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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한 말을 하는 능력은 의사소통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말을 명료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이들

은 의사전달이 명료하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에도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자연스럽지 못한 불명료한 말은 언어재

활의 치료목표가 되는 주요 증상이다.
정상적인 말소리의 발달을 위해서는 자신이 들은 말소리에 

주의를 하고 이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 지각된 말소리를 이해

하고 저장 또는 재인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특정 말소리를 다

른 말소리와 변별할 수 있는 능력, 말산출 시 조음운동을 프로

그래밍하고 조음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경운동 능력이 갖추

어져야 한다(손은남 외, 2013). 그러나 지적장애 아동은 지적결

함과 관련된 여러 이유로 53%가 말소리 발달에 문제를 보인다

(Shriberg & Widder, 1990). 지적장애 아동의 지적능력 결함은 말

소리 이해 및 저장에 어려움을 이끌어 정상적인 말발달을 저해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지연과 운동능력

의 발달적 한계는 조음음운오류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성

인기까지 잔존하게 한다(김미화 외, 2012). 지적장애 아동은 기

질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발달이 또래에 비해 지연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음운동뿐 아니라 발성과도 관련되

어 불명료한 말을 이끈다. 지적장애 아동은 비교적 작은 언어학

적 단위인 단어수준에서는 조음정확도가 높더라도 문장수준에

서는 정확도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말명료도가 낮은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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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oustic–phonetic features and speech intelligibility of Lombard speech i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by examining the effect of Lombard speech at 3 levels of non-noise, 55dB, and 65dB. Eight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read sentences and played speaking games, and their speech were analyzed in terms of intensity, 
pitch, vowel space of /a/, /i/, and /u/, VAI(3), articulation rate and speech intelligibility. Results showed, first, that intensity 
and pitch increased as noise level increased; second, that VAI(3) increased as the noise level increased; third, that 
articulation rate decreased as noise intensity increased; finally, that speech intelligibility increased as noise intensity 
increased. The Lombard speech changed the VAI(3), vowel space, articulation rate, speech intelligibility of th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s wel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ombard speech will be clinically useful for the persons 
who have intellectual disability and difficulties in self-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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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hriberg & Widder, 1990). 이러한 지적장애 아동에게는 개별 

음소의 정조음 향상 훈련보다는 단어수준 이상의 언어학적 단

위에서 정확한 조음운동을 할 수 있는 명료도 훈련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조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아동은 조음기관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조음

오류의 향상이나 말소리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명료도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중재가 요구된다(김미화 외, 2012; 황보

명 외, 2001).
일반적인 말명료도 향상 치료법으로 과장된 조음동작으로 

말하기, 말속도 조절하며 말하기, 어절 간 쉼 조절하여 말하기, 
큰 강도로 말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김유경 & 이옥분, 2015; 한
지후 외, 2013). 하지만 이러한 말명료도 향상을 위한 치료기법

은 인지행동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절 할 수 없

는 지적장애 아동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자기통제 능력이 

부족하고 지시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지적장애의 말명료도 향

상을 위해 인지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어렵

다. 이에 임상에서는 말명료도 향상을 위하여 DAF(Delayed 
Auditory Feedback)나 차폐(masking)와 같은 생리학적 반사 작용

을 활용하고 있다(Baber & Noyes, 1995; Winkworth & Davis, 
1997). DAF와 차폐는 화자의 청각적 피드백에 변화를 통하여 말

소리 산출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발화시 차폐를 사용하

였을 때 소음으로 인하여 화자가 자신의 말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롬바드 효과(Lombard effect)라고 한다(Baber & Noyes, 
1995). 롬바드 효과에 의해 변화되어 나타난 말소리의 결과를 

롬바드 말(Lombard speech)이라고 하며, 이는 좀 더 명료하게 말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써 명료한 말(clear speech)이라고도 한

다(김유경 & 이옥분, 2015; Shriberg & Kent, 2012). 사람들은 소

음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발화할 때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타

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말산출이 변화된다. 롬바드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말소

리의 주된 변화는 모음 구간의 지속시간 증가, 포먼트의 증가, 
기본 주파수(F0)의 증가, 총에너지의 증가와 저주파 대역 에너

지가 중간 또는 고주파 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등이 있다(박소

영, 2005). 운율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음도 변화와 느린 속도, 조
음적 측면에서는 파열음의 과도한 파열, 모음의 조음 움직임 증

가가 나타난다(Shriberg & Kent, 2016).
말산출 훈련에서 롬바드 효과를 이용한 연구들이 다양한 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McColl & McCaffrey(2004)은 발

성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차폐 자극제시 전후의 명료도를 측정

하여, 차폐 자극을 받았을 때가 없을 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명료한 발성이 산출된다고 보고 하였다. Alfwaress(2008)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소음을 제시하였을 때 차폐 효과로 인해 환

자의 음성 강도가 증가하여 말명료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였으며, 홍기환 외(2002)은 음성장애 환자에게 소음을 제시하였

을 때 롬바드 효과가 음성장애 환자의 발화 노력을 증가시킨다

고 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롬바드 효과에 따른 말소리

의 음향학적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말명

료도 향상을 수반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롬바드 효과

는 실험에서 사용되는 소음의 종류, 크기, 소음제시 도구 그리고 

말산출 과업 등에 영향을 받는다(기온경, 2012). 김유경 & 이옥

분(2015)에 따르면 롬바드 효과는 소음종류, 소음크기, 말과업

에 따라 말의 음향학적 특징뿐 아니라 지각적 특징과 조음노력

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롬바드 효과를 적용하여 말명료

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롬바드 효

과가 말명료도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임상적 적용에 유용한 다양한 평가환경 및 절차에 따른 결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의 구어의사소통의 말

명료도 향상에 롬바드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때 롬바드 효과의 결과를 발화강도 및 음도변화, 모음 

파라미터의 변화, 조음속도의 변화 등 객관적인 음향학적 평가

와 말명료도에 대한 전문가의 청지각적 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아동 

8명(남: 7명, 여: 1명)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은 모두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구강조음기관

과 구조가 정상이며 청각, 시각,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변
성기 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짧은 문장 

읽기가 가능하며, 언어능력이 5세 이상 이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
상

성
별

학
년

언어연령1) 자음정확도
2)(%)

지적장애
등급

1 여 4 6;5-6;11 93.47 3급

 2 남 4 9;0-9;5 93.47 3급

 3 남 4 7;5-7;11 93.47 3급

 4 남 4 5;5-5;11 82.60 3급

 5 남 5 6;5-6;11 89.13 3급

 6 남 5 5;6-5;11 96.90 2급

 7 남 6 8;0-8;5 93.47 3급

8 남 5 9;0-9;5 96.90 2급

표 1. 대상자 특성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1)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2009, 김영태 외)에 의한 측정치

 2)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ation: 
U-TAP, 2004, 김영태, 신문자)에 의한 측정치

2.2. 실험 절차 및 방법

실험은 검사실과 피검사실이 분리된 피검사실 방음 부스 안에

서 검사자는 대상자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1m 정도 거리를 두

고 마주 앉아 검사를 진행하였다. 책상 위에는 아동의 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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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할 CSL(KAY사 4300B 모델)과 연결한 스탠드 마이크를 아

동의 입 높이에 맞추어 두었다. 마이크는 입에서 5cm 내외 거리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과업에 대해 설명한 뒤 폐쇄형 헤드폰 

THD-50P(Telephonics 296D200-2)를 착용시키고 무소음, 55dB 소
음, 65dB 소음 상황에서 읽기 또는 말하기 과업을 실시하였다. 
즉, 무소음-읽기, 무소음-말하기, 55dB 소음-읽기, 55dB 소음-말
하기, 65dB 소음-읽기, 65dB 소음-말하기 6 가지 조건에서 말을 

수집하였다. 소음은 GSI 60 청력검사기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으

며, 대상자의 말은 피검사실에서 CSL을 사용하여 44,100Hz 표
본화율로 녹음하여 wav파일로 저장하였다.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로 6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말을 수집하였으며, 과업 간 최소 3 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졌

다. 한 대상자 당 평균 3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3. 실험 자료

본 연구에서는 롬바드 말을 수집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읽기와 

상호작용 말하기를 요구하였다. 6개 조건에서 나타난 말의 음

향학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각 조건에서 목표단어를 수집하

였다. 목표단어는 대상자의 언어능력 내에 있는 친숙한 유의미 

2음절 단어로 선정하되 모음삼각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 조건에

서 3회 이상 /아/, /이/, /우/가 수집될 수 있게 선정하였다. ‘아
기, 오이, 이마, 새우, 나무, 우유, 우비, 누나’ 총 8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읽기와 상호작용 말하기 과업을 실시하였다.

2.3.1. 문장 읽기 과업

읽기 과업을 위해 “00짝은 00입니다.”라는 틀문장에 8개의 목표

단어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총 4개 문장으로 구성된 목록을 4종 

개발하였다(예, 아기 짝은 나무입니다). 개발된 목록은 3가지 소

음조건(무소음, 55dB 소음, 65 dB 소음)에서 아동에게 선택하게 

하여 읽게 하였다.

2.3.2. 상호작용 말하기 과업

상호작용 말하기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에게 목표단어 그림카

드 8개와 짝을 지어 배치할 수 있는 배치판을 제시해준 뒤 짝을 

찾기 위한 두 종류 질문을 하게 하였다.
먼저 아동에게 목표단어 그림카드 한 장을 선택하게 하고 선

택한 단어의 짝을 찾기 위한  “00 짝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

을 하게 하였다. 아동은 검사자의 답변을 듣고 두 짝을 확인하

기 위한 “00 짝은 00 입니까?”라는 확인질문을 하였다. 검사자가 

아동의 질문에 동의(“네 맞습니다.”)하면 아동은 배치판에 두 

개의 그림카드를 붙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 쌍을 찾아 배치

판에 부착하면 문장수준으로 목표단어를 말하게 유도하였다. 
헤드폰의 착용과 소음으로 인해 검사자의 답변을 듣지 못한 경

우는 검사자는 그림자극 제시와 더불어 과장된 입모양과 큰 목

소리로 다시 목표단어를 제시해주었다.

2.4. 자료 분석

Praat(ver. 5.4)을 사용하여 6가지 조건에서 수집한 말의 음향학

적 특징(강도, 음도, 포먼트)을 분석하였으며, Alvin을 사용하여 

말명료도를 평가하였다.

2.4.1. 발화 강도 및 음도

한 조건에서 아동이 완전하게 발화한 두 문장을 선택하여 파형

의 시작지점부터 발화 종료지점까지 선택하여 평균 발화 강도

와 음도를 산출하였다. 이때 250ms 이상의 쉼이 포함되지 않는 

발화만을 분석하였다.

2.4.2. 모음 공간 관련 파라미터 

한 조건에서 아동이 산출한 목표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모음 /아
/, /이/, /우/를 각 2회씩 분석하였다. 포먼트 분석 말자료는 가능

한 자음이 포함되지 않는 음절의 모음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강도, 음도, 포먼트가 일정하게 수평이 되는 모음의 안정구간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였다. F1과 F2 값은 안정구간에서 측정하였

다. F1과 F2값은 각 대상자마다 3개의 모음에서 2회 측정하여 산

출한 평균값으로 하였으며, 측정한 F1, F2 값으로 (1)과 같이 

VAI(3)(Vowel Articulatory Index) 모음공간면적을 구하였다.

VAI(3) = F2/이/+F1/아/

F1/이/+F1/우/+F2/우/+F2/아/                         (1)

2.4.3. 조음속도

한 조건에서 아동이 완전하게 발화한 두 문장을 분석하여 산출

한 평균값으로 하였다. 문장 내 발생한 250ms 이상의 쉼과 비유

창성의 지속시간을 발화 전체의 지속시간에서 제외하고 유창

한 발화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 ‘유창하게 산출한 음절 수/유창

한 발화의 지속시간’을 계산하여 1초당 산출되는 음절수로 조

음속도를 측정하였다. 발화 내 조음오류는 조음속도 분석에 포

함을 시켰다.

2.4.4. 말명료도

말명료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 조건에서 아동이 완전하게 발화

한 두 문장을 선택하여 한 아동 당 12문장을 각각의 파일로 제

작하였다. <그림 1>과 같이 Alv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대

상자의 발화(12문장×8명=96문장)를 무작위로 들려주고 7점 척

도(1=매우 불명료함, 7=매우 명료함)로 말명료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말명료도 평가는 언어치료 임상경험이 7년 이상인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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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말명료도 검사화면

Figure 1. Intelligibility test screen

2.5. 통계처리

소음강도와 말산출 과업에 따른 강도, 음도, 조음속도, VAI(3), 
말명료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소음종류와 과업 종류를 개체 

내 반복요인으로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음 

강도별 개체 내 요인 차이를 보기 위해 개체 내 대비 검정을 실

시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였다. 롬바드 

말의 모음공간 변화는 /아, 이, 우/ 모음의 F1과 F2를 분석하여 

모음삼각도를 통해 시각화하여 VAI(3)와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발화의 강도 및 음도 변화

무소음, 55dB, 65dB 소음조건에서 롬바드 말의 강도 및 음도 변

화 살펴본 결과  <표 2>, <표 3>,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소

음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과업 모두에서 발화의 강도와 음도

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음강도에 따른 롬바드 말의 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2.229, p=.144) 음도 

차이는 유의하였다(F=13.661, p=.001). 대비검정 결과 무소음과 

65dB 소음조건 간 음도차이는 유의하였으며, 55dB과 65dB 소
음조건 간 음도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읽기 보다 상호작용 말

하기 과업에서 일관되게 강도와 음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 차이는 음도에서만 나타났다(F=5.909, p=.045).

무소음 55dB 65dB F

읽기
62.64
(4.78)

66.67
(4.58)

67.90
(10.34)

1.959
상호작용 
말하기

64.29
(5.20)

67.60
(2.98)

68.49
(8.49)

F 2.229

표 2. 조건별 발화 강도 변화

Table 2. Intensity variations in speech

무소음 55dB 65dB F

읽기
232.72
(33.78)

251.82
(41.30)

260.42
(41.58)

5.909*

상호작용 
말하기

245.13
(39.78)

271.16
(43.80)

276.52
(40.41)

F 13.661**

표 3. 조건별 발화 음도 변화

Table 3. Pitch variations  in speech 

 *p<.05, **p<.01

3.2. 모음 공간 관련 파라미터 변화

소음강도와 말과업에 따른 VAI(3)는 <표 3>과 같이 소음강도가 

가장 큰 65dB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3.661, p=.001).  말과업에 따른 VAI(3) 차이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033, p=.861).

그림 2. 조건별 발화의 강도변화

Figure 2. Intensity variations in speech 

그림 3. 조건별 발화의 음도변화

Figure 3. Pitch variations in speech 

무소음 55dB 65dB F

읽기
0.90

(0.14)
0.88

(0.11)
0.92

(0.12)
0.033

상호작용 
말하기

0.90
(0.13)

0.90
(0.10)

0.91
(0.06)

F 13.661

표 4. 조건별 발화의 VAI(3) 변화

Table 4. VAI(3) variations in speech 

각 과업별로 소음강도에 따른 모음삼각도를 살펴보면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소음강도가 커질수록 /아/와 /이/가 무소음

조건에 비해 바깥쪽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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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읽기 과업에서 소음별 모음삼각도

Figure 4. Vowel triangle variations in reading

그림 5. 말하기 과업에서 소음별 모음삼각도

Figure 5. Vowel triangle variations in speaking

3.3. 조음속도 변화

소음강도와 말과업에 따른 조음속도는 <표 5>, <그림 6>과 같

았다. 소음강도가 가장 큰 65dB에서 조음속도가 가장 느리게 나

타났으며, 소음강도에 따른 조음속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8.253, p=.004). 대비 검정 결과 무소음과 65dB 소음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말과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면  읽기에 비해 상호작용 말하기 과업에서 일관되게 조음속도

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6.464, 
p=.005).

무소음 55dB 65dB F

읽기
3.82

(0.46)
3.47

(0.40)
3.58

(0.43)
16.464**

상호작용 
말하기

4.47
(0.61)

4.29
(0.72)

3.99
(0.59)

F 8.253**

표 5. 조건별 발화의 조음속도 변화

Table 5. Articulation rate variations in speech 

**p<.01

3.4. 말명료도 변화

소음강도와 말과업에 따른 말명료도는 <표 6>, <그림 7>과 같

았다. 읽기와 상호작용 말하기 과업 모두 55dB 소음강도에서 말

명료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소음강도에 따른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2777, p=.000). 대비 검정 결과 55dB 
소음조건은 무소음과 65dB 소음조건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말명료도는 상호작용 말하기 과업에서 

보다 읽기 과업에서 일관되게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F=0.678, p=.417).

그림 6. 조건별 발화의 조음속도 변화

Figure 6. Articulation rate variations in speech

무소음 55dB 65dB F

읽기
4.34

(1.03)
5.00

(0.98)
4.50

(1.04)
0.678

상호작용 
말하기

4.31
(1.23)

4.84
(1.16)

4.38
(1.23)

F 10.277***

표 6. 조건별 발화의 말명료도

Table 6. Speech intelligibility variations in speech

***p<.001

그림 7. 말명료도 변화

Figure 7. Speech intelligibility variation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 증가를 위한 치료

방안으로 생리학적 반사작용인 롬바드 효과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롬바드 효과가 말 특성과 말명료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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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롬바드 효과가 말소리의 강도와 음도를 증가

시켰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음도에서만 나타났다. 둘
째, 조음움직임과 관련되는 모음삼각도와 공간 관련 파라미터

인 VAI(3)를 분석한 결과, 소음강도가 증가할수록 VAI(3)가 증

가하고 /이/와 /아/의 포먼트의 변화로 모음공간이 넓어지는 경

향을 보였으나 VAI(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조
음속도는 소음강도가 증가할수록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말명료도는 소음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5dB의 중간 소음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폐소음에 따른 증가된 강도와 음도 변화는 음성장애 환자

나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도조절 훈련의 선행연

구 결과와 동일하게 본 연구대상인 지적장애 아동에게서도 나

타났다(이옥분 외, 2001; 홍기환 외, 2002). 롬바드 효과에 따른 

강도와 음도 변화는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한 발화의 결과

다(Garnier et al., 2010; Patel & Schell, 2008). 발화의 강도와 음도

가 지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은 아니

지만 자신의 의도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음도와 강도 

조절로 억양, 강세 등의 준언어적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강개방의  문제로 구강공명을 적게 사용하

여 강도가 적은 경우에는 롬바드 효과를 이용하여 발화강도를 

증가시켜 말명료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소음 조건에 비해 모음공간 파라미터는 소음강도가 가장 

큰 65dB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 롬바드 효과는 /아/, /이/, /우
/ 모음의 F1 과 F2 의 변화를 이끌었다. 포먼트의 변화는 /우/보다 

/아/와 /이/에서 시각적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롬바드 

효과가 혀를 낮추어 구개를 개방하고 구강의 앞쪽을 보다 많이 

사용하여 모음운동 시 넓은 구강의 사용을 이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F1 과 F2 의 변화로 커진 모음공간면적은 말명료도와 

높은 상관을 가진다. 명료한 말을 산출할 때 모음공간은 보다 

확장되고 면적도 넓어진다(Bradlow et al., 1996). 또한 모음공간

은 말속도와도 관련되어 말속도가 느릴수록 모음공간이 커지

며(Tjaden & Wilding, 2004) 이러한 느린 말속도와 모음공간과의 

관계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모음공간 파라미터를 VAI(3) 값으로 살펴본 결과, 소

음강도가 가장 큰 65dB에서 VAI(3)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소음조건에 따라 통계적 유의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

구의 대상자들이 심한 말소리장애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질

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와 달리 VAI(3)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VAI(3)가 3 개의 모음으로만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의 조음 활동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모음을 다

양한 환경에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강영애, 2010).
조음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음강도가 커질수록 조음속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비말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치료방법을 실시 한 결과 조음속도가 

느려졌으며 결과적으로 말명료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Nuffelen et al., 2010). 조음속도는 말명료도와 말용인

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운율적 요소이다. 한지후 외(2013)
는 말 속도를 느리게 조절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말

명료도 점수가 나타났으며, 이는 음도 범위 또한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말산출 과업에 따른 말의 음향학적 특징은 읽기에 비해 말하

기 과업에서 보다 큰 강도, 높은 음도, 큰 VAI(3), 느린 조음속도

를 보이긴 하였으나 음도와 조음속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롬바드 효과는 보다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고 

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에게 얼마나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김유경 & 이옥분, 2015; Garnier et al., 2010). 상호작용 말하기는 

읽기에 비해 청자에게 보다 명료하게 말을 전달해야 하는 의지

가 더 많이 요구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롬바드 효과의 영향을 상

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러나 김유경 & 이옥분(2015)의 연구와 

유사하게 말 산출 과업에 따른 차이는 말의 여러 음향학적 특징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음속도와 음도에서만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며, 조음속도는 

문장 읽기 과업보다 상호작용 말하기 과업에서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음속도를 연구한 조세진

(2008), 윤혜신(2009)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정상발달

을 하는 초등학생들은 말하기보다 읽기과제에서 조음속도가 

더 빠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이더라도 읽기가 숙련되지 않은 지적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읽

기능력이 반영되어 읽기가 말하기 시 조음속도보다 느리게 나

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세진(2008)에 따르면 초등학교 3, 5 학

년의 그림설명과제 조음속도는 3.19~3.88, 읽기과제는 4.11~4.71
이였다. 본 연구 대상은 말하기 시 무소음 상황 조음속도는 4.47, 
65dB은 3.99 였다. 이는 지적장애 아동들이 또래 혹은 언어연령 

일치 집단에 비해 빠르거나 유사한 속도로 조음운동을 하고 있

었으며 그로 인해 부정확한 조음 운동이 빠른 조음속도를 맞추

기 위해 더욱 말명료도가 저하시켰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조음속도는 과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

제에 따른 조음속도 조절 활동이 단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음 강도에 따른 말명료도 점수는 소음의 유무에 따라서 차

이를 보였으며 차폐소음이 55dB로 주어졌을 때가 65dB을 주었

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말명료도를 보였다. 말명료도는 청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관적 평가이다. 소음강도가 증가하고 

말을 전달하기 위한 의지가 높을수록 롬바드 효과가 말에 미치

는 영향은 증가하여 말의 음향학적 특징을 보다 많이 변화시킨

다(Garnier et al., 2010). 그러나 음향학적 특징의 변화가 커졌다

고 해서 청자가 느끼는 말의 명료함은 반드시 증가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말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호흡, 발성, 공
명, 조음, 운율, 속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변수와 말명료도의 관계를 정적 또는 부적 상관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이옥분 외, 2012). 일반적으로 느린 말속도가 말명료

도를 향상시킨다(표화영 & 심현섭, 2005)고 하지만 지나치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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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말속도는 오히려 말명료도를 저하시킨다(정필연 외, 2016). 
가장 높은 말명료도는 용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잘 이해되는 

말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 롬바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

난 65dB이 아닌 55dB상황에서 산출한 말에서 명료도가 가장 높

은 이유도 이와 동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롬바드 효과를 

적용하여 지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음

향학적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소음의 강도에 대한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적장애 아동은 말명료도가 낮아 잦은 명료화를 요구받는

다. 명료화를 요구받은 지적장애 아동은 상대방에게 보다 명료

하게 말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Abbeduto, 1991). 이는 필요에 따라 임상가가 

훈련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적장애 아동의 인지적 결함

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행동수정 접근법들이 결코 쉽게 명료도 

향상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임상가들은 알고 있다. 지적

장애로 인해 의도적으로 말 산출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아동들

에게 적절한 차폐소음을 활용한 말명료도 향상 훈련은 임상적

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롬바드 효과

는 발화의 음향학적 변화와 긍정적인 말명료도의 변화를 이끌

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적장애 아동의 구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는 말명료도 향상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가

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후속연구로 롬바드 효과로 말명료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

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차폐소음을 사용한 롬바

드효과만을 살펴보았지만 롬바드 효과는 소음 외에 대화상대

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다양한 환경으로 증가될 수 있다. 따
라서 임상적 적용을 위해 차폐 소음 외에 거리와 대화상대의 특

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롬바드 효과에 따른 말의 변화는 소음에 

대한 적응이 되기 전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변화이다. 따
라서 치료프로그램으로 적용할 때는 말명료도 향상을 위한 초

기 과업으로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며, 의도적으로 말운동을 조

절할 수 있는 전이과업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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