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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말소리장애 아동이 보이는 말소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맥에서의 평가가 요구된다. 임상현장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맥은 단단어 수준의 문맥과 대

화 수준의 자발화 문맥이다. 국내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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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사용되는 표준화 검사는 모두 그림 보고 목표단어를 

산출하도록 한다. 단어 수준의 이름대기 검사 방식은 빠른 시

간 안에 모든 음소에 대한 산출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단어 검사는 항목의 수가 적어 검사 시 아동

의 반응이 아동의 실제 조음 오류의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며, 

검사 항목의 음절형태와 문장 성분과 운율적 특성이 제한적이

므로 일상 발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조음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김수진·신지영, 2015).

이에 반해 자발화 문맥은 아동의 조음 능력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발화는 자발적인 연결발화, 대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문맥으로 아동의 일상적인 발화를 통해 

전반적인 말소리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말소리 안에서 음소의 정확성 및 오류패턴의 

일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근거로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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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 to compare the phonological error patterns and PCC(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derived from 
the single word and spontaneous speech contexts of the speech sound disorders with unknown origin(SSD).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phonological error patterns and non-developmental error patterns of the target children, in 
according to speech context. The subjects were 15 children with SSD up to the age of 5 from 3 years of age. This research 
use 37 words of APAC(Assessment of Phonology & Articulation for Children) in the single word context and 100 eojeol in 
the spontaneous speech context. There was no difference of PCC between the single word and the spontaneous speech 
contexts. Significantly different developmental phonological error patterns between the single word and the spontaneous 
speech contexts were syllable deletion, word-medial onset deletion, liquid deletion, gliding, affrication, fricative other error, 
tensing, regressive assimilation. Significantly different non-developmental phonological error patterns were backing, addtion of 
phoneme, aspirating.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of PCC between elicited single word and spontaneous 
conversational context. And there were some different phonological error patterns derived from the two contexts of the speech 
sound disorders. The more important interventions target is the error patterns of the spontaneous speech contexts for the 
immediate generalization and rising overall intelligibility.

Keywords: speech sound disorders(SSD), assessment of articulation, spontaneous speech, phonological error pattern, 
developmental erro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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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아동의 말소리를 대표성 있게 볼 수 있는 평가 문맥이라

고 하였다(Bernthal, Bankson, & Flipsen, 2014; Shriberg &　

Kwiatkowski, 1985; Stoel-Gammon, 1991).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진단을 할 때는 간편하고 신뢰도가 높

은 단어 평가와 함께 자발화 문맥에서의 발화수집 및 평가를 

함께 실시하도록 추천하고 있다(김수진·신지영, 2015).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말소리장애 아동이 단어와 자발화 간 나

타나는 자음정확도의 차이나 구체적인 오류패턴의 차이에 대

해 국내에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먼저 문맥 조건에 따라 음운 오류패턴차이를 분석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우선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경우를 살펴

보면, DuBois & Bernthal(1978)의 연구에서 4-6세 18명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세 가지 문맥을 비교하였다. 그림 카드를 보

며 연속된 발화로 이야기하기, 검사자의 연속된 말 과제를 들

은 후 따라 말하기, 그림을 보고 자발적으로 단어로 답하는 세 

문맥 조건에서 나타난 음운오류패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따

라 말하기와 단어수준보다 자발화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

은 오류패턴이 나타났다. 또한 자발화에서는 다른 두 문맥에서 

나타나지 않은 음운오류패턴을 보이며, 다른 두 문맥과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연구를 확장하여 실시한 Johnson, 

Winney & Pederson(1980)의 연구에서는 3세부터 9세 아동 35

명을 대상으로 단단어 검사와 자발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Andrews & Fey (1986)의 연구에서도 단어와 자발화 수준에서 

음운오류패턴을 비교한 결과 자발화 수준에서 더 많은 오류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중증도 판정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맥 조건에 따라 음운오류패턴의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들

도 있었는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Kenny et al.(1984)의 연

구에서 일반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어, 무의미 음절,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 8개의 음소에 대해 비교한 결과 남자 아

동에서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났으나, 세 문맥에 따라서는 오류

의 수나 유형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aden & 

Moss(1985)에서도 낱말과 대화 수준의 평가를 통해 문맥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음운오류패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였으나 대상자의 수가 3명이라는 제한점이 있어 그 결과를 일

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발화를 통한 음운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자음

정확도를 구하고 음운오류패턴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동

이 성인의 말소리체계를 목표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오류를 음운오류패턴(phonological error pattern) 혹은 음운변

동(phonological process)이라고 한다(김영태·심현섭·김수진,  

2012; 김문정, 2002). 음운발달을 하는 초기 모든 아동에게 나

타나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오류패턴을 발달적 음운오류패턴

이라고 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 패턴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오류를 음운오류패턴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발달적인 오류 뿐 아니라 그 외의 비발달적인 오류패

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비발달적인 오류패턴은 

말소리장애 아동에게 발달적인 오류보다 더 심각한 오류로 분

류되며, 예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Dodd, 2005).

국내의 발달적 음운오류패턴 연구는 대부분 낱말 문맥에서 

이루어졌다. 김영태(1992), 김문정(2002), 김민정(2006)등의 연

구가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김영태(1992)는 2세부터 

6세 50명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자음검사 25개 단어에서 

음운오류패턴을 살펴본 결과 3세에서 10%이상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오류는 종성생략, 유음생략, 치조음 생략, 경구개음의 

전설음화, 연구개음의 전설음화이며 4세까지 10%이상 유지된 

오류는 경구개음의 전설음화와 치조음동화로 나타났으며 5-6

세에는 10%이상 출현율을 보이는 오류는 없었다. 김문정(2002)

은 일반 아동 3세에서 4세 40명의 아동에게 68개 단어에서 음

운오류패턴을 살펴본 결과 생략에서는 어중종성 생략이 3, 4세

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음생략과 치조음생략이 높

게 나타났다. 대치 변동에서는 3세의 경우에는 파열음화가 가

장 많고, 4세에서는 비음화가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음

운오류패턴의 분석의 목적은 아동이 산출하고자 하는 목표 음

소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지 패턴을 찾는데 있다. 그러나 위

의 연구에서 채택한 그림자음검사의 음운오류패턴 분석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유음생략이 많이 나타난 경

우 종성생략과 치조음생략으로 반복하여 분석되거나, 경구개파

찰음이 치경파열음화 되는 오류의 경우에는 파열음화와 전방

화로 반복하여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두와 어중 혹은 

초성과 종성처럼 어절 내 음절 내 위치에 따른 특성이 분석되

지 않고, 같은 치조음생략도 치조마찰음인지 치조유음인지 목

표 음소의 특징도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자음검사의 오류패턴 분석과정에서 발달적으로 빈번한 

실제 오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김민정(2006), 

김수진(2014) 등은 음운오류패턴의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김민

정(2006)은 2세부터 6세까지의 220명을 대상으로 아동용 발음

평가의 37개의 단어 수준에서 유도한 발화의 음운오류패턴을 

분석하고 빈번하게 나타난 총 10개의 오류패턴을 제시하였는

데, 그 패턴은 전형적인 어중 자음 단순화, 반복·자음 조화, 어

말종성 생략, 치조마찰음의 치간음화, 파찰음·마찰음의 파열음

화, 파찰음화·경구개음화, 유음의 단순화, 긴장음화·탈기식음화, 

연구개음의 전방화, 유음의 비음화·파열음화이다. 

자발화 조건에서 음운오류패턴을 살펴본 김수진(2014)의 연

구는 2세와 4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적 

음운오류패턴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2세 아동에게서 많이 나

타난 음절구조변동으로는 음절탈락, 어말종성탈락, 어중종성탈

락, 유음탈락으로 나타났으며 4세에서는 어중종성탈락, 유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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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등이 관찰되었다. 대치오류로는 2세의 경우 마찰음의 파열

음화, 마찰음의 파찰음화, 파찰음의 파열음화, 유음의 활음화와 

파열음화, 연구개음의 전방화와 경음화가 많이 나타났으며, 4

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초기 오류패턴은 사라졌으나 마찰음 

파열음화, 파찰음 파열음화, 경음화가 빈번하였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오류패턴을 일반아동의 것과 비교한 

Hodson & Paden(1981)은 자음군축약, 마찰음 생략, 파찰음 생

략, 폐쇄음화, 유음 오류, 동화 등의 오류가 조음장애 아동60명 

모두에게서 나타났다고 하였다. Lowe(1994)의 연구에서도 일

반 아동의 발달적인 패턴이 조음장애 아동에게서는 더 자주 

나타났는데 주로 2세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오류를 보였으며 

일반 아동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조음장애 아동에게

서 자주 나타나는 비발달적인 오류는 성문음화, 후설음화, 양

순음의 치조음화, 유음이나 비음의 파열음화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말소리장애 아동과 관련된 연구를 낱말 문맥과 자발

화의 두 문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낱말 유도 문맥을 사

용하여 음운오류패턴을 살펴본 연구는 김민정·배소영(2000)과 

김영태(1995)가 있다. 김민정·배소영(2000)은 조음검사를 제작

하기 위해 만든 22개의 단어로 학령전 일반아동 29명과 기능

적 음운장애 10명의 아동에게서 나타난 음운오류패턴을 비교

한 결과, 기능적 음운장애 아동은 자음정확도가 유사한 일반아

동 집단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음운오류패턴과 자음정확도가 

유사한 일반아동 집단보다 더 어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오류

패턴, 일반아동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후설음화나 성문

음화와 같은 비발달적인 오류패턴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영태(1995)는 일반 아동 2세에서 3세 60명과 조음장애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30개의 단어에서 나타난 음운오류패턴을 비

교한 결과 조음장애 집단에서는 일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오

류가 모두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탈기식음

화, 폐쇄음 생략, 양순음 생략, 치조음 생략, 성문음의 전설음

화, 긴장음화 등의 비발달적 오류도 관찰되었다. 김영태(1995)

는 발달적 오류가 조음장애 아동에게서 15% 이상 나타날 시 

중재의 목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비발달적 오류

는 5%이상만 보여도 중재의 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

다. 

국내에서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말소리 산출 특성에서 자발

화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분석한 것으로는 김민정(1997)의 연

구가 유일하다. 여기에서 기능적 음음장애 아동에게서 높은 빈

도로 나타난 오류를 살펴보면, 생략 오류로는 종성, 비음, 후설

음·유음이 있었으며 동화 오류는 정지음화, 과도음화, 긴장음

화, 후설음의 전설음화, 전설음의 후설음화, 전설음의 동화가 

관찰되었다.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

동의 말산출 특성은 전통적으로 기능적 조음음운장애라는 장

애 분류 기준에 들어가는 아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기

능적 조음음운장애는 낱말수준의 표준화 낱말 검사에서 또래 

아동에 비해 수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반적으로 명료도

가 떨어지지만 언어와 지능 등 다른 영역에서 장애가 없는 경

우로 국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진단기준으로 도입된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SSD; Speech Sound Disorders)’는 

말소리장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우도 포함된다(APA, 1994). 1990

년대 후반 이후 말소리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는 기능적 조음

음운장애 아동보다는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 아동(SSD)을 

대상으로 단어와 자발화에 따라 자음정확도를 비교하고, 발달

적인 음운오류패턴과 비발달적인 음운오류패턴에서 두 문맥을 

비교하는데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3세에서 

5세 사이의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 15명이다. 연령 평균은 

55.53개월(4;8세)로 범위는 3;7세부터 5;7세, 성별은 남아 12명, 

여아 3명이다. 대상자는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로 진단된 

아동으로 청각장애, 정서장애, 조음기관의 구조적 장애 및 신

경계 조절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아동이다. 아동용 발음평가

(APAC; 김민정․배소영․박창일, 2007)의 검사 결과 자음정확도

가 2.5%ile 이하에 속하며, 자발화 수집과 발음평가 검사를 수

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아동이었다. 언어능력에 대한 공

식 검사로는 수용·표현 어휘검사(REVT; 김영태 외, 2009)를 실

시하였으며, 수용과 표현 모두 10%ile 이하로 나타난 아동은 2

명, 수용만은 2명, 표현만은 1명으로 15명 중 5명이 경계선급

의 어휘발달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도구 및 절차

아동과 검사자가 일대일로 단어 문맥 검사, 자발화 수집, 

REVT 순서로 진행되었다. 단어 문맥은 아동용 발음검사로 유

도한 37개의 단어 발화를 사용하였다. 자발화는 아동과 검사자

가 함께하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30분 이상 녹음한 발화를 김

정미 외(2012)의 기준에 따라 발화를 구분하였으며 윤미선 외

(2013)의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반복된 어절, 불명료한 어절 

및 단순 모방 어절을 제외한 100어절을 사용하였다.

단어와 자발화에서 말소리 오류는 김수진(2014)의 음운오류

패턴의 틀을 기준으로 발달적 음운오류 패턴과 그 외에 나타

난 비발달적 음운오류패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Appendix 

1> 참조). 발달적 오류패턴에서는 문맥에서 나타난 자음오류 

빈도(회)를 분석하고, 오류를 나타낸 아동의 수(명)와, 목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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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기준으로 음운오류율(%)을 분석하였다. 

비발달적 오류패턴과 동화변동은 음운오류율을 제외하고, 

오류 빈도와 출현인원을 분석하였다.

정조음 기준은 성인의 표준발음으로 일상적인 성인 구어 형

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음을 정조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해 줄께요’를 /해주께요/로 조음한 경우 성인의 구

어 형태에서도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유음탈락으로 보지 않고 

정조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각 아동에서 한 번 나타난 음운

오류는 패턴으로 볼 수 없어 제외시키고 2회 이상 출현한 음운

오류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한 어절 내에서 두 가지 음운오

류를 보이는 경우 두 가지 음운오류를 모두 횟수에 포함하였

다. 한 가지 음운오류에서 두 가지 음운오류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김수진(2014)의 오류패턴 기준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한 가지 음운오류로 선택하였다. 음운오류패턴을 보인 

아동의 수는 각 문맥에 따라 산출하였다.

비발달적 음운오류패턴과 동화변동에서는 출현가능횟수를 

설정할 수 없어 음운오류율을 제외하고 음운오류빈도와 오류

출현인원만을 산출하였다. 제한적이지만 자발화의 경우 출현빈

도가 상이하여 오류빈도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적 변동에서 오류율을 구하여 오류빈도 양상과 함

께 비교하였다. 출현가능횟수는 단어와 자발화에서 목표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음절 수, 자음 수를 각각 총 기회의 수를 세고, 

실제로 아동이 보인 음운오류가 나타난 횟수를 오류율(%)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오류의 기준은 빈도에서 평균 3회 

이상, 음운오류율에서 10%이상, 오류출현인원은 3명(20%)이상

으로 설정하였다.

음운오류율 음운오류출현가능횟수
음운오류실제출현횟수

× 

3.3 신뢰도

전사의 신뢰도는 2저자를 포함한 두 명의 언어병리학 박사

가 아동 3명(20%)의 자발화와 단어를 전사하여 전체자음 수에

서 일치한 자음 수를 계산하여 전사자간 신뢰도를 구한 결과 

자발화는 90.1%, 단어는 94.4%였다.

오류패턴 분석 신뢰도는 아동의 단어와 자발화 수준 분석 

자료 중 4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1저자와 언어치료 전공 대

학원생에게 음운오류패턴을 표기하게 한 결과 평가자간 일치

도는 96.4%였다.

3.4 통계

단어와 자발화 문맥에 대한 자음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두 문맥에 대한 음운

오류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문맥에서 나타난 음운

오류패턴 별 출현인원에 대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평가 문맥에 따른 자음정확도 차이 검정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 아동 15명의 아동용 발음평가 결

과 나타난 단어수준 자음정확도 평균은 78.02%, 자발화 100어

절에서 평균은 81.57%로 나타났다. 말소리장애 아동이 단어와 

자발화에서 자음정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521, p=.151).

4.2 평가 문맥에 따른 발달적 음운오류패턴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발달적 음운오류패턴 분

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문맥별로 보인 오류 빈도와 음운오류

율 및 오류출현인원을 분석하였으며, 문맥에 따른 오류출현인

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였다. 오류 빈도가 평균 3회 이상, 음운오류율에서는 10%이상, 

오류출현인원은 15명 중 3명(20%)이상이 보인 경우는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두 문맥에서 10%이상 음운오류율을 보인 오류패턴은 어중

종성탈락, 유음탈락, 마찰음의 파열음화, 파찰음의 파열음화로 

나타났다. 오류출현인원에서는 전체 15명 아동 중 3명(20%) 이

상이 두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패턴은 어중종성탈락, 어말

종성탈락, 유음탈락, 마찰음의 파열음화, 마찰음의 파찰음화, 

마찰음의 기타, 파찰음의 파열음화, 경음화, 동화로 나타났다.

문맥에 따른 차이를 보인 음운오류패턴으로 마찰음의 파찰

음화가 단어 수준보다 자발화 수준에서 더 빈번하게 높은 음

운오류율을 나타냈다. 오류출현인원에서는 음절탈락, 어중초성

탈락, 유음의 활음화, 유음의 비음화, 연구개의 전방화 등이 자

발화에서 빈번하였다. 음절탈락, 어중초성탈락 등의 경우에는 

자발화에서는 관찰되었으나 단어 문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문맥 모두 음절구조변동에서 많은 아동이 최고빈도로 보

인 오류는 어중종성탈락이엇다. 두 문맥에서 나타난 음절구조 

오류의 출현인원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 음절탈락과 어

중초성 탈락에서는 문맥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

중종성탈락, 어말종성탈락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유음 오류패턴(탈유음화)을 살펴보면, 유음탈락이 두 문맥 

조건에서 모두 많은 아동에게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활음화, 비음화에서는 문맥 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 유음탈락, 파열음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활음화와 비음화는 모두 자발화 문맥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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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빈도(회) 음운오류율(%)
오류출현

인원(명)
χ²

단어

M(SD)
자발화

M(SD)
단어

M(SD)
자발화

M(SD)
단어 자발화

음
절
구
조

음절
탈락

0.00
(0.00)

0.67
(1.18)

0.00
(0.00)

0.23
(0.40)

0 4 4.615*

어중
초성
탈락

0.00
(0.00)

1.80
(2.76)

0.00
(0.00)

1.27
(2.06)

0 7 9.130*

어중
종성
탈락

3.07
(2.63)

4.87
(4.48)

21.90
(18.79)

14.11
(16.95)

12 11 .186

어말
종성
탈락

0.73
(1.44)

1.67
(2.16)

7.33
(14.37)

8.72
(11.49)

4 7 1.292

탈
유
음
화

탈락
1.27

(1.75)
7.00

(5.33)
11.51

(15.91)
20.50

(16.49)
6 14 9.600*

활음
화

0.27
(0.70)

2.93
(3.67)

2.42
(6.39)

7.36
(8.49)

2 8 5.400*

비음
화

0.20
(0.77)

0.40
(0.83)

1.81
(7.04)

0.75
(1.84)

1 3 1.154

파열
음화

0.20
(0.77)

0.87
(2.29)

1.81
(7.04)

2.30
(6.09)

1 2 .370

탈
마
찰
음
화

파열
음화

4.67
(3.54)

8.27
(5.92)

42.42
(32.17)

33.25
(23.02)

11 11 .000

파찰
음화

0.67
(1.23)

4.27
(2.96)

6.06
(11.22)

17.51
(11.46)

4 12 8.571*

기타
0.67

(1.40)
2.40

(3.38)
6.06

(12.70)
10.67

(16.90)
3 8 3.589*

탈
파
찰
음
화

파열
음화

1.67
(2.38)

4.80
(4.60)

18.51
(26.44)

17.51
(16.09)

6 10 2.143

기타
0.00

(0.00)
0.13

(0.52)
0.00

(0.00)
0.51

(1.98)
0 1 1.034

연구개의
전방화

0.13
(0.52)

0.93
(1.44)

0.53
(2.06)

1.47
(2.31)

1 5 3.333

경음화
0.60

(1.06)
1.80

(1.82)
0.60

(1.06)
1.80

(1.82)
3 8 3.589

동화
1.36

(1.00)
1.30

(1.47)
- - 3 13 2.400

표 1. 발달적 음운오류패턴

Table 1. developmental phonological error patterns

  *p<.05 

마찰음 오류패턴(탈마찰음화)에서는 마찰음 파열음화가 두 

문맥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발화에서는 마찰

음의 파찰음화, 마찰음의 기타 오류에서도 많은 아동이 오류를 

나타냈다. 두 문맥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을 실시

한 결과 마찰음의 파찰음화, 마찰음의 기타오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파찰음 오류패턴(탈파찰음화)에서는 두 문맥 모두 파찰음의 

파열음화가 많은 아동에게서 고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찰

음 오류에 대한 두 문맥의 카이제곱을 실시한 결과 문맥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개음의 전방화 오류에서는 자발화의 경우 5명의 아동이 

오류를 보였으나 단어와 자발화에서 모두 10%미만의 오류율

을 나타냈다. 통계적으로도 문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경음화는 단어와 자발화에서 많은 아동(20%)이 오류를 보였

으나 두 문맥에서 모두 10%미만의 오류율을 나타냈다. 통계적

으로 문맥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음화에 대한 두 문맥 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화에서는 두 문맥 모두 많은 아동들이 빈번하게 보이는 

오류로 나타났으며, 두 문맥에 대한 차이를 카이제곱으로 살펴

본 결과 문맥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 유

의성은 없다고 나타났으나 오류를 보인 아동의 수가 단어 수

준은 15명중 3명에 불과한 반면, 자발화 수준에서는 13명으로 

2명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다.

4.3 평가 문맥에 따른 비발달적 음운오류패턴

발달적 음운오류패턴 외에 나타난 기타 오류를 비발달적 오

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오류 빈도와 오류출현 

인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빈도에서 3회 

이상 나타난 오류와 오류출현인원에서 3명(20%)이상으로 빈번

하게 나타난 오류의 칸을 진하게 표시하였다. 

후방화의 경우 자발화에서만 평균 3회 이상을 나타냈으나, 

표 2. 비발달적 음운오류패턴

Table 2. non-developmental phonological error patterns

오류 빈도 오류출현인원(명)
χ²단어

평균(SD)
자발화

평균(SD)
단어 자발화

후방화
0.80

(2.51)
4.27

(4.45) 3 10 6.652*

음소첨가
0.00

(0.00)
1.93

(1.84) 0 9 12.857*

기식음화
0.00

(0.00)
1.07

(1.77) 0 5 6.000*

음절첨가
0.00

(0.00)
0.33

(0.87) 0 2 2.143

파찰음화
0.00

(0.00)
0.20

(0.75) 0 1 1.034

비음화
0.00

(0.00)
0.20

(0.50) 0 1 1.034

격음화
0.00

(0.00)
0.13

(0.50) 0 1 1.034

이완음화
0.00

(0.00)
0.13

(0.50) 0 1 1.034

마찰음화
0.00

(0.00)
0.13

(0.50) 0 1 1.03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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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화의 경우 자발화에서만 평균 3회 이상을 나타냈으나, 

후방화를 보인 아동은 단어와 자발화 모두에서 3명(20%)이상 

나타났다. 자발화에서는 음소첨가, 기식음화에서도 3명 이상의 

아동이 오류를 나타냈다. 문맥 간 비발달적 음운오류패턴의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류출현인원에 대한 카이제곱 검

정을 실시한 결과 후방화, 음소첨가, 기식음화에 대해서 문맥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 의

말소리장애 아동의 단어와 자발화에서의 자음정확도를 비교

한 결과 두 문맥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윤미선․이승환(1998)의 일반아동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평가 문맥에 따른 자음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와 동일하다. 전반

적인 중증도를 판단하거나 자음정확도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

서는 평가 문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볼 때 구체적인 오류패턴에서

는 평가 문맥의 영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발달적 오

류패턴과 비발달적 오류패턴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두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아동이 고빈도로 나타낸 발달

적 음운오류패턴은 어중종성탈락과, 마찰음의 파열음화로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음탈락과 파찰음의 파열음화가 빈번하

였다. 어중종성탈락과 유음탈락, 마찰음과 파찰음의 파열음화

는 일반아동의 낱말 수준과 자발화 수준에서 관찰된 최고빈도 

오류패턴이었다(김민정, 2006; 김수진, 2014; 김수진 외, 2012; 

최민실․김수진, 2013; 우혜경․김수진, 2014). 이러한 패턴들은 말

소리장애 아동의 두 가지 문맥 수준에서도 최고빈도 오류패턴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고빈도 오류들은 두 가지 문맥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잘 관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음운오류율과 오류출현인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오류가 출현 아동의 수도 많다. 그러나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음운오류패턴과 많은 아동들이 보이는 

오류패턴의 유형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다. 어말종성탈락과 

경음화는 오류율은 낮으나 많은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다. 

평가 문맥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오류들이 있었는데 자발

화에서는 많은 아동에게서 관찰된 음절탈락, 어중초성탈락은 

단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자발화에서 나타난 오류가 단어 문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Andrews & Fey(1986), Johnson et al.(1980)

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특히 어중초성탈락은 우리말 자발화 

특성을 반영하는 오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아동의 경우

에도 단어 조건에서는 관찰되기 어려운 패턴이지만 자발화에

서는 3세 아동에게서 관찰되었다. 우리말에서 일상적인 의사소

통 상황에서 내용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된 형태로 발음

될 때 문법형태소는 덜 정확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말 문법형태소는 조사나 어미이므로 내용형태소 뒤에 붙게 되

어 있다. 따라서 어절내 위치로 볼 때 어중이 되기 때문에 정

확하게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김수진 외, 2012; 최민실, 김수

진, 2013).

발달적 음운오류패턴에서 문맥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오류를 정리해보면 음절탈락, 어중초성탈락, 유음탈락, 유

음의 활음화, 마찰음의 파찰음화, 마찰음의 기타, 경음화로 나

타났다. 이 오류들은 말소리장애 아동들이 단어 유도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오류패턴을 자발화에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비발달적 패턴은 발달적 패턴(김수진, 2014)으로 분류되지 

않은 특이한 오류패턴을 말한다. 단어 문맥에서 비발달적 음운

오류패턴을 보인 아동은 3명이었으나, 자발화 문맥에서는 15명 

전원이 한 가지 이상의 비발달적 패턴을 보였다. 이 결과는 말

소리장애 아동을 평가할 때 발달적인 음운오류패턴보다 더 심

각한 오류로 분류되는 비발달적 음운오류패턴을 관찰하기 위

해서는 자발화 문맥에서 평가 절차를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어와 자발화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아동이 보인 후방화는 

Lowe(1994), 김민정·배소영(2000), 김영태(1995), 김민정(1997)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음소첨가는 Robert et al(1990), 김영태

(1992)의 연구에서 2세의 발달적인 패턴으로 나타났다가 초기

에 감소하는 패턴으로 보고된 바 있다. 영어권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오류패턴인 기식음화는 추후 더 많은 대상자를 통해

서 비발달적인 패턴을 확인하는 국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맥에 따라 음운오류패턴의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자발화에서는 후방화, 음소첨가, 기식음화 외의 오류들이 나타

난 반면 단어에서는 후방화의 오류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후방화, 음소첨가, 기식음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아동이 자발화에서 비발달적인 오류가 아동의 말소리

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단어 유도 평가에서는 나

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문맥에

서 비교한 오류 출현의 기회가 단어에서는 37개, 자발화에서는 

100어절로 차이가 있다. 발달적 패턴의 경우에는 출현할 수 있

는 경우를 산정하여 오류율로도 비교하였다. 그러나 비발달적 

패턴의 경우 정확하게 셀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단어 문맥에

서 출현 기회가 적다. 따라서 평가 문맥에 따른 비발달적 오류

패턴에 대한 논의는 추후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말소리 산출의 기회를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말소리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문맥과 자발화 문맥에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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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말소리의 오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문맥의 조건에 따

라서 잘 드러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

이 개별적으로 문맥에 따라 보이는 조음 능력에 차이가 있었

기 때문에 두 문맥에 대한 평가가 모두 필요하나 특히 비발달

적인 음운오류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발화의 평가가 중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말소리장애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대부분은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이다. 이러한 말소

리장애의 최선의 진단과 치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Dodd et al., 2005). 오랜 기간 많은 연구

자와 임상가들은 최선의 중재를 위해서 말소리장애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ernthal, Bankson, & Flipsen, 

2014). 말소리장애의 분류기준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은 오류 특징에 있어서 발달적 패턴만 

보이는지 혹은 비발달적 패턴도 함께 보이는지 여부이다. 그러

나 국내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비발달적 패턴을 주제로 이

루어진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원인을 모르는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자발화 문맥과 단

어문맥에서 발달적 패턴과 비발달적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보다 많은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문맥 조

건에서 보다 정교한 오류패턴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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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2014)에서 일부 수정

분류 설명 예(목표형태-오류형태)

음절구조

변동

음절탈락 축약 혹은 음절 생략 주는대로-주대로

어중초성탈락 어중초성의 생략(유음 제외) 유치워네-유치워에

어말종성탈락 어말종성의 생략(유음 제외) 엄마랑-엄마라

어중종성탈락 어중종성의 생략(유음 제외) 원숭이-어충이

탈유음화

유음탈락
초성에서 탄설음 생략

종성에서 설측음 생략
그럼-그엄

활음화 유음이 활음으로 산출 쓰러트려-쯔여트려

비음화 유음이 비음으로 산출 말랑-망낭

파열음화 유음이 파열음으로 산출 기리니-기디니

탈마찰음화

파열음화 치경마찰음이 파열음으로 산출 선생님-턴탱님

파찰음화 치경마찰음이 파찰음으로 산출 사탕-차탕

기타 치경마찰음이 파열음, 파찰음 외 음소로 산출 사라미-하라미

탈파찰음화
파열음화 파찰음이 파열음으로 산출 준비-둔비

기타 파찰음이 파열음 외 음소로 산출 자동차-자동사

연구개음 전방화 연구개음이 치경음으로 산출 저기-쩌디

평음과 격음의 경음화 평음과 격음이 경음으로 산출 포도다-뽀또다

동화

조음방법동화 근접한 자음의 조음방법을 따라 변화 자동차-다동차

조음장소동화
근접한 자음의 조음장소를 따라 변화

어중종성이 후행하는 어중초성을 따라 변화

당근-당든

선생님-선샌님

발성유형동화 근접한 자음의 발성유형을 따라 변화 기차-키차

<부록 1> 발달적 음운오류패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