소리 특성을 VOT, 단어 길이, 분절음의 길이로 설명

하였다. 그 결과 단모음 5개와 어두 초성에서 파열음

의 VOT와 파찰음의 길이, 단어 길이를 측정한 결과, 

/o/ 모음의 길이, 격음 양순음과 평음과 격음 치조음, 

경음 연구개의 VOT, 파찰음 /ㅊ/, /ㅉ/의 자음 길이와 

단어 전체 길이가 길었으며 파찰음의 오류가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서 청지각적인 방법과 음향학적 연구 방법

을 결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Munson 등(2003)

은 3세 9개월-8세 10개월 말실행증 아동 5명과 음운장

애 아동 5명에게 강약 비단어와 약강 비단어를 산출하

게 하고,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아동의 발화 샘플을 

듣고 강세를 판단하는 지각 실험을 하였다. 청자가 강

세로 판단하는 결과를 예측하는 음향학적 파라미터는 

모음 길이, 강세와 비강세 음절의 상대적 기본 주파수

라고 보고하였다.

Song과 Sim(2008)은 5세-6세 말소리장애 아동과 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조음정확도를 평가하고 길항반복

운동(DDK) 과제인 /파/, /타/, /카/, /파타카/를 개구장치

를 장착한 상태와 개구장치 없이 말하도록 하는 상황

에서 오류수와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개구장치 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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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DDK 속도는 /타/와 /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고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에서 비장애아동 집단에 비

하여 속도가 느렸다. 또한 턱 고정 후 말소리 장애 아

동 집단에서 비장애아동 집단보다 조음 오류의 수가 

많았다.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의 자음 정확도는 DDK

의 소요시간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없었고, /카/의 반복 

소요시간의 변화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였다. 

4세부터 6세까지 학령전기 말소리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자음정확도 및 모음정확도를 산출하

고 음향학적 파라미터 간 영향 관계를 알아본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모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u/ 모음의 강도와 연령으로 보고되었다. 자음정확

도를 예측할 수 있은 음향학적 변인은 어두 초성 경음 

양순음의 후행 모음길이와 어두 초성 평음 연구개음의 

파열 강도가 30.3 %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Kang, 2014).

의사소통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명료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음향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 Kim 등(2011)은 마비말장애 환자 107명을 대상

으로 말명료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음향학적 파라미터로 

분절 조음을 반영하는 매개변수와(F2 slope, 모음 공간, 

강도 등)와 운율 자질(조음 속도와 모음의 기본주파수 

범위)을 반영하는 매개변수로 말명료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Lam과 Tjaden(2013)는 정상인의 명료한 발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음향학적 파라미터는 모음 공간, 조음 

속도, 발성 강도라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 대다수는 청각장애나 뇌성마비로 인한 말

소리장애, 혹은 신경학적 문제로 인한 마비말장애와 

같이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말소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향학적 평가방법으로 말소리 문제를 시간적·공간적 

특성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경계 

이상이 전혀 없고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말소리 

장애 아동에 대한 말소리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부

족한 실정에 있다. 평가 문형도 무의미 음절이나 길항

반복운동 검사의 문형을 사용하였고, 검사도 주로 따

라 말하기 상황으로 이루어져서 아동의 자발적인 말소

리 산출을 평가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또한 말소리 연

구는 모음이나 파열음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는 그림을 제시하고 명명하

기 상황에서 말소리 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자연스러

운 발화에 대한 명료도를 측정하고, 음향학적 방법으

로 조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말소리 장애아

동의 말명료도와 연관성이 높은 음향학적 파라미터를 

밝힘으로써 언어치료 현장에서 언어치료 계획 수립 및 

치료 전·후 효과 판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전라북도 군산과 전주 지역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사설발달센터에서 만 4세 이상부터 만 5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들 중 정상적인 운동 및 사회성이 발달

되고, 청력 및 시각 등 신경학적 결함이 없고, 인지적

인 문제가 없는 아동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보호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Preschool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Kim 등, 2003)와 우리말조음·음운평가(U-TAP) 

(Kim과 Shin, 2004)를 적용하여 언어능력과 조음음운능

력을 평가하였다.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를 적

용하여 대상자의 자음 정확도를 구하고, 우리말 조음· 

음운평가의 생활연령 자음정확도 표에서 대상 아동의 

자음 정확도가 표준편차 -1 SD 이상에 해당할 때 정상

으로 평가하였고, 표준편차 -2 SD 이하에 속할 때 말

소리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정상 

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 각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하

였고, 남녀 성비는 50 %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Table 

1). 정상 아동과 말소리장애 아동의 연령 범위는 48개

월 이상부터 71개월 이하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취

학전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를 

적용하여 언어능력을 검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정상 아동과 말소리 장애 아동의 언어 능력은 정상적

인 언어 발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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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C (n=30) CSSD (n=30)

Age (months) 59.07 ±  6.09a 58.17 ±  7.49

Gender Female 15 15

Male 15 15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 98.05 ±  2.29 73.72 ± 12.23

Receptive language scores 51.47 ±  7.64 44.47 ± 10.22

Expressive language scores 47.00 ±  6.16 40.53 ±  6.41

Integrated language ability scores 98.47 ± 13.17 85.00 ± 15.97

Equivalent age of receptive language (months) 69.5 ±7.6 62.8 ± 10.2

Equivalent age of receptive language (months) 65 ± 6.2 59.3 ±6.4

Equivalent age of  integrated language ability (months) 67.3 ± 6.5 60.8 ± 8.5

a: Mean ± Standard deviation, NC: Normal Children, C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발달센터 내에 소음

이 비교적 차단된 조용한 장소에서 대상자들에게 그림

을 보여주고 명명하기로 말소리 자료를 얻었다. 대상자

들의 말소리는 마이크(PG 480, Shure, USA)로 녹음을 할 

때 입과 마이크의 거리는 대략 15 cm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음할 때 말소리 자료는 Multi-Speech 

모델 3700 프로그램 상에서 음성 파일로 노트북에 직접 

저장하였다. 음성 표본은 11,025 Hz로 32 bit 양자화로 

하였다. 말명료도 평가는 저장된 음성 파일을 

Multi-speech 모델 3700 프로그램 상에서 무작위 순서로 

배정하여 단어의 순서에 따른 효과와 학습 효과를 배제

시켰다. 명료도를 평가할 때 평가자는 노트북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하여 한 번씩만 듣고 화자가 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를 받아 적도록 하였다. 

3. 검사 도구

단모음 검사는 Kang(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모음 

검사 문형을 활용하였다(Table 2). 한국어 단모음 8개를 

청장년층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성화 모음 /E/로 표기하여 7개 단모음을 

목표 음절로 채택하였다.

자음은 조음위치, 조음방법 및 발성유형에 따라서 구

분되며 특히 파열음과 파찰음은 발성유형에 따라서 평

음, 경음, 격음으로 구분되는 삼원대립체계를 이루는 특

성을 갖고 있다(Kim & Shin, 2015). 본 연구에서는 

Spectrum 우리말 발음검사(Kim, 2011)에서 파열음과 파

찰음이 어두 초성에 위치한 12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Table 2). 

Speech sample

Vowel
/a/-/akɔ/a, /i/-/ipʼal/, /E/-/Epɔlɛ/, /u/-/usan/, 

/o/-/ociɧɔ/, /ɔ/-/ɔhaɧ/, /ɯ/-/ɯsʼɯk/ 

Consonant
Plosive

bilabial /p/-/pata/, /pʼ/-/pʼaltɛ/, /pʰ/-/pʰili/
alveolar /t/-/tali/, /tʼ/-/tʼalki/, /tʰ/-/tʰokʼi/

soft palate /k/-/kɛmi/, /kʼ/-/kʼopʼjɔɧ/, /kʰ/-/kʰɛɧkɔlu/

Affricate hard palate /c/-/cokɛ/, /cʼ/-/cʼakcʼaki/, /cʰ/-/cʰamwe/

a: target sound - word

Table 2. Speec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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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1) 말명료도 분석 

말명료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폐쇄형 낱말 확인 과

제를 선택하였다. 폐쇄형 낱말 확인과제는 정해진 낱

말 목록을 말하거나 읽도록 하고 이를 청자가 받아 적

어서 낱말의 백분율을 계산한다(Kim & Shin, 2015).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배열된 말소리 자료 19개(단모음 

7개, 자음 12개)를 듣고 평가자가 받아 적은 후에 정확

하게 받아 적은 단어의 수를 전체 단어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말명료도를 계산하였다. 

2) 음향학적 분석 

음성 분석 프로그램 Multi-speech (Multi-speech model 

3700, KayPentax, USA)는 말소리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

어이다. Multi-speech 프로그램으로 음성 녹음과 분석이 

가능하고, 음성 파형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할 수 있

다. Multi-Speech에 직접 저장한 음성파일을 스펙트로그

램 상에서 분석하였다. 

모음의 분석 방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모음의 분

석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Kent 등, 1999). 스펙트로그

램 상에서 ① 강도, ② 피치, ③ 모음의 길이 ④ 단어의 

길이 ⑤ 포먼트(F1, F2)를 측정하였다. 모음의 중간 지점

에서 강도, 피치, 포먼트를 측정하였다. ‘애벌레’를 조음

했을 때 모음의 길이는 어두 초성의 첫 모음 ‘애’의 길이

를 측정하였고, 단어의 길이는 단어 ‘애벌레’를 시작하는 

첫 음소부터 단어를 종료하는 마지막 음소까지 조음하

는 시간을 측정하였다(Fig 1). 

Fig 1. The analytic parameters of vowel in word /Epɔle/

자음의 분석 방법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자음의 분

석 파라미터는 ④ 단어의 길이, ⑤ VOT, ⑥ 파열음에 뒤

따르는 모음의 길이, ⑦ 파찰음의 길이(affricate duration) 

⑧ 폐쇄구간, ⑨ 마찰구간, ⑩ 기식구간, ⑪ 파찰음의 후

행 모음 길이를 측정하였다. 파찰음의 길이는 폐쇄구간, 

마찰구간과 기식구간을 합하여 측정하였고, 평음과 격음 

파찰음에서 폐쇄구간, 마찰구간, 기식구간을 분석하였

다. 단어(‘바다’, ‘조개’)의 길이를 측정할 때 단어를 시작

하는 첫 음소부터 단어를 종료하는 마지막 음소까지 조

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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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nalytic parameters of consonant in word /pata/ and /cokɛ/

5. 통계 처리

1) 측정의 신뢰도

말명료도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 1

평가자인 본 연구자와 제 2평가자인 임상 경력 5년인 2

급 언어치료사가 전체 발화 샘플 중 10명의 자료에 대한 

말명료도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말명료도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는 .985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음향학적 측정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제 1평가

자인 본 연구자와 제 2평가자인 음성학에 전문지식을 갖

춘 언어치료학과 교수 1명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 2평가자는 전체 자료 중 10 %에 해당하는 6명의 자

료를 Multi-speech 370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

구자와 제 2 평가자 간 음향학적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는 .88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통계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를 SPSS(v.21, IBM, USA)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기

술통계와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음향학적 방법으

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대한 Sapiro-Wilk 검정 결

과, 단모음의 길이, 피치, 강도, 포먼트, 발성개시시간, 후

행모음길이, 파찰음의 길이, 단어 길이는 정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 간에 말명료도와 말소리의 음향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 표본 t-test를 이

용하였다. 또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와 음향학적 

측정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을 

.05 미만으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말명료도

말명료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 아동 집단에서 98.07± 

4.26 %,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에서 94.21±7.74 %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2.394, p=.020). 말소

리 장애 아동의 말명료도가 정상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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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p<.05). 

2. 음향학적 특성

1) 단모음

 (1) 피치와 강도

단모음의 피치와 강도를 측정한 결과, 피치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피치를 

비교하여 보면 정상아동 집단에서 /E/ > /i/ > /o/ > /ɔ/ > 

/ɯ/ > /a/ > /u/ 순으로 높았고,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에서 

/E/ > /ɯ/ > /a/ > /ɔ/ > /i/ > /o/ > /u/ 순으로 높은 주파수

를 보였다. 두 집단에서 모두 /E/가 가장 높고, /u/ 모음이 

가장 낮았다.

집단 간 모음의 강도를 비교한 결과, 말소리 장애 아

동 집단에서 정상아동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

다(Table 3). 후설 고모음인 /u/의 강도는 말소리장애 아

동 집단에서 정상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1). 

두 집단에서 일관되게 /a/ 모음의 강도가 가장 높았고, 

/ɯ/ 모음의 강도는 가장 낮았다. 

Vowel NC CSSD t p

Pitch /a/ 226.49 ± 43.63 244.57 ± 39.86 -1.676 .099
(Hz) /i/ 250.22 ± 54.44 239.11 ± 78.56   .782 .437

/u/ 225.62 ± 58.15 212.97 ± 46.82   .929 .357
/E/ 254.29 ± 32.51 252.02 ± 24.43   .306 .761
/o/ 247.59 ± 44.86 233.38 ± 39.05  1.308 .196
/ɔ/ 245.99 ± 39.62 241.66 ± 37.96   .433 .667
/ɯ/ 231.23 ± 51.07 248.77 ± 41.59 -1.459 .150

Intensity /a/ 66.79 ± 5.86 68.31 ± 6.09 - .987 .328
(dB) /i/ 60.29 ± 5.76 63.00 ± 5.57 -1.850 .069

/u/ 60.99 ± 6.39 65.45 ± 5.21 -2.960  .004**

/E/ 63.71 ± 6.23 64.13 ± 4.58 - .297 .767
/o/ 64.33 ± 6.92 65.97 ± 5.88 - .982 .330
/ɔ/ 66.60 ± 7.13 68.22 ± 6.28 - .932 .355
/ɯ/ 58.67 ± 6.96 59.49 ± 7.62 - .435 .665

**p<.01

Table 3. Comparison of pitch and intensity between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Vowel NC CSSD t p

F1 (Hz) /a/ 1299.97 ±  70.49 1272.47 ± 135.28   .987 .328
/i/  412.23 ±  95.14  412.50 ±  78.56 - .012 .991
/u/  453.57 ±  85.25  474.17 ±  87.20 - .925 .359
/E/  802.27 ±  98.94  816.30 ± 167.77 - .395 .695
/o/  520.43 ± 128.02  508.90 ± 108.70   1.876 .708
/ɔ/  837.77 ± 100.11  758.13 ± 209.88   1.876 .066
/ɯ/ 495.60 ± 88.85  506.07 ± 100.13 - .428 .670

F2 (Hz) /a/ 1902.70 ± 140.51 1929.43 ± 151.54 - .709 .481
/i/ 3109.13 ± 362.45 3074.90 ± 380.27    .357 .722
/u/ 1029.17 ± 238.62 1122.63 ± 233.79 -1.532 .131
/E/ 2587.70 ± 387.74 2528.77 ± 359.93    .610 .544
/o/ 1080.07 ± 286.33 1099.07 ± 312.20 - .246 .807
/ɔ/ 1252.03 ± 126.39 1285.57 ± 255.30 - .645 .522
/ɯ/ 1925.77 ± 285.57 2101.77 ± 332.56 -2.199  .032*

*p<.05

Table 4. Comparison of vowel formant between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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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먼트

단모음의 포먼트를 측정한 결과, 제 1 포먼트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제 2 포먼트는 후

설 고모음인 /ɯ/ 모음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Table 4). 말소리 장애 아동의 제 2 포먼

트가 정상 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Table 4). 이

러한 결과는 말소리 장애 아동이 /ɯ/ 모음을 조음할 때 

정상 아동보다 혀의 위치가 전방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3) 단모음의 길이

단모음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 /ɯ/ 모음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말소리 장애 아

동 집단의 /ɯ/ 모음 길이가 정상아동 집단에 비하여 유

의미하게 길었다(p<.01).

Vowel NC CSSD t p

Duration
(ms)

/a/ 304.38 ± 71.59 306.65 ± 73.07 -.121 .904

/i/ 119.95 ± 36.05 131.23 ± 32.88 -1.266 .210

/u/ 264.92 ± 81.70 275.49 ± 71.33 -.534 .595

/E/ 165.17 ± 73.47 143.70 ± 38.83 1.415 .162

/o/ 167.81 ± 55.78 153.95 ± 44.03 1.068 .290

/ɔ/ 280.87 ± 76.63 288.45 ± 71.83 -.395 .694

/ɯ/ 83.40 ± 20.76 112.01 ± 41.33 -3.388  .001**

**p<.01

Table 5. Comparison of vowel duration between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2) 파열음

 (1) VOT

한국어 파열음의 VOT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격음 > 

평음 > 경음 순으로 길게 나타난다(Pae 등, 1999).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평음, 경음과 격음 파열음의 VOT는 

기존의 이론과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다(Table 6). 조음 위치별 

VOT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 집단에서 모두 양

순음에서 격음 > 평음 > 경음 순으로 길게 나타났고, 치

조음과 연구개음에서 평음 > 격음 > 경음 순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발성 유형에 따른 발성 개시시간이 기

존의 이론과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는 인접한 자음과 음

절 구조와 같은 음향학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

으로 해석된다.

Consonants NC CSSD t p

VOT (ms)

/p/ 67.45 ± 21.45 71.05 ± 27.85 - .562 .576

/pʼ/ 18.40 ±  5.78 18.82 ±  6.27 - .270 .788

/pʰ/ 71.77 ± 18.94 71.82 ± 29.74 - .008 .993

/t/ 77.99 ± 21.41 70.50 ± 19.10   1.430 .158

/tʼ/ 21.96 ±  5.37 21.77 ±  6.99    .121 .904

/tʰ/ 50.93 ± 16.09 50.90 ± 18.54    .006 .995

/k/ 75.72 ± 15.58 73.85 ± 25.01   .338 .737

/kʼ/ 23.00 ±  5.61 26.71 ± 10.35 -1.660 .103

/kʰ/ 66.65 ± 20.95 68.48 ± 17.88 - .340 .735

Table 6. Comparison of VOT between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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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행 모음 길이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길이를 집단 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7). 양순음의 후행 모음 길이는 격음에 후행하

는 모음 길이가 평음이나 경음보다 길었다. 치조음과 

연구개음의 후행 모음길이는 평음 > 경음 > 격음 순으

로 길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 아동 집단과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Consonants NC CSSD t p

VD (ms)

/p/ 214.02 ±  67.7 238.74 ± 74.52 -1.345 .184

/pʼ/  147.68 ±  43.42 151.00 ± 49.28  - .277 .783

/pʰ/  262.23 ± 146.54 272.17 ± 73.84 - .332 .741

/t/  275.01 ±  95.83 289.05 ± 87.46 - .593 .555

/tʼ/  190.95 ±  50.64 211.68 ± 51.24 -1.576 .120

/tʰ/  121.42 ±  48.32 135.01 ± 49.87 -1.071 .289

/k/  267.80 ±  74.96 296.33 ± 63.66 -1.566 .123

/kʼ/  110.56 ±  40.90 118.30 ± 48.07 - .644 .523

/kʰ/   90.72 ±  23.21  88.22 ± 29.87   .342 .734

VD : Duration of vowel following consonant

Table 7. Duration of vowel following plosive

 

3) 파찰음

 (1) 파찰음의 시간적인 특성

폐쇄구간, 마찰구간 및 기식구간을 합한 파찰음의 시

간적인 특성을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8). 파찰음의 길이(AD)는 격음 > 

평음> 경음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평음과 격음 파찰음

에서 폐쇄구간과 마찰구간, 기식구간을 비교한 결과, 격

음 파찰음의 폐쇄구간과 마찰구간은 집단 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Table 8). 격음 파찰음의 폐쇄구간과 

마찰구간은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에서 정상아동에 비하

여 짧게 나타났다(p<.05).

Consonants NC CSSD t p

/c/

AD (ms)  79.32 ± 23.96 84.82 ± 22.58 - .843 .403

EX (ms)  17.59 ±  4.40 18.95 ±  4.81 -1.063 .293

F  (ms)  25.36 ±  9.14 26.98 ±  9.73 - .618 .539

AS (ms)  36.36 ± 15.72 38.88 ± 12.46 - .626 .534

/cʼ/ AD (ms)  29.08 ±  8.62 30.35 ± 11.29 - .436 .665

/cʰ/ AD (ms) 106.49 ± 31.61 96.93 ± 32.67 1.026 .310

EX (ms) 24.63 ±  5.57 20.60 ±  5.90 2.426  .019*

F  (ms) 35.73 ± 12.11 28.16 ±  9.12 2.365  .022*

AS (ms) 46.12 ± 20.69 48.15 ± 25.32 - .308 .759

AD : Affricate duration, EX: Explosion duration, F: Frication duration, AS: Aspiration duration, *p<.05

Table 8. Temporal aspects of affr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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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찰음의 후행 모음 길이

파찰음에 후행 모음 길이를 집단 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9). 파찰음의 후행 모음길이는 평음 > 격음 > 경음 순

으로 길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말소리 장애아동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Consonants NC CSSD t p

VD (ms)
/c/ 249.94 ± 108.26 265.56 ± 70.24 -.608 .546

/cʼ/  85.39 ±  33.94   84.72 ± 27.70   .071 .943

/cʰ/ 219.79 ±  87.86 223.52 ± 59.95 -.165 .869

Table 9. Duration of vowel following affricate            

 

VD : Duration of vowel following consonant

3. 단어 길이

총 19개 단어들의 길이를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 ‘으

쓱’을 조음할 때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에서 정상 아동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p<.01). /ɯ/ 모음이 어두 

초성에 위치한 단어를 제외한 18개 단어들의 길이는 집

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0). 

Word NC CSSD t p

WD (ms)

/akɔ/ 623.64 ± 112.85 669.23 ± 129.81 -1.451 .152

/ipʼal/ 652.32 ± 120.97  676.2 ± 109.40  - .804 .425

/Epɔlɛ/ 805.88 ± 177.73 802.67 ± 115.98   .083 .934

/usan/ 617.12 ± 122.69 662.81 ± 116.63 -1.478 .145

/ociɧɔ/ 757.90 ± 185.04 795.53 ± 144.18 - .879 .383

/ɔhaɧ/ 650.47 ±  96.50 703.90 ± 123.85 -1.864 .067

/ɯsʼɯk/ 349.22 ±  70.91 416.38 ± 115.39 -2.716   .009**

/pata/ 607.65 ± 133.55 659.46 ± 146.46 -1.432 .158

/pʼaltɛ/ 686.36 ± 148.43 688.54 ± 113.60 - .064 .949

/pʰili/ 645.62 ± 168.89 674.43 ± 108.80 - .785 .435

/tali/ 639.16 ± 163.60 695.39 ± 147.98 -1.396 .168

/tʼalki/ 684.47 ± 157.44 710.68 ± 126.23 - .712 .480

/tʰokʼi/ 728.74 ± 180.56 722.55 ± 123.24  .155 .877

/kɛmi/ 701.91 ± 152.16 720.49 ± 104.04 - .552 .583

/kʼopʼjɔɧ/ 701.48 ± 133.99  714.34 ± 147.89 - .353 .725

/kʰɛɧkɔlu/ 808.22 ± 164.61 815.20 ± 157.66 - .168 .867

/cokɛ/ 663.39 ± 172.25 699.81 ± 111.74 - .972 .335

/cʼakcʼaki/ 858.73 ± 154.25 853.74 ± 137.57   .132 .895

/cʰamwe/ 675.56 ± 172.40 667.08 ± 102.95   .231 .818
**p<.01

Table 10. Comparison of word duration between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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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와 음향학적 측정치 간 상

관관계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명료도는 /E/ 모음의 강도와 /ɯ/

를 포함한 단어길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말명료

도와 /ɔ/ 모음의 제 1 포먼트 간에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Table 11). 

Valence SI Intensity - /E/ F1 - /ɔ/ Duration of word - /ɯ/

SI      1

Intensity - /E/ - .431*  1

F1 - /ɔ/   .388* .218 1

Duration of word - /ɯ/ - .468** .319 -.048 1

 **p<.01, *p<.05, p values by Pearson correlation.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speech intelligibility and acoustic measurements i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Ⅳ. 고 찰 

본 연구는 말소리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4세-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지각적인 방법으로 말명료도를 평

가하고, 음향학적 방법으로 조음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또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와 음향학적 측

정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를 총괄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명료도는 정상 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4-6세 정상 아

동과 기능적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에서 정

상 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말명료도를 보였고 

말명료도와 자음정확도 간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다는 Yoon과 Lee(199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음향학적 분석 결과, 모음 /ɯ/의 길이, 모음 /u/의 강도

와 모음 /ɯ/의 제 2포먼트, /ɯ/모음을 포함한 단어의 길

이, 격음 파찰음의 폐쇄구간과 마찰구간이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에서 정상아동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p<.05). 

말소리 장애 아동의 후설 고모음 /ɯ/ 길이와 ‘으쓱’의 

길이가 길게 나타난 결과는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

버지로 구성된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서 한국어 단모음 중 후설 고모음인 /o/의 길이와 ‘오징

어’ 단어길이가 일반 아동에 비하여 길었다는 결과와 유

사하였다(Kim 등, 2010). Zhi 등(1993)은 낱말의 뜻을 구

별해주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운율 자질이고, 

언어학적 조건이 같을 때 조음적 제약에 의하여 말소리

의 길이가 달라지는 데 이것을 말소리의 고유 지속 시간

(intrinsic duration)이라고 한다. 이 고유 지속 시간은 앞이

나 뒤에 오는 소리, 위치, 엑센트, 속도 등에 영향을 받아

서 길이가 결정되고 언어 고유의 리듬을 형성한다고 하

였다. 고모음인 /i, u, ɯ/의 길이가 다른 모음에 비하여 

짧았고, 그 가운데 /ɯ/가 가장 짧았으며, /e/와 /a/는 가장 

길었다고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a/>/ɔ/>/u/>/o/>/E/>/i/>/ɯ/ 순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

다. /a/가 /i/나 /u/, /ɯ/ 모음보다 길게 나타난 이유는 모음

의 고유 지속 시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모두 /E/모음이 /u/나 /o/모음보다 짧게 나타난 이유는 모

음의 인접 환경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모음의 강도는 조음의 강도에 따라 증가한다. 본 연구

에서 단모음 /u/의 강도가 정상 아동보다 말소리장애 아

동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청기

를 착용한 아동과 인공와우 아동의 모음 강도는 정상 아

동에 비하여 높았다는 Choi 등(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에 단모음 /a/, /i/, /e/ 모음의 강도가 말소리장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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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정상에 비하여 더 낮았다고 보고한 Wertzner 등

(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Wertzner 등(2005)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언어학적 평가 수준으로 인한 차이일 수도 있고, 언어권

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이러한 선행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

에서 후설 고모음 /u/의 강도가 정상 아동에 비하여 높은 

현상은 한국어 고유의 운율 자질의 속성을 습득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모음의 피치는 말소리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수준에서 5세와 10세 정상 아동 집단에서 모음의 

피치를 측정한 결과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는 Lee와 

Iversion(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인공와우 이식의 

시기에 따른 말소리 차이를 연구한 Kim과 Ko(2007)에 

따르면 4세 전에 인공와우 이식을 한 아동 집단에서 /a/, 

/i/, /u/ 모음의 피치는 정상아동 집단과 유사하였지만 4

세 이후에 인공와우이식을 한 아동의 모음의 피치는 정

상아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자들

은 인공와우이식 수술시기가 빠를수록 정상아동에 근접

한 말 발달을 보였다고 한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모음 피치를 비교 연구한 Wertzner 등(2005)에 의

하면 말소리 장애 아동의 /a/와 /i/의 피치는 정상아동과 

차이가 없었으나 /e/모음의 피치는 정상아동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로 말소리장애아동

의 모음 피치가 정상 아동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

에 피치 발달은 정상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피치는 연

령이나 발달에 따라 차이를 반영해주는 파라미터이고

(Lee와 Iversion, 2008; Xue 등, 2010), 해당언어의 운율을 

반영하는 파라미터로 활용되기도 한다(Yi & Chong, 

2015). 

지금까지 서술한 운율 요소들은 학령전기에 학습해야 

할 운율 요소들로 자음의 길이, 모음의 길이, 강세, 억양 

등이다(Ackermann 등, 1993). 본 연구에 참여한 말소리장

애 아동들은 운율 요소들 중에서 모음의 길이, 단어 길

이와 강도 면에서 정상아동과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적

으로 말소리 장애 아동이 한국어 고유의 운율 특성을 습

득하는 데 미성숙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음의 조음은 포먼트 주파수로 평가할 수 있다(Kent 

등, 1999). 본 연구 결과, 단모음의 제 1 포먼트 값은 집

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ɯ/ 모음의 제 2 포

먼트 값은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에서 정상 아동에 비하

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적 말소리장

애 아동에게 나타난 모음의 전설음화 현상을 제 2 포먼

트 값으로 확인한 Park(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청각장애아동 집단에서 /ɯ/와 /i/ 모음의 F2가 정상아동

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Yi 등(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에서 후설 고모음인 

/ɯ/의 제 2포먼트 값이 정상 아동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인 것은 /ɯ/를 조음할 때 정상 아동에 비하여 혀의 위

치가 전설화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단모음 발달은 3세에 완전 습득이 이루어지고, 저모음 > 

중모음 > 고모음 순으로 발달된다. 원순 모음과 비원순 

모음의 변별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시작되고, 36

개월 이후에 완성이 된다(Ahn 등, 2004). 본 연구의 결과

는 말소리 장애 아동 집단에서 저모음과 중모음의 습득

은 정상 아동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모음

의 습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말소리 장애 아동의 

고모음 습득이 정상 아동에 비하여 지연된 것으로 해석

된다.

Spectral time 분석으로 VOT, VD 및 파찰음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후두와 상후두 기관의 협응 능력을 반영하

는 음향학적 측정치인 VOT(Kent 등, 1999)는 두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비말장애 

환자의 자음과 모음 분절이 정상인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길지만 VOT는 정상인과 다르지 않았다는 연구와 일

치한다(Kent 등, 1999). 또한 기능적 말소리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무의미 음절 구조로 파열음의 

VOT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Park과 

Lee(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들은 연구 결

과를 토대로 기능적 말소리 장애 아동의 말 운동 통제 

능력이 정상발달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Kang(2014)의 연구에서 말소리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 

성인 간에 VOT를 비교한 결과, 성인에 비하여 말소리장

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VOT는 길었으나 말소리장애 아

동과 정상 아동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며 VOT

의 차이는 연령에 따른 해부학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뇌성마비 성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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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격음과 평음 폐쇄음에서 VOT의 차이가 있다고 보

고한 Liu 등(2000)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VOT는 질환의 원인, 

중증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파열음에 후행하는 모음 길이는 양순음일 때 격음 > 

평음 > 경음 순으로 길었고, 치조음과 연구개음의 후행

모음길이는 평음 > 경음 > 격음 순으로 길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집단에서 일관성이 있게 관찰되었고 집단 간

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인이 건청인

에 비하여 VCV 문형에서 폐쇄구간 및 기식구간의 길이, 

후행모음길이가 모두 길었다고 보고한 Oh 등(2000)의 연

구와 상반된 결과이었다.

파찰음의 시간적 특성(파찰음의 길이)은 두 집단 모두 

격음 > 평음 > 경음 순으로 산출하였다. 파찰음에 후행

하는 모음의 길이는 평음 > 격음 > 경음 순으로 길었다. 

이러한 말소리 양상은 두 집단에서 일관성이 있게 관찰

되었다. 파찰음의 폐쇄구간, 마찰구간, 기식구간을 합한 

파찰음의 길이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

는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이 조음한 /ㅈ/와 /ㅊ/의 길이가 

정상아동에 비하여 길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Kim 등,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파찰음의 구

성 성분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격음 파찰음의 폐

쇄구간과 마찰구간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지만(p<.05) 기식구간은 차이가 없었다. 말소리 장애 아

동이 정상아동에 비하여 폐쇄구간과 마찰구간을 모두 

짧게 조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아동의 

말소리 발달을 이해하는 데 말소리의 시간적인 특성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Allen & Hawkins, 1980).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와 음향학적 파라미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음 /E/의 강도와 /ɯ/의 단어

길이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

명료도와 /ɔ/ 모음의 제 1 포먼트 간에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이러한 결과는 모음의 

음향학적 변별 특징은 말명료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

고, 말장애인과 정상인의 발화에 대한 말명료도를 연구

하는 데 모음의 음향학적 측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Neel(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Munson 등(2003)은 평균 모음의 길이, 강세나 비강세 음

절의 기본주파수와 길이가 청자 입장에서 언어학적 강

세의 정확성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의 말명료도는 언어학적 강

세의 정확성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는 음향학적 측정치

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말소리 장애 아동의 언어평가를 주관적인 

방법으로 말명료도를 평가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음향학

적 분석으로 조음 특성을 정량적으로 밝히고, 음향학적 

측정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말소리 장애 

아동의 조음 특성은 강도, 분절음의 길이나 단어의 길이

와 같은 운율 특성을 반영하는 초분절적 자질 및 분절적 

자질과 관련 있는 음향학적 측정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조음 위치 오류를 밝히는 데 모

음 포먼트 주파수(F1, F2)가 유용한 음향학적 측정치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소리 장애 아동의 의사소

통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명료도와 관련 있는 

음향학적 측정치는 강도, 단어의 길이, 포먼트 주파수라

는 것도 규명할 수 있었다.

임상 현장에서 말소리장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말

명료도 평가와 더불어 음향학적 측정치를 이용한 평가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단어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음의 평가에 주

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말소

리 장애를 진단하고 언어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고, 언어치료 전후의 효과성을 판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어수준에서 말소리를 수집하였

기에 말소리 장애 아동의 조음 특성을 반영하는 데 제한

적이었다. 또한 중증도와 질환,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대

상자들로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말소리장애의 특

성을 파악하는 데 더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후 연구는 자발화 상황에서 다양한 

구문 구조를 이용하여 운율 특성을 파악한다면, 초분절

적 자질을 활용한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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