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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좋아한다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개열 아동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논문이라 부끄럽습

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항상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최홍식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족

한 논문을 지도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향희 교수님과 심현섭 교수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 밑이 발그스름해지면서도 끝까지 실험에 참여해 준 우리 아이

들에게 고맙고, 실험을 허락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실험을 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 길을 와준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실

험 과정을 도와주시고 제 논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주

신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랑해주신 그분께 감사

드리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

드리며 항상 곁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힘이 되어준 동생들과 친구들에

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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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문문문문 요요요요약약약약

5세, 6세, 7세 정상 아동의 비음치

비음치(nasalance score)는 비음측정기(Nasometer)를 이용하여 화자가

말을 산출할 때 비강 음향에너지(nasal acoustic energy)의 상대적인 양으

로 측정된다. 비성에 대해 청지각적으로 평가한 비음도와 비음측정기로 측

정한 비음치의 상관 정도는 다양하지만 비음측정기는 비성 문제를 진단하

고 평가할 때 청지각적 판단과 더불어 사용하면 유용하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비음치는 측정에 사용하는 검사어의 음운이나 길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 음절 반복 검사어를 이용하

여 검사어간 차이를 알아보고, 발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문장 검사어를

제작하여 정상 아동의 비음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5세, 6세, 7세의 정

상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무의미 음절 검사어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지 알아보았고 모음 환경과 조음 방법 및 조음 위치에 대한 비음

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문장 검사어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지 알아보았고 각 검사어 범주에 대한 비음치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무의미 음절 검사어의 비음치는 5세, 6세, 7세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없었다.

2. 무의미 음절 검사어에서 /이/모음 환경의 비음치가 /아/모음보다 높았다.

3. 조음 방법에 따른 비음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무의미 음절 검사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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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음의 비음치가 구강음보다 /아/와 /이/모음 환경에서 높았다. 그러

나 /이/모음 환경에서 유음의 비음치는 다른 구강음보다 낮았다. 조음

위치에 따른 비음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아/와 /이/모음 환경에서 연구개 파열음의 비음치가 양순 파열음

과 치조 파열음보다 높았다.

4. 무의미 음절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재검사 상관 분석에서 모음은 /이/,

자음은 비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음치가 높은 음운 환경이 낮은 환경

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았다.

5. 문장 검사어에서 5세, 6세, 7세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비음치의 차이는

없었다.

6. 문장 검사어의 고압력자음 검사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비음 검사어, 전

체 검사어 각 범주간 비음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음

검사어의 비음치는 61.73%, 전체 검사어는 27.34%, 고압력자음 검사어

는 8.50%, 저압력자음 검사어는 7.17%로 모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7. 문장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재검사 상관 계수는 .89이상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무의미 음절 검사어의 결과는 비음치 측정을 위한 검사어를 개발할 때

비음 비율 이외의 음운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제작한 문

장 검사어의 비음치로 구개열 등으로 인한 공명 및 비누출 문제가 있을 때

비음치 측정과 청지각적 평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비음치, 비음측정기, 무의미 음절 검사어, 문장 검사어,

고압력자음, 저압력자음, 청지각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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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6세, 7세 정상 아동의 비음치

<지도 최 홍 식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임 성 은

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연인두 기능(velopharyngeal function)에 대한 평가는 비인두 내시경이

나 투시조영술 등의 직접 평가와 음향학적 또는 공기역학적 평가 등의 간

접 평가로 나눌 수 있다.1) 이 중 음향학적 도구인 비음측정기(Nasometer)

는 1987년 처음 소개되었고 컴퓨터를 이용해 비강공명을 평가하도록 고안

된 비침습적 기기이다. 화자가 말을 산출하는 동안 비강 음향에너지(nasal

acoustic energy)의 상대적인 양을 산정하여 비음치(nasalance score)를 구

할 수 있다. 비음치는 비강 음향에너지를 비강과 구강 음향에너지(oral

acoustic energy)의 합으로 나누어 백을 곱한 백분율로 표시된다.2-7) 연인

두 기능부전(velopharyngeal insufficiency)3,4)과 비폐색(nasal obstruction)5)

평가에 비음측정기의 유용성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비성(nasality)은 훈련된 귀로 들어서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 청지각

적 평가법이 사용되고 있다. 과대비성에 대한 평가는 비음이 없는 검사어

로 평가하고, 과소비성은 비음으로 구성된 검사어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성



- 4 -

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치 측정에 사용된 검사어가 연구마다 다르

며,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어가 다르다는3) 방

법론상의 문제가 있어 왔다.

비성에 대해 청지각적으로 평가한 비음도와 비음측정기로 측정한 비음

치의 상관 계수는 0.024)에서 0.823)까지 다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음측정기는 비성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할 때 청지각적 판단과 더불어 사용

하면 유용하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정상 화자의 비음치에 대한 연구는 언어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한 언어권 안에서도 방언에 따라 비음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

므로 비강 공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지역에 따라 다른 규준을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6) 성별에 따라 비음치가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비음으로 구성된 문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

음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6-8) 성별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는 연구도 있다.9) 연령에 따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별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고,9) 아동과 성인의 비음치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검사어 길이를 통제하였을 때 구강음으로 구성된 1, 2음절 문장에서

아동의 비음치가 성인보다 낮았다는 연구가 있다.8)

비음치는 비강 에너지의 상대적인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므로 검사어

에 포함된 비음 비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Fletcher

등이 개발한 표준화 문단 ‘Zoo passage’, ‘Rainbow passage’, ‘Nasal

sentences’는 각각 비음 비율이 0%, 11.5%, 35%이고, 비음치는 15.5%,

35.7%, 61.1%로 비음 비율이 높을수록 높았다.10) 한국어의 경우에도 홍기

환 등이 위의 세 문단에 해당하는 ‘토끼 문단’, ‘아가 문단’, ‘엄마 문단’을

개발하여 각각의 비음치를 17.4%, 32.6%, 54.7%로 보고하였다.11) 또한 임

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사어로 최홍식 등이 개발한 ‘아빠 문장’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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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있는데12) 이 문장의 비음 비율은 각각 0%, 56%이고, 비음치는

8.8%, 60.1%였다.13)

모음을 고려한 연구에서 /아/ 문장, /이/ 문장, /우/ 문장의 비음치 변화

를 알아본 결과, /이/의 비음치가 가장 높았고 /우/의 비음치가 가장 낮았

다.14) 모음 연장 발성과 문장에서 전설 고모음의 비음치가 저모음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15)

자음의 조음 방법에 따른 비교에서 모음을 /아/로 했을 때 유음, 파열

음, 파찰음, 마찰음 문장의 비음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조음 위치에 따른 비교에서는 연구개음 문장이 양순음과 치조음

문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비음치를 보였다.14)

검사어 길이에 대해서는 8음절과 16음절 길이의 문장이 과대비성을 진

단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14) 영어의 표준화 문단에서도 ‘Zoo

passage’는 길이가 너무 길고 문법적으로 복잡하여 아동이 문단을 읽거나

따라 말할 때 오류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검사어 길이에 관한 연구

를 한 결과 6음절과 17음절 문장이 비음치를 측정할 때 타당하다고 하였

다.16)

비음도와 비강 기류 오류(nasal airflow errors)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음

치를 측정할 때에는 비음을 제외하고 모음과 [w, y, l]의 구강공명음으로만

구성된 저압력자음(low pressure consonant) 검사어와 파열음이나 마찰음

등과 모음이 포함된 고압력자음(high pressure consonant) 검사어를 사용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누출(nasal emission)이나 비강 난류(nasal

turbulence)가 있는 경우, 고압력자음 검사어의 비음치가 높아지기 때문이

다.17)

위와 같이 비음치 측정을 위한 검사어들은 음운이나 검사어의 길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사용할 때 언어적 요인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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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으므로 무의미 음절을 이용하여 검사어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비음치 측정 문장 검사어

를 개발하고 정상 아동의 비음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구

개열 등으로 인한 공명과 비누출 문제가 있을 때, 비음치 측정과 청지각적

평가에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무의미 음절 반복 검사어의 비음치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2. 무의미 음절 반복 검사어의 비음치가 모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3. 무의미 음절 반복 검사어의 비음치가 자음의 조음 방법 및 조음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4. 무의미 음절 반복 검사어의 비음치가 검사-재검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본다.

5. 문장 검사어의 비음치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6. 문장 검사어의 비음치가 검사어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7. 문장 검사어의 비음치가 검사-재검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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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연연연연구구구구 대대대대상상상상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 대대대대상상상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5세, 6세, 7세 정상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연구 대상의 연령을 5세부터 설정한 이유는 이 연령에서

75% 정도가 /ㅅ/, /ㅆ/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또한 구개열 아동의

언어치료와 수술이 학령전기와 학령기 초기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7세

까지로 정하였다. 편도절제술이나 아데노이드절제술을 받았거나, 반복적인

중이염이나 부비동염을 앓았거나, 알레르기나 감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구

개편도가 비대하여 좌우 편도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 관찰되는 아동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저자가 청지각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명, 조

음, 음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아동도 제외

하였다. 그리고 언어치료사 3명이 녹음된 아동들의 말소리를 청지각적으로

평가했을 때 공명, 조음, 음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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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111.... 연구 대상 각 집단의 아동 수와 연령

남 여

집단 아동 수 평균 연령 아동 수 평균 연령

5세 10 5;6(5;1～5;101) 10 5;5(5;0～5;11)

6세 10 6;5(6;0～6;10) 10 6;7(6;3～6;11)

7세 10 7;6(7;0～7;11) 10 7;3(7;0～7;11)

1 5;10은 5세 10개월을 의미하고, 괄호 안은 연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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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실실실실험험험험 자자자자료료료료

가가가가.... 검검검검사사사사어어어어

검사어는 무의미 음절 검사어와 문장 검사어로 구성하였다(표 2, 표 3).

무의미 음절 검사어는 모음과 자음에 따른 비음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상

조음 또는 발달적인 조음 오류를 보여 문장 검사어로 비음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실시하였는데, 조음방법 및 조음위치를 고려하여 /아/

와 /이/모음 환경에서 기본음을 반복하도록 하였다. 모음을 /아/와 /이/에

서만 비교한 것은 청지각적 평가에서 /이/, /우/, /아/ 순서로 고모음이 저

모음보다 비성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되지만19) 비음치는 /우/가 /아/보다

더 낮게 측정되어14) 청지각적 평가와 비음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조음 방법에 따른 비음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음위치를 치조와 경

구개로, 조음 위치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음방법을 파열음으

로 정하였다.

문장 검사어는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며,

고압력자음, 저압력자음, 비음, 전체 범주로 구성하였다. 고압력자음 검사어

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구성하였고 비음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고

압력자음 비율은 37.31%였다. 저압력자음 검사어는 비누출이나 비강 난류

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유음으로 구성하였고 비음

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저압력자음 비율은 40%였다. 비음 검사어는 비음

으로만 구성하였고 비음 비율이 56.82%였다. 전체 검사어는 고압력자음,

저압력자음, 비음을 모두 합친 것으로 비음 비율이 19.08%였다. 문장 검사

어에서는 검사어 길이가 6음절 이상일 때 비음치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하여16) 6음절에서 11음절로 제작하였다. 비음치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고모음 /이/는15) 2개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검사어에서 긴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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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음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구개열 아동이 긴장파열음을 산출하는 것이 어

렵고, 시도적 치료에서도 바로 유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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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2222.... 무의미 음절 검사어

모음 환경

자음 /아/ /이/

파열음

/바/ 반복 /비/ 반복

/다/ 반복 /디/ 반복

/가/ 반복 /기/ 반복

파찰음 /자/ 반복 /지/ 반복

마찰음 /사/ 반복 /시/ 반복
유음
설측음 /알라/ 반복 /일리/ 반복

탄설음 /라/ 반복 /리/ 반복

비음
/마/ 반복 /미/ 반복

/나/ 반복 /니/ 반복

표표표표 3333.... 문장 검사어

범주 문 장 음운 전사

고압력자음

검사어

발이 아파 업어줘 /바리아파어버줘/

트럭 뒤에 타도 돼 /트럭뒤에타도돼/

거북이가 기어가 /거부기가기어가/

저 자리가 제일 좋아 /저자리가제일조아/

서울에서 이사 왔어 /서우레서이사와써/

저압력자음

검사어

위로 올라와라 /위로올라와라/

아래로 열어라 /아래로여러라/

비음

검사어

엄마 마음이 내 마음 /엄마마으미내마음/

멍멍이는 멍멍 매미는 맴맴 /멍멍이는멍멍매미는맴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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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비비비비음음음음측측측측정정정정기기기기

비음측정기(Nasometer Model 6200, Kay Elemetrics, Lincoln Park, NJ,

USA)를 사용하여 비음치를 구하였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강

음향 에너지의 상대적인 양을 수치로 제공해 준다. 분리판(separation

plate)의 양쪽에 있는 비강 마이크와 구강 마이크에서 입력된 신호(signal)

가 처리되어 비강 음향 에너지를 구강 음향 에너지와 비강 음향 에너지의

합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백분율로 표시된 비음치가 제공된다.

그그그그림림림림 1111.... 비음측정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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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실실실실험험험험 절절절절차차차차

자료 수집은 영동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음성클리닉과 초등학교, 유

치원, 어린이 집에서 실시하였으며, 음성클리닉 이외의 장소에서 자료를 수

집할 때는 교실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비음측정기 사용지침서에 따라 본체는 벽으로부터

90cm 떨어뜨렸고 본체의 스피커와 헤드셋(headset)의 거리를 30cm로 하

여, 모니터의 막대 그래프가 50%가 되도록 켈리브레이션(calibration)하였

다. 그 다음 아동에게 헤드셋을 적절한 위치에 착용시켰고 분리판은 코와

윗입술 사이에 입술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코를 막지 않는 위치에 놓고

90°±15°의 각도로 고정시켰다. 검사어는 자연스러운 내림 억양으로, 특정

음절을 길게 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보통 속도로 따라 말하도록 하였고,

Mini Disc(Sony MZ-R909)와 마이크(Sony ECM-MS907)를 이용하여 녹

음하였다.

무의미 음절 검사어는 아동이 검사어를 따라 말하게 하여 비음치를 구

하였는데, 측정 시간을 2초로 설정하여 모니터에 표시된 비음 곡선

(nasogram)을 분석하였다. 문장 검사어는 각 범주별로 비음치를 분석하기

위해 고압력자음, 저압력자음, 비음 검사어 사이에 5초의 간격을 두어 측정

하였다. 아동이 검사어를 따라 말하면 비음측정기에 나타나는 비음 곡선을

파일로 저장하였다. 고압력자음, 저압력자음, 비음 문장 범주의 처음 문장

첫 부분과 끝 문장 끝 부분을 표시하여 비음치를 측정하였고, 모든 범주의

검사어가 포함된 전체 비음치도 구하였다. 그리고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대상의 10%에 해당하는 6명의 아동에게 무의미 음

절 검사어와 문장 검사어를 측정한 직후 측정 절차를 1회 더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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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통통통통계계계계 분분분분석석석석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1.0)을 이용하였다. 무의미 음절 검사어에

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비음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모음

/아/와 /이/ 사이의 비음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쌍을 이룬 t-검

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조음 방법 및 조음 위치에 따른 비음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Bonferroni)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비교 분석(post hoc comparis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문장 검사어의 연

령과 성별에 따른 비음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문장 검사어 범주에

따른 비음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집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비

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수(sample size)가 6개로 적기 때문에 무의미

음절 검사어와 문장 검사어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스피

어만 상관 분석(Spearma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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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무무무무의의의의미미미미 음음음음절절절절 반반반반복복복복 검검검검사사사사어어어어의의의의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가가가가.... 연연연연령령령령과과과과 성성성성별별별별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무의미 음절을 반복하여 측정할 때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음치가 변화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세, 6세, 7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 (2, 54) = .03, p = .97,

η2 = .01)1,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F (1, 54) = .02, p = .90,

η2 = .01),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 (2, 54) = 1.40, p = .26, η2 =

.05).

1 괄호안의 η2은 에타제곱으로 이것은 총편차 제곱합 중에 집단간 차이, 즉 독

립 변수에 의한 부분이 얼마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η2이 .5라면 종속변수 총 변화량의 50%가 독립변수에 의한 영향이라 해석

할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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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무무무무의의의의미미미미 음음음음절절절절 반반반반복복복복 검검검검사사사사어어어어의의의의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무의미 음절을 반복하여 측정할 때 비음치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전체 60명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표표표 4444.... 5세, 6세, 7세 아동 60명의 무의미 음절 비음치(%)

자음 검사어 평균±표준편차 범위

파열음

/바/ 반복 6.45±1.86 3.47～12.04

/비/ 반복 15.33±4.94 6.14～27.80

/다/ 반복 6.86±1.82 3.82～11.63

/디/ 반복 14.97±5.12 5.39～29.08

/가/ 반복 7.05±2.32 3.02～15.15

/기/ 반복 16.65±5.13 6.98～26.50

파찰음
/자/ 반복 7.04±2.30 3.76～14.77

/지/ 반복 14.65±5.60 7.13～28.94

마찰음
/사/ 반복 6.91±2.75 2.78～13.33

/시/ 반복 14.27±5.41 6.29～33.19
유음
설측음 /알라/ 반복 6.64±3.30 2.73～20.81

/일리/ 반복 10.33±5.57 3.29～30.71

탄설음 /라/ 반복 6.65±2.45 2.33～13.55

/리/ 반복 12.45±4.93 4.14～26.34

비음

/마/ 반복 48.69±9.14 28.13～66.34

/미/ 반복 74.81±9.16 48.00～89.45

/나/ 반복 50.42±9.32 34.80～72.95

/니/ 반복 74.56±7.56 55.06～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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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모모모모음음음음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무의미 음절 검사어를 고압력자음, 저압력자음, 비음 세 가지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원자료 평균을 무의미 고압력

자음으로, 유음의 원자료 평균을 무의미 저압력자음으로, 양순 비음과 치조

비음의 원자료 평균을 무의미 비음으로, 고압력자음과 저압력자음 및 비음

의 원자료 평균을 무의미 전체로 범주화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 5). 쌍을 이룬 t-검정 결과, /아/모음 환경과 /이/모음 환경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9) = -17.26, p < .001, t(59) = -9.09, p < .001,

t(59) = -26.90, p < .001, t(59) = -28.78, p < .001). /이/모음 환경에서의 비

음치가 /아/모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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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5555.... 무의미 음절의 모음에 따른 비음치(%)

모음 환경

자음 /아/ /이/

무의미 고압력자음 검사어 6.86±1.87 15.17±4.67

무의미 저압력자음 검사어 6.64±2.57 11.39±4.76

무의미 비음 검사어 49.56±8.94 74.68±7.97

무의미 전체 검사어 16.30±2.83 27.56±4.67

값은 평균±표준편차

표표표표 6666.... 무의미 음절의 모음에 따른 비음치 차이 검정

범주 /아/모음 vs /이/모음

무의미 고압력자음 검사어 .001

무의미 저압력자음 검사어 .001

무의미 비음 검사어 .001

무의미 전체 검사어 .001

값은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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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자자자자음음음음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무의미 음절을 반복하여 측정했을 때 자음에 따른 비음치의 차이를 /아/

모음 환경과 /이/모음 환경에서 알아보았다. 조음 방법에 따른 비음치의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음위치를 치조와 경구개로 정하여 /ㄷ/, /ㅈ/, /ㅅ/,

/ㄹ/, /ㄴ/을 비교하였고(표 7), 조음 위치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음방법을 파열음으로 정하여 /ㅂ/, /ㄷ/, /ㄱ/을 비교하였다(표 10).

((((1111)))) 조조조조음음음음 방방방방법법법법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조음 방법에 따른 비음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을 실시한 결과, 구형성 가정에 위배되어 그린하우스-가이저(Greenhouse-

Geisser) 방법을 이용해서 보정하여 분석했을 때 /아/모음 환경에서 파열

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 검사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 (1.23, 72.30) = 1289.46, p < .001, η2 = .96). 각 검사어간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음

/나/를 반복할 때의 비음치가 50.42%로 가장 높았고, 다른 구강음 검사어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검사어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

/이/모음 환경에서 구형성 가정에 위배되어 그린하우스-가이저 방법을

이용해서 보정하여 분석했을 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 검사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2.35, 138.40) = 2958.29, p < .001,

η2 = .98). 각 검사어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음 /니/를 반복할 때 비음치가 74.56%로

구강음 검사어보다 높았으나 유음 /리/를 반복할 때는 비음치가 12.45%로

다른 구강음 검사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파열음, 파찰음, 마

찰음 검사어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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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7777.... 조음 방법에 따른 무의미 음절의 비음치(%)

모음 환경

자음 /아/ /이/

무의미 파열음 /ㄷ/ 6.86±1.82 14.97±5.12

무의미 파찰음 /ㅈ/ 7.04±2.30 14.65±5.60

무의미 마찰음 /ㅅ/ 6.91±2.75 14.27±5.41

무의미 유음 /ㄹ/ 6.65±2.45 12.45±4.93

무의미 비음 /ㄴ/ 50.42±9.32 74.56±7.56

값은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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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8888.... /아/모음 환경에서 조음 방법에 따른 무의미 음절 비음치의

사후 비교 분석

범주 /다/ /자/ /사/ /라/ /나/

무의미 파열음 /다/ 반복 - .326 .878 .418 .001

무의미 파찰음 /자/ 반복 - .711 .154 .001

무의미 마찰음 /사/ 반복 - .347 .001

무의미 유음 /라/ 반복 - .001

무의미 비음 /나/ 반복 -

값은 p value

유의수준은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10개의 검정이 있으므로 .05/10=.005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표표표 9999.... /이/모음 환경에서 조음 방법에 따른 무의미 음절 비음치의

사후 비교 분석

범주 /디/ /지/ /시/ /리/ /니/

무의미 파열음 /디/ 반복 - .377 .203 .001 .001

무의미 파찰음 /지/ 반복 - .485 .001 .001

무의미 마찰음 /시/ 반복 - .005 .001

무의미 유음 /리/ 반복 - .001

무의미 비음 /니/ 반복 -

값은 p value

유의수준은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10개의 검정이 있으므로 .05/10=.005를

기준으로 하였음



- 22 -

((((2222)))) 조조조조음음음음 위위위위치치치치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조음 위치에 따른 비음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양순 파열음, 치조 파열음, 연구개 파열음 검사어는 /아/모

음 환경(F (1.72, 101.65) = 7.54, p < .002, η2 = .11)과, /이/모음 환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2, 118) = 9.55, p < .001, η2 = .14).

/아/모음 환경에서 양순, 치조, 연구개 파열음 검사어의 비음치는 각각

6.45%, 6.86%, 7.05%로 높아지고, /이/모음 환경에서는 각각 15.33%,

14.97%, 16.65%로 측정되었다. 각 검사어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

니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조음 위치에 따른 비음치

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아/모음에서는 양순 파열음이 치조와 연구개 파열

음의 비음치보다 낮았고, /이/모음에서는 연구개 파열음이 양순과 치조 파

열음보다 높았다(표 11, 표 12).

표표표표 11110000.... 조음 위치에 따른 무의미 음절의 비음치(%)

모음 환경

자음 /아/ /이/

무의미 /ㅂ/ 6.45±1.86 15.33±4.94

무의미 /ㄷ/ 6.86±1.82 14.97±5.12

무의미 /ㄱ/ 7.05±2.32 16.65±5.13

값은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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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1111111.... /아/모음 환경에서 조음 위치에 따른 무의미 음절 비음치의

사후 비교 분석

범주 /바/ /다/ /가/

무의미 양순 파열음 /바/ 반복 - .001 .001

무의미 치조 파열음 /다/ 반복 - .296

무의미 연구개 파열음 /가/ 반복 -

값은 p value

유의수준은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3개의 검정이 있으므로 .05/3=.017을

기준으로 하였음

표표표표 11112222.... /이/모음 환경에서 조음 위치에 따른 무의미 음절 비음치의

사후 비교 분석

범주 /비/ /디/ /기/

무의미 양순 파열음 /비/ 반복 - .381 .001

무의미 치조 파열음 /디/ 반복 - .001

무의미 연구개 파열음 /기/ 반복 -

값은 p value

유의수준은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하여 3개의 검정이 있으므로 .05/3=.017을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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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검검검검사사사사----재재재재검검검검사사사사 신신신신뢰뢰뢰뢰도도도도

전체 아동의 10%에 해당하는 6명에 대한 무의미 음절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무의미

음절 검사어중 /비/, /다/, /디/, /기/, /알라/, /라/, /리, /마/, /미/, /나/, /니/

를 반복할 때 각각 Spearman ρ = .83, .94, .94, .94, .94, 1.00, .83, 1.00, .94,

.94, .83으로 .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

다. 신뢰도가 높은 음운 환경은 모음은 /이/, 자음은 비음이었다.

표표표표 11113333.... 무의미 음절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어 상관 계수 검사어 상관 계수

/바/ 반복 .54 /비/ 반복 .83*

/다/ 반복 .94** /디/ 반복 .94**

/가/ 반복 -.26 /기/ 반복 .94**

/자/ 반복 .26 /지/ 반복 .66

/사/ 반복 .77 /시/ 반복 .77

/알라/ 반복 .94** /일리/ 반복 .49

/라/ 반복 1.00** /리/ 반복 .83*

/마/ 반복 1.00** /미/ 반복 .94**

/나/ 반복 .94** /니/ 반복 .83*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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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문문문문장장장장 검검검검사사사사어어어어의의의의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가가가가.... 연연연연령령령령과과과과 성성성성별별별별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문장 검사어를 측정할 때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음치가 변화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세, 6세, 7세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 (2, 54) = .17, p = .85, η2 =

.01),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 (1, 54) = .01, p = .94, η2 =

.01),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F (2, 54) = .06, p = .94, η2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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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범범범범주주주주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비비비비음음음음치치치치

문장 검사어에서 고압력자음 검사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비음 검사어,

전체 검사어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음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남녀와 연령군을 합하여 전체 60명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범위를 제시하였

다(표 14).

표표표표 11114444.... 문장 검사어의 비음치(%)

범주 평균±표준편차 범위

고압력자음 검사어 8.50±2.15 4.36～12.64

저압력자음 검사어 7.17±2.55 2.28～17.15

비음 검사어 61.73±7.27 47.15～78.55

전체 검사어 27.34±4.25 19.82～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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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검사어 각 범주의 비음치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5), 구형성 가정에 위배되어 그린하우스

-가이저 방법을 이용해서 보정하여 분석했을 때 문장 검사어 범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1.44, 84.82) = 3399.57, p < .001, η2

= .98). 각 범주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페로니 방법을 적용한 사후 비

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압력자음 검사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비음 검사

어, 전체 검사어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6). 자세

히 살펴보면 비음 검사어의 평균은 61.73%로 가장 높았고, 고압력자음 검

사어의 평균은 8.50%로 저압력자음 검사어의 평균 7.17%보다 높았다. 전

체 아홉 문장 검사어에 대한 평균은 27.34%로 고압력자음 검사어와 저압

력자음 검사어보다는 높고 비음 검사어의 평균보다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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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표 11115555.... 문장 검사어에 대한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반복요인 df F η2 p

검사어 범주 1.44 3399.57 .98 .001

오차(error) 84.82 23.811

1 mean square error

표표표표 11116666.... 문장 검사어 범주에 대한 사후 비교 분석

검사어 고압력자음 저압력자음 비음 전체

고압력자음 - .001(.29) .001(.99) .001(.97)

저압력자음 - .001(.99) .001(.97)

비음 - .001(.98)

전체 -

값은 p value이고, 괄호 안은 η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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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검검검검사사사사----재재재재검검검검사사사사 신신신신뢰뢰뢰뢰도도도도

전체 아동의 10%에 해당하는 6명에 대한 문장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고압력자음

검사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비음 검사어, 전체 검사어에서 각각 Spearman

ρ = .94, .94, .89, 1.00으로 .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

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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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고고고고 찰찰찰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의미 음절 검사어와 문장

검사어로 비음치를 측정할 때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Doorn과 Purcell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들은

‘Zoo passage’와 ‘Nasal sentences’를 이용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비음치

의 차이를 연구했는데 두 검사어에서 4세～8세까지 각 연령에 따라 비음치

는 차이가 없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9) 또한 Sweeney 등의 연구

에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비음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2)

둘째, 모음에 따른 비음치 차이를 고찰하면, 무의미 음절을 반복하여 측

정했을 때 /이/모음 환경에서의 비음치가 /아/모음 환경보다 높았다. 이는

모음 연장발성과 문장에서의 모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Lewis 등의 연구
15)와 일치하였고, 문장에서 모음에 따른 비음치를 살펴본 김민정 등의 연

구14)와도 일치하였다. /이/모음에서 비음치가 높은 것은 고모음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고모음이 저모음에 비하여 구강 강도(oral intensity)는 더

낮고 비강 강도(nasal intensity)는 더 높아 구강과 비강의 소리 강도의 차

이가 비음치를 증가시킨다는 Fairbanks 등의 연구결과2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자음의 조음 방법에 따른 비음치 차이를 고찰하면, 무의미 음절을

반복하여 측정했을 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 검사어는 /아/와

/이/모음 환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음 /나/와 /니/를

반복할 때의 비음치가 각각 50.42%와 74.56%로 가장 높았고, 다른 구강음

검사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음이 포함된

검사어의 비음치가 높다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

2 Lewis 등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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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6,13) 그러나 /아/모음 환경에서 구강자음인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

음 검사어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모음

환경에서는 유음 /리/를 반복할 때의 비음치가 다른 구강음 검사어보다 유

의하게 낮았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검사어의 비음치 사이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모음 환경에서는 김민정 등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구강음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4) 그러나 /라/를 반복할 때

의 비음치는 6.65%이고, /리/를 반복할 때의 비음치는 /라/의 약 2배에 가

까운 12.45%이었다. 다른 구강음의 비음치는 /아/모음 환경의 경우 비음치

가 6.86%에서 7.04%이었고 /이/모음의 경우는 /아/모음의 약 2배를 넘는

14.27%에서 14.97%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리/를 반복할 때 비

음치가 다른 구강음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비음치 차이를 고찰하면, 양순 파열음,

치조 파열음, 연구개 파열음 검사어의 비음치는 /아/모음 환경과 /이/모음

환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모음에서는 양순 파열음의 비음치가

6.45%로 치조와 연구개 파열음의 비음치 6.84%, 7.05%보다 유의하게 낮았

고, /이/모음에서 연구개 파열음의 비음치가 16.65%로 양순과 치조 파열음

의 비음치 15.33%, 14.9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모

음 환경에서 비음치는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 문장의 순으로 높았고 연

구개음 문장의 비음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선행 연구14)와 일치하지 않지

만 연구개 파열음의 비음치가 가장 높다는 공통점은 있다.

다섯째, 전체 아동의 10%에 해당하는 6명에 대한 무의미 음절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재검사 상관 분석에서 신뢰도가 높은 음운 환경은 모음은

/이/, 자음은 비음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음치가 높은

음운 환경이 낮은 환경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았고 이는 김민정 등

의 연구14)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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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고압력자음 검사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비음 검사어, 전체 검사

어 범주로 구성된 문장 검사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범

주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비음 검사어의 평균은 61.73%로 가장

높았고, 고압력자음 검사어의 평균은 8.50%로 저압력자음 검사어의 평균

7.17%보다 높았다. 전체 아홉 문장 검사어에 대한 평균은 27.34%로 고압

력자음 검사어와 저압력자음 검사어보다는 높고 비음 검사어의 평균보다는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Karnell의 연구17)에서 환자 43명 중 비

음치가 31% 이하에 속하여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18

명의 비음치를 비교하였을 때 고압력자음의 비음치가 16.7%로 저압력자음

의 비음치 14.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Karnell의 연구에서 사

용한 검사어와 동일한 검사어로 실험한 Watterson 등의 연구21)에서 5세～

13세 아동의 고압력자음 비음치는 30.28%로 저압력자음 28.98%보다 높아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Sweeney 등의 연구2)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는 저압력자음의 비음치가 고압력자음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압력자음의 비음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검사어에 의문문 문장

이 포함되어 있어 억양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고압력자음 검사어의 비음치가 저압력자음보다 높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것은 아동의 말 산출 능력이 아직 완전히 성

숙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ent는 말 산출에 있어서

아동이 성인에 비해서 변화가 많고 잘 조절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22) 고

압력자음 검사어의 비음 곡선을 살펴보면 마찰음 /ㅅ/, 파찰음 /ㅈ/과 탄설

음인 낱말 중 초성 /ㄹ/이 함께 있는 환경에서 비음 곡선의 비음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조음하기에 어려운 음운을 포함하고 있을 때 검사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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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는 동안 변화가 많아 연인두 폐쇄(velopharyngeal closure)가 완전하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음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

다. Sweeney 등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이 13세까지로 조음 능력

이 성인과 같은 완전한 단계에 이른 연령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 대상

의 연령은 5세, 6세, 7세이므로 완전히 조음 능력을 습득한 연령이라고 볼

수 없고, 고압력자음 검사어의 비음치가 저압력자음 검사의 비음치를 설명

해 줄 수 있는 에타제곱이 .29로 낮은 편에 속하므로 연구 대상을 말 산출

능력이 안정된 성인으로 확대한 연구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문장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고압력자음 검사

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비음 검사어, 전체 검사어에서 상관 계수가 .89이상

의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무의미 음절 검사어에서 모음은 /이/, 자음은

비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음치가 높은 음운 환경에서 검사-재검사 신뢰

도가 높았고 문장 검사어에서는 모든 검사어에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

다.

이상으로 정상 아동이 무의미 음절을 반복할 때 비음치를 측정하여 음

운 환경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고, 문장 검사어의 비음치를 측정하여 연

령과 성별에 따라,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비음치를 측정할 때 검사어에 포함된 비음 비율에 더하여 모음 환경

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의미 음절 검사어에서는 검사-재

검사 신뢰도가 모두 유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문장 검사어는 모두 높은 상

관 관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 검사어를 제작하였는데 비음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모음

이 2개 이상 포함되지 않게 통제하였고, 검사어 길이도 6음절 이상의 문장

이 타당하다는 선행 연구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개열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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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비성의 공명 문제가 있을 경우 고압력자음 검사어를 사용하고, 과소비

성의 공명 문제가 있을 경우 비음 검사어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비강 기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압력자음 검사어로 비음

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장 검사어를 사용하여 비음치를 측정

한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비음 검사어의 비음치

가 가장 높았고 전체 검사어, 고압력자음 검사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순서

로 비음치가 측정되었으며 모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검사어를 이용하여 정상 아동의 비음치를 보고하

였다. 그러나 병리적인 문제 유무에 따라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연령과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연령을 확대하여 정상 성인

의 경우와 지역을 확대하여 방언 사용자의 경우도 적용해 보고, 구개열 등

으로 인한 공명 및 비누출 문제를 가진 경우에도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가진 경우 같은 검사어로 청지각적인 평가를 실시

하여 비음치와 청지각적 평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더 나아가 구개열 등으로 인한 공명 및 비누출 문제에 대한 평가 기준

을 알아보고, 검사어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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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결결결결 론론론론

정상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무의미 음절 검사어와 음운 환경과 검사어

의 길이를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작한 문장

검사어로 비음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무의미 음절 검사어로 측정할 때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음치가

차이가 나지 않았다. 둘째, 모음에 따른 비음치 차이를 고찰하면, 무의미

음절을 반복하여 측정했을 때 /이/모음 환경에서의 비음치가 /아/모음 환

경보다 높았다. 셋째, 자음의 조음 방법에 따른 비음치 차이를 고찰하면,

무의미 음절을 반복하여 측정했을 때 /아/와 /이/모음 환경에서 파열음, 파

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 검사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음

의 비음치가 가장 높았고, 다른 구강음 검사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아/모음 환경에서 구강자음인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검

사어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모음 환경

에서는 유음 /리/를 반복할 때의 비음치가 다른 구강음 검사어보다 유의하

게 낮았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검사어의 비음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 파열음, 치조 파열음,

연구개 파열음 검사어의 비음치는 /아/모음 환경과 /이/모음 환경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모음에서는 양순 파열음의 비음치가 치조와 연구

개 파열음의 비음치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이/모음에서 연구개 파열음의

비음치가 양순과 치조 파열음의 비음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섯째, 무의

미 음절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재검사 상관 분석에서 신뢰도가 높은 음운

환경은 모음은 /이/, 자음은 비음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음치가 높은 음운 환경이 낮은 환경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았다.

여섯째, 문장 검사어로 측정할 때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음치가 차이가



- 36 -

나지 않았다. 일곱째, 고압력자음 검사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비음 검사어,

전체 검사어 범주로 구성된 문장 검사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각 범주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비음 검사어의 평균은

61.73%로 가장 높았고, 고압력자음 검사어의 평균은 8.50%로 저압력자음

검사어의 평균 7.17%보다 높았다. 전체 아홉 문장 검사어에 대한 평균은

27.34%로 고압력자음 검사어와 저압력자음 검사어보다는 높고 비음 검사

어의 평균보다는 낮았다. 여덟째, 문장 검사어 비음치의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고압력자음 검사어, 저압력자음 검사어, 비음 검사어, 전체 검사어에

서 상관 계수가 .89이상의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으로 정상 아동이 무의미 음절을 반복할 때 비음치를 측정하여 음

운 환경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 검사어를 제작한

후 비음치를 측정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와 범주별로 차이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 문장 검사어를 사용하여 비음치를 측정한 결과 연

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비음 검사어의 비음치는 61.73%,

전체 검사어는 27.34%, 고압력자음 검사어는 8.50%, 저압력자음 검사어는

7.17%로 모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정상 아동의 비음치를

제시하여, 구개열 등으로 인한 공명 및 비누출 문제가 있을 때 비음치 측

정과 청지각적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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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록록록록 1111.... 아동의 비음치 측정표

이름 검사일 검사자

생년월일 나이 성별

고압력자음: ‘발이 아파 업어줘, 트럭 뒤에 타도 돼, 거북이가 기어가,
저 자리가 제일 좋아, 서울에서 이사 왔어.’

저압력자음: ‘위로 올라와라, 아래로 열어라.’

비음: ‘엄마 마음이 내 마음, 멍멍이는 멍멍 매미는 맴맴.’

검사어 평균 SD 비음치 -3SD -2SD -1SD 평균 +1SD +2SD +3SD 비고

무의미 음절
/바/ 반복 6.45 1.86 0.87 2.73 4.59 6.45 8.31 10.17 12.03
/비/ 반복 15.33 4.94 0.51 5.45 10.39 15.33 20.27 25.21 30.15
/다/ 반복 6.86 1.82 1.40 3.22 5.04 6.86 8.68 10.50 12.32
/디/ 반복 14.97 5.12 0 4.73 9.85 14.97 20.09 25.21 30.33
/가/ 반복 7.05 2.32 0.09 2.41 4.73 7.05 9.37 11.69 14.01
/기/ 반복 16.65 5.13 1.26 6.39 11.52 16.65 21.78 26.91 32.04
/자/ 반복 7.04 2.30 0.14 2.44 4.74 7.04 9.34 11.64 13.94
/지/ 반복 14.65 5.60 0 3.45 9.05 14.65 20.25 25.85 31.45
/사/ 반복 6.91 2.75 0 1.41 4.16 6.91 9.66 12.41 15.16
/시/ 반복 14.27 5.41 0 3.45 8.86 14.27 19.68 25.09 30.50
/알라/ 반복 6.64 3.30 0 0.04 3.34 6.64 9.94 13.24 16.54
/일리/ 반복 10.33 5.57 0 0 4.76 10.33 15.90 21.47 27.04
/라/ 반복 6.65 2.45 0 1.75 4.20 6.65 9.10 11.55 14.00
/리/ 반복 12.45 4.93 0 2.59 7.52 12.45 17.38 22.31 27.24
/마/ 반복 48.69 9.14 21.27 30.41 39.55 48.69 57.83 66.97 76.11
/미/ 반복 74.81 9.16 47.33 56.49 65.65 74.81 83.97 93.13 100
/나/ 반복 50.42 9.32 22.46 31.78 41.10 50.42 59.74 69.06 78.38
/니/ 반복 74.56 7.56 51.88 59.44 67.00 74.56 82.12 89.68 97.24
문장 검사어
고압력자음 8.50 2.15 2.05 4.20 6.35 8.50 10.65 12.80 14.95
저압력자음 7.17 2.55 0 2.07 4.62 7.17 9.72 12.27 14.82
비음 61.73 7.27 39.92 47.19 54.46 61.73 69.00 76.27 83.54
전체 27.34 4.25 14.59 18.84 23.09 27.34 31.59 35.84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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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salance scores

of 5-7 year old Korean children

SSSSuuuunnnngggg----EEEEuuuunnnn LLLLiiiimmmm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ng-Shik Choi)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obtain the preliminary norm of

nasalance scores of Korean children during the production of

meaningless syllables and sentences, and to determine whether age and

gender differences exist in those stimuli.

Sixty normal children(30 girls and 30 boys aged 5 to 7 years)

repeated the examiner’s reading stimuli, which were meaningless

syllables with lenis consonants and three sentence categories; those

with high pressure consonants, low pressure consonants and nasal

consonants.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NasometerTM. Nasalance scores of each stimulus were obtain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e meaningless syllables,

1. Nasalance scor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age and

gender.

2. Higher nasalance scores were found in the C + /i/ syllable forms

than C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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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highest nasalance score was found in the syllables with nasal

consonants.

In the sentence categories,

1. Nasalance scor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age and

gender.

2. Nasalance scores of the total speech sample were 27.34%; high

pressure consonant sentences, 8.50%; low pressure consonant

sentences, 7.17%; and nasal consonant sentences, 61.7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our sentence categori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the preliminary norms for cleft

palate children with resonance disorders. Further studies are called for

upon considering dialectic differences and including more extensive age

groups as subjects.

──────────────────────────────────

KKKKeeeeyyyy WWWWoooorrrrddddssss: nasalance score, NasometerTM, high pressure consonant, low

pressure conso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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