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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3급 부정교합자는 반대 교합, 하악 돌출의 구조적인 결함으

로 인해 조음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Lee & Kim, 1993; Yang, 

1996). 이 중 유치열기 아동의 경우, 상하악의 발육 정도, 영구

치 맹출 시기, 하악의 폐구 양상, 하악의 전방 가능성이 성숙과 

함께 변화하면서 저작, 연하 및 조음에 관여되는 구강운동의 

기능이 전형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말소리의 오조

음이 발생되기도 한다(Jung et al., 2015). 

3급 부정교합 아동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말소리 오류에는 

조음 위치 측면에서 치조음의 왜곡이 있으며, 조음 방법 측면에

서는 마찰음의 왜곡이 보고된다. 이들이 지니는 구조적인 문제

로서의 반대교합은 치조 마찰음 /s/의 말소리 왜곡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치찰음 /s/, /z/에서 혀 짧은 소리(lisping)를 내는 

왜곡이 나타나기 쉬우며, /th/, /l/의 왜곡이 나타나기도 한다

(Laine, 1987; Laine, 1992). 이는 정상교합자에 비해 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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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방에 위치하여 혀끝을 상악 치조 부근으로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설명되기도 하고(Lee & Kim, 1993; Yang, 1996), 개교합이 동

반된 경우 보상적 조음의 일환으로 정상교합자에 비해 하악을 

더 넓은 범위까지 움직여 조음하게 된 결과로서 보고되기도 한

다(Johnson & Sandy, 1999; Laine, 1987). 이러한 말소리 오류

에는 구강 습관이 동반된 경우도 흔하다. 유치열기의 어린 아동

들에게서는 농설벽(tongue thrust)과 흡지벽(thumb sucking), 

그리고 편측 저작과 같은 잘못된 습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데(Jung et al., 2015), 이 경우 연하 시 혀를 내밀게 되어 치찰음

을 발음할 때 혀를 치간에 위치시켜 말소리를 왜곡하는 사례도 

있다(Laine, 1987). 드물게 보고되지만 반대교합이 심한 경우, 

상악의 전치부를 아랫입술에 접촉하는 움직임의 범위에 제한

이 생겨 순치 마찰음 /f/, /v/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Laine, 198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3급 부정교합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말소리 오류의 문제는 하악의 과도한 움

직임이나 혀의 습관적인 전방화, 잘못된 혀 위치 및 제한된 혀 

움직임의 범위에서 오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구강운동 기능

(oral motor function)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강 구조의 기질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조음기관의 위치와 움

직임에 문제가 초래되어 말소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조음 개선

을 위해 구강운동 훈련(oral motor training, OMT)을 사용한 조

음 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보고한 사례들이 있다. Lee & 

Kim(2001)은 구강자음을 성문 파열음으로 보상 조음하는 구

개파열 아동을 대상으로 성대 이완 훈련을 병행한 형성기법 접

근의 조음 치료를 실시한 결과,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성문

파열음이 감소되고 조음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Sargenti(2011)는 불충분한 구강운동 조절 능력을 보이고 치찰

음 /s/와 /z/를 치간과 설 측의 혀 짧은 소리로 왜곡하는 말소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OMT와 조음 치료를 실시한 결과 오류 

음소의 개선과 구강운동 기능의 향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De-
rakhshandeh et al.(2016)은 구개열과 연인두 기능부전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OMT를 포함한 음성적 접근 및 음운적 접

근의 조음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이들에게서 나타난 전형적인 

비구어적 특성과 오조음을 개선하고 조음 정확도의 향상에 효

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OMT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의 기전에 관여하는 턱, 입술, 

혀, 연인두의 운동 연습을 통해 말소리 산출에 요구되는 각 기

관의 특정 위치 및 움직임의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 불충분한 구강운동이 기저한 말소리 장애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다(Bahr & Rosenfeld-Johnson, 

2010; Lohman-Hawk, 2007). 특히 OMT는 비구어적 훈련만

을 독립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구어 과제에 접목되었을 때 특

정 말소리 산출을 위한 구강운동 기능에 대한 인식과 정확성, 

조음기관 간의 협응에 유익하다(Lohman-Hawk, 2007). 

그러므로 구강 구조의 기질적 결함이 기저하며 구강운동 기

능에 문제를 보이는 3급 부정교합을 가진 말소리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조음 치료에 OMT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며, 비구어적 훈련만을 별도로 실시하기보다는 목표 말소리 산

출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조음기관의 움직임에 관한 훈련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3급 부정교합 아동의 말소리 장애 사례 보고가 거

의 드물었고, 여러 변인의 조합을 고려한 치료 내용 역시 보고

된 바가 없어서 적절한 치료 전략을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3급 부정교합을 가진 말소리 장애 아동을 대상

으로, 구강운동 기능의 평가, 문맥에 따른 말소리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교합의 기질적 문제 및 관련 구강운동을 고려한 

조음 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3급 부정교합 

아동의 말소리 왜곡 오류에 대한 적절한 치료 전략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강운동 훈련을 사용한 조음 치

료가 3급 부정교합 아동의 조음 정확도 향상과 설측음화 왜곡 

오류의 감소 및 유지에 효과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소아치과에서 3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받은 뒤 언

어평가에 의뢰된 유치열기의 아동들 중 공통적으로 /이/ 모음 

환경에서의 치조음 /ㄷ/, /ㄸ/, /ㅌ/, /ㄴ/, /ㄹ/, /ㅅ/, /ㅆ/ 및 경구개

음 /ㅈ/, /ㅉ/, /ㅊ/의 설측음화 왜곡 오류를 보이는 말소리 장애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은 모두 공통적으로 편

측 저작 습관과 편측화된 하악 폐구 습관을 지니고 있었으며, 

소아치과 전문의로부터 10세가 되기 전 1년 이상의 교정 치료를 

받을 것과 그 이후 악안면 성장의 완성 및 영구치 맹출 상태에 

따라 치아교정이나 악교정수술 시행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추적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다. 현재 아동의 위축된 정서와 또래 

관계의 문제, 그리고 교정의 효과 예후를 위한 확진 시기, 말소

리 장애에 대한 부모의 근심도를 고려하여 교정에 대한 아동의 

동기 유발 및 올바른 구강 습관과 조음 치료를 위해 장치 착용

에 우선하여 OMT가 포함된 말소리 장애 치료 실시가 협의되었

다. 3명의 대상 아동 모두 남자 아동으로 생활연령은 6세 0개월

에서 6세 3개월의 범위에 있었으며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Kim et al., 2013) 평가 결과, 수용 및 표현 언어능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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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수가 94% 이상에 해당하여 언어능력에는 문제가 없었

다. 이 외에 특기할 만한 발달력, 병력, 가족력은 없었으며 청력

상의 문제 역시 없었다. 대상자는 모두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연구에 참

여하였다. 전체 대상 아동의 배경 정보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3급 부정교합 아동 A의 배경정보

대상 아동 A는 생활연령 6세 3개월의 남자 아동으로, 구강안

면근기능평가 프로토콜(orofacial myofunctional evaluation, 

OME) (Felı́cio & Ferreira, 2008)과 비구어 과제 구강운동 기능

평가(assessment of oral motor functions during non-speech 

tasks, AOMF) (Mackie, 1996)로 평가한 결과 전치부 반대교

합, 안면 비대칭, 턱 개폐 시 하악의 편측성 및 편측 저작 습관, 

삼킴 시 혀 내밀기가 관찰되었다. 아동용 발음평가(Assessmen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for Children, APAC) (Kim et 

al., 2007) 결과 낱말 자음 정확도 85.7%, 백분위수 1% 미만이었

다. 아동의 주된 말소리 왜곡인 /이/ 모음 환경에서의 ‘치경음과 

경구개음의 설측음화’는 조음 음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아닌 비전형적인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 환경에서 치경 마찰음의 치간음화 오

류가 나타났으나 이는 나이에 적절한 오류 패턴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검사하는 동안 아동 A의 조음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 모음이 포함된 음절을 조음할 때 하악이 편측으로 치우친 

채로 닫히는 모습이 보였고 치경 파열음, 치경 파찰음, 치경 마

찰음, 경구개 파찰음 조음 시 편측으로 침이 고이며 기류가 방

출됨으로써 소음성이 강한 말소리가 산출되었다. 이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상당히 두드러진 인상이었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

의 발음과 위축된 정서가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어 말소리 장애에 대한 근심도가 상당

히 깊었다.

3급 부정교합 아동 B의 배경정보

대상 아동 B는 생활연령 6세 1개월의 남자 아동으로, 구강

안면근 기능평가 프로토콜(OME) (Felı́cio & Ferreira, 2008)

과 비구어 과제 구강운동 기능평가(AOMF) (Mackie, 1996) 평

가 결과, 안면 비대칭과 전치부 개교합이 있었으며, 편측 저작 

습관, 턱 개폐시 하악의 편측성이 관찰되었으며 농설벽과 삼킴 

시 혀내밀기가 관찰되었다. 아동용 발음평가(APAC) (Kim et 

al., 2007)에서 낱말 자음 정확도가 84.3%, 백분위수는 1% 미만

이었으며. 아동의 주된 말소리 왜곡인 /이/ 모음 환경의 ‘치경음

과 경구개음의 설측음화’가 조음 음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아닌 특이한 오류 패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모음

을 제외한 모음 환경에서 나타난 치경 마찰음의 치간음화 오류

는 아동의 나이에 적절한 오류 패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B

는 조음할 때 간혹 편측으로 침이 고이다가 입가에 흐르는 모습

이 관찰되었고, /이/ 모음이 포함된 음절을 조음할 때 하악이 편

측으로 치우친 채로 닫히는 모습이 보였으며, 치경음 및 경구개

음에서 파열, 파찰, 마찰의 방법으로 조음할 때 편측으로 침이 

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유치원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은 

평소에 말수가 적으며 교실 담화 상황이나 또래 간 의사소통 상

황에서 발음 문제로 인한 대화 실패나 거부가 있을 경우 대화 

복구 시도를 단념한 채 상호작용에 위축을 나타낸다고 하여 사

회정서적인 측면에서 2차 문제가 유발될 위험이 있어 보였다.

3급 부정교합 아동 C의 배경정보

대상 아동 C는 생활연령 6세 0개월의 남자 아동으로, 구강안

면근 기능평가 프로토콜(OME) (Felı́cio & Ferreira, 2008)과 

비구어 과제 구강운동 기능평가(AOMF) (Mackie, 1996)를 사

용한 평가 결과 전치부 반대교합, 하악 비대칭 및 턱 개폐 시 하

악의 편측성이 관찰되었으며 편측 저작 습관이 있었다. 아동용 

발음평가(APAC) (Kim et al., 2007)에서 낱말 자음 정확도가 

85.7%로 백분위수 1% 미만에 해당하였고, 아동의 주된 말소리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three children with class III malocclusion

Characteristics Child A Child B Child C
Chronological age (year;month) 6;3 6;1 6;0
Gender M M M
OME & AOMF Face asymmetry Face asymmetry Mandible asymmetry

Anterior crossbite tongue thrust Anterior openbite tongue thrust Anterior crossbite
Unilateral mastication Unilateral mastication Unilateral mastication
Laterality in JM Laterality in JM Laterality in JM

PCC (%) 85.7 (< 1%ile) 84.3 (< 1%ile) 85.7 (< 1%ile)
PRES-R (%) 98.0 98.0 96.0
PRES-E (%) 94.0 94.0 94.0
OME: orofacial myofunctional evaluation (Felício & Ferreira, 2008), AOMF: assessment of oral motor functions during non-speech tasks (Mack-
ie, 1996), JM: jaw movement, PCC: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PRES-R: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Receptive), 
PRES-E: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Ex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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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인 /이/ 모음 환경의 ‘치경음과 경구개음의 설측음화’가 비

전형적인 오류 패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 환경에서 나타나는 치경 마찰음의 치간음화 오류는 나이

에 적절한 오류 패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C는 /이/ 모음이 

포함된 음절을 조음할 때 하악이 편측으로 치우친 채로 닫히

는 모습이 보였으며, 편측 설측음화를 보일 때 소음성이 강한 

소리를 산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부모 보고에 따르면, 아동이 

청각적으로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발음을 하여 또래 모임에서 

제외된 경험과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에 아동은 크

게 개의치 않고 의사소통 시도를 많이 하였고 말수 또한 많았

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또래로부터 대화 참여에 거부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또래들에게 부정적인 말과 다소 공격적 행동

을 아동이 보인다고 하였다. 

연구 도구

중재 도구

본 연구의 OMT를 사용한 조음 치료는 4단계로 구성하여 진

행되었다. 각 단계의 구성은 조음을 위한 혀끝 및 혀 등위의 위

치와 움직임에 의거하여 목표음을 분류하여 단계를 나눈 후 

Hoch et al.(1986)의 목표음 설정 준거를 참고하여 자극 반응도

(stimulability)가 높은 음소와 음소 습득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

의 순서를 정하였다. 1단계는 경구개음 /ㅈ/, /ㅉ/, /ㅊ/ 단계, 2단

계는 /ㄷ/, /ㄸ/, /ㅌ/ 단계, 3단계는 /ㄴ/, /ㄹ/ 단계, 4단계는 /ㅅ/, 

/ㅆ/ 단계였으며, 각 단계는 3회기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OMT는 비구어적인 OMT와 구어적인 OMT로 구성되어 각 

단계의 모든 수준, 모든 회기마다 실시되었다. 비구어적인 OMT

는 목표 말소리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턱과 입술 및 혀의 위치

와 움직임에 관한 활동이었다. 이러한 비구어적인 OMT를 실시

한 다음에는 곧바로 해당 회기의 목표 말소리 조음에 직접적으

로 요구되는 구어적 OM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목표행

동은 /이/ 모음 환경에서의 목표음의 정조음, 그리고 왜곡 오류

의 감소였으므로, OMT 역시 정확한 목표 말소리 산출에 요구

되는 구강운동 기능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구어 산출에 필요한 

움직임을 훈련하였으며, 이는 언어 단위별 수준에 적용되어 주

로 모음 훈련과 음절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목표음에 대한 치료는 구강운동 연습과 연계한 모음 훈련-

음절 수준-단어 수준-문장 수준의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구강운동 연습과 연계한 모음 훈련에서는 비구어적인 턱 개폐 

및 혀 운동으로부터 올바른 폐구를 유도하여 조음기관의 바른 

위치와 움직임을 연습한 후, 준비된 위치에서 /이/ 모음 산출을 

도입하였다. 즉, 먼저 혀 끝 및 등위(tongue tip and dorsum)의 

앞부분을 상악의 치경 및 경구개에 접촉시켜 삼킴 동작을 하고, 

즉시 이어서 혀끝을 치경에 접촉시킨 채로 하악을 직립으로 개

방하고 닫는 반복 연습을 한다. 그 다음 하악 개구 시 혀 위치가 

전방 및 후방이나 측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위치시키

고 하악의 폐구 시 혀끝을 내리면서 혀 양옆 가장자리(margin 

of lateral)를 상악의 양측 구치부에 접촉하는 반복 훈련을 통해 

/이/ 모음 산출을 유도하였다. 음절 수준에서는 전통적인 음성

적 접근법의 기법들을 사용하여 ‘목표음 + /이/’ 산출을 위한 

조음점 지시법, 목표음과 왜곡음의 청각적 변별을 통한 목표음 

확인 전략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형성 기법을 사용하여, 음소 

수준에서 목표음을 무성음으로 산출하게 하다가 모음 /이/를 

이어서 유성음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ㅈ/을 성대 

진동 없이 산출하는 도중에 성대 진동을 첨가하면서 올바른 턱 

위치와 혀 위치에서 /이/를 산출하게 하고, 점차 /지/의 음성 시

작 시간을 줄여서 /지/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단음

절 훈련 뒤, 습관화된 왜곡 조음 방식을 완화하고 개모음 뒤에 

이어지는 /이/ 모음 포함의 음절 조음에 요구되는 구강운동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절의 무의미 음절(nonsense syllables)

을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무의미 음절의 정확한 산출

을 유도하는 보드게임 활동의 규칙을 통해 승패로서 정조음을 

강화하였다. 아동이 ‘목표음 + /이/’가 포함된 다양한 조합의 무

의미 음절 산출을 5회 이상 연속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면, 단어 

수준으로 넘어가 /이/ 모음 환경의 목표 음소가 포함된 단어를 

어두 초성에서 산출하게 하였고, 정확히 산출하면 어중 초성에

서 산출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일 아동이 정확하게 산출하

지 못할 경우, 음절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목표 무성음과 /이/ 

모음 유성음을 이어서 산출하도록 하여 단어 내 /이/ 모음 환경

의 목표음을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빙고게임과 퍼

즐 맞추기 활동에서의 규칙을 통해 승패로서 정조음 산출을 강

화하였다. 아동이 단어 수준에서의 훈련 놀이(drill play) 활동 

시 3회 이상 정확하게 목표 단어를 산출하면 문장 수준으로 넘

어가 문장 산출을 유도하였으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 단어 수

준에서와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 목표 음소를 정확하게 사용

하게 하였다. 문장 수준에서도 음절 및 단어 수준에서와 마찬가

지로 게임의 승패로서 정조음 산출을 강화하였으며, 문장 수준

의 게임에는 운반구(carrier phrase) 사용 규칙이 포함되었다. 

중재의 매 회기마다 그림 및 설명이 포함된 비구어적 구강운

동 과제를 제공하였으며, 부모에게도 제시하고 과제 수행은 

SNS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정에 제공하는 과제의 그림 자료는 

Oral-Motor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Mackie, 1996)과 

“Can Do”Ⓡ Oral-Motor Fun DeckⓇ (Joanne & Kim, 1997)를 

활용하였다. 구강운동 기능 훈련을 사용한 조음 치료 프로토콜

은 Figure 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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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

기초선, 중재, 유지에 걸친 전체 실험 회기에서 매 회기마다 목

표음의 조음 정확도와 설측음화 왜곡 오류 빈도를 알아보기 위

해 조음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음검사는 우리말 조음·음운 학습 

기본 자료집(Urimal Workbook of Articulation and Phonolo-
gy) (Shin & Kim, 2007)에서 2~6세 아동의 발음 색인의 단어

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전체 대상 아동이 공통적으로 오조음

하여 목표 음소로 선정되었던 /이/ 모음 환경의 치경음 및 경구

개음 10개에 대하여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의 목표 말소리를 평

가하였다. 단어 목록은 각 음소별로 목표 음소가 초성에 포함

된 단어와 어중 초성에 포함된 단어를 2~3음절로 2개씩 구성하

여 총 40개를 작성하였다. 문장 목록은 단어 목록 내의 단어가 

포함된 2어절의 간단한 문장 40개를 작성하였다. 단어 및 문장 

목록은 <Appendix>와 같다. 

말소리 평가는 언어재활사(1급) 자격을 소지한 5년 이상 경력

의 석사학위를 가진 검사자가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우리말 조음 음운 학습 기본 자료집의 그림을 제시하여 아동이 

해당 그림의 단어를 자발적으로 산출하게 하였다. 아동이 단어

를 자발적으로 발화하지 못할 경우, 언어적 단서를 주어서 발

화를 유도하였다. 문장 수준의 검사는 우리말 조음 음운 학습 

기본 자료집의 그림과 클립아트를 활용하여 “뭐해요?”, “어떤 

소리가 나요?”, “어떻게 달려요?”라고 질문하여 목표 말소리를 

산출하게 하였다. 아동이 산출하는 문장의 어절 수를 통제하기 

위해 문장 조각(sentence strips) 차트를 제시하여 2어절로 발

화하도록 지시하고 유도하였다. 단어 및 문장의 제시 순서는 매 

회기마다 역균형화되도록 하였으며, 각 목록 내 순서 역시 무작

위로 제시하였다. 중재 단계에서의 검사는 중재자의 중재가 끝

난 다음에 검사자가 별도로 실시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5~7분이었다. 

연구 설계 및 절차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구강운동 훈련을 사용한 조음 치료가 설측음

화를 보이는 3급 부정교합 아동의 조음 정확도와 왜곡 오류 감

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사례 실험 설계(single 

case experimental design)의 ABA 설계를 사용하였다(Figure 

2). 본 연구는 기초선, 중재, 유지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 절차

기초선 단계에서는 중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어 및 문장 

수준에서의 조음 정확도 및 설측음화 왜곡 오류 빈도를 평가하

기 위해 대상 아동의 말소리 평가만이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중재 단계에서는 전체 대상 아동에게 동일하게 OMT를 사용한 

조음 치료가 총 12회기 동안 실시되었다. 중재 단계의 회기 진

행은 1회기당 40분씩 매주 3회에 걸쳐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재 단계에서의 말소리 평가는 2, 4, 6, 8, 10, 12회기, 총 6회 

실시되었다. 중재를 철회한 유지 단계에서는 중재 종료 후 2주

일이 지난 다음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기초선 단계의 조건과 

동일하게 중재 없이 말소리 평가만 실시되었다. 

전체 실험 회기는 G광역시의 E의사소통연구소의 조용하고 

밝은 실내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나 중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 및 자료만이 배치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

초선 단계, 중재 단계, 유지 단계의 검사 실시는 말소리 장애 진

단평가 및 치료에 5년 이상 경력이 있고 언어치료학 석사학위를 

가진 언어재활사(1급)가 하였고, 중재 단계의 중재는 말소리 장

애 진단평가 및 치료 경력 4년의 대학원생인 언어재활사(2급)가 

담당하였다. 

각 단계에 걸친 모든 검사는 말소리 분석을 위해 보이스 레

코더(ICD-UX400F, SONY, Shibuya, Japan)로 녹음하였고, 중

Evaluation
• Feedback about correct sound in contexts
• OMT homework instructions
• Planning activity as a reinforcer in next session 

Introduction
• Conversation about OMT homework 

Development
• Non-speech oral motor exercises
• OMT for articulation /i/
• Motor-Phonetic & phonological approach 

- Phonetic placement 
- Auditory discrimination: error sound vs. correct sound
- Shaping techniques

• Drill play with reinforcement 

Figure 1. Intervention protocol. OMT: Oral Motor Training.

Baseline phase (phase A1)
• 2 variables were assessed at 3 data points
• No-intervention baseline phase

Intervention phase (phase B)
• 2 variables were assessed at 6 data points
• 12 OMT and articulation therapy sessions 

Maintenance phase (phase A2)
• 2 variables were assessed at 3 data points
• No-intervention withdrawal phase

Figure 2. ABA design for single case assessments. OMT: Oral Mo-
t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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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계의 중재 충실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중재 회기의 중재 실

시는 디지털 캠코더(Xacti VPC-CA 100, SANYO, Osaka, Japan)

로 녹화하였다. 

자료 분석

검사 시 검사자가 즉석에서 아동이 오조음한 말소리를 검사

지에 기재하였으며, 검사 실시 후 2~3일 내에 검사자와 연구자

가 독립적으로 녹음된 자료를 컴퓨터로 옮겨 들으면서 조음 평

가 결과를 각기 재확인하거나 기재하였다. 

OMT를 사용한 조음 치료의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평

가한 조음 정확도는 목표 음소인 초성 및 어중 초성 /ㄷ/, /ㄸ/, /ㅌ/, 

/ㄴ/, /ㄹ/, /ㅈ/, /ㅉ/, /ㅊ/, /ㅅ/, /ㅆ/의 전체 발음 횟수에 대한 목

표 음소들의 정조음 횟수 비율로 측정하였다. 조음 정확도를 

구하는 공식은 ‘(정조음 횟수/음소의 발음 횟수) × 100’이다. 

신뢰도 및 중재 충실도

검사자는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의 각 회기마다 녹음된 자료 

전체를 다시 들으며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계수하여 평가가 

완성된 자료와 비교한 후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조음 정확도와 

설측음화 왜곡 오류에 대한 평가자 내 신뢰도는 각각 98, 100%

를 나타내었다. 

전체 자료에 대해 연구자(언어재활사 1급)의 평가 결과와 검

사자(언어재활사 1급)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계산

하였다. 조음 정확도와 설측음화 왜곡 오류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는 각각 99, 100%를 나타내었다. 

중재자(언어재활사 2급)가 중재를 정확하게 실시하였는지 조

사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중재 영상 자료를 보며 중재 충실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OMT를 사용한 조음 치료에 대하여 구강운동 

및 모음 훈련 4단계, 음절 수준 2단계, 단어 수준 2단계, 문장 수

준 2단계, 총 10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 10개를 

구성하여 체크 리스트 용지를 만들었다. 연구자는 매 회기마다 

언어재활사의 중재에 대해 중재 절차가 바르게 수행된 경우 ◯

로 표기하고 바르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하였다. 중재 

충실도는 중재를 바르게 실시한 수를 전체 실시한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 중재 충실도는 평균 99.2%였다. 

RESULTS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운동 훈련을 사용한 조음 치료가 치

경음과 경구개음에서 설측음화 왜곡 오류를 보였던 3급 부정교

합 아동의 조음 정확도와 설측음화 오류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음 정확도의 향상과 설측

음화 왜곡 오류 빈도의 감소 순서로 제시되었다. 

조음 정확도의 향상

Figure 3과 Figure 4는 기초선, 중재, 유지의 단계 동안 전체 

대상 아동 3명의 단어검사와 문장검사에서의 조음 정확도 변

화 양상을 각각 보여준다. 

기초선 단계 동안 전체 대상 아동은 단어검사와 문장검사에

서 조음 정확도가 모두 동일하게 0%로 매우 열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재를 실시하자 대상 아동 모두에게서 단어 및 문장에

서의 조음 정확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

타내어 매우 높은 조음 정확도에 도달하였고, 이 정확도는 중재

를 철회한 단계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유지되었다. 이 변화 양상

을 통해 전체 대상 아동에게서 나타난 단어 및 문장에서의 목표

음 조음 정확도는 매우 높은 비율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대상 아동이 전반적인 말소리의 자음 정확도에 어떤 변

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아동용 발음평가(APAC)

를 비교하였다(Table 2). 표준화 검사의 동형 검사를 짧은 기간 

동안 반복 측정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전체 대상 아동에게 

사전-사후 대화검사의 주제를 다르게 제시하고자 연결발화 검

사 중 대화 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검사의 대화 주제는 3명의 대

상 아동 모두 동일하게 사전 검사 ‘치과 병원’, 사후 검사 ‘컴퓨터

게임’이었으며, 유지 단계의 마지막 회기 검사는 ‘바닷가’였다.

대상 아동 A의 자음 정확도는 사전 73.2%, 사후 95.0%, 추적 

검사 94.3%였고, 대상 아동 B는 사전 71.3%, 사후 94.1%, 추적 

검사 93.9%였으며, 대상 아동 C는 사전 74.1%, 사후 93.3%, 추

적 검사 92.8%로 나타나 전체 대상 아동 모두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및 추적 검사에서 높은 비율의 자음 정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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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CC in words of participants. PCC: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Figure 4. PCC in sentences of participants. PCC: percentage of cor-
rect conso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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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측음화 왜곡 오류 빈도의 감소

Figure 5는 기초선, 중재, 유지의 단계 동안 조음 정확도 평

가용 단어와 문장수준검사 전체에서 대상 아동 3명의 설측음

화 왜곡 오류의 빈도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기초선 단계 동안 전체 대상 아동은 설측음화 왜곡 오류 빈

도가 목표음 발음 기회 횟수의 최대치인 80에 달했으나 구강운

동 기능 훈련을 사용한 조음 치료를 실시하자 전체 대상 아동 

모두에게서 설측음화 왜곡 오류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

하였고 모든 대상 아동에게 큰 변동 없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그 빈도가 0에 도달하여 설측음화 왜곡 오류가 소거

되었음이 나타났다. 이 오류 빈도는 중재를 철회한 단계에서도 

0으로 유지되어 /이/ 모음 환경의 목표음으로 구성된 단어 및 

문장 수준에서 설측음화 왜곡 오류가 전체 대상 아동에게서 

모두 소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대상 아동에게서 나타난 전반적인 말소리의 오류 유형

을 알아보고자 아동용 발음 평가(APAC)의 연결발화 검사에서 

나타난 사전-사후 말소리 오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Table 3). 

사전에 나타난 오류 유형에는 설측음화 왜곡 오류와 치경 마찰

음의 치간음화 왜곡 오류가 있었으나, 사후에는 중재를 실시하

였던 설측음화 왜곡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고, 중재를 실시하지 

않았던 치경 마찰음의 치간음화의 오류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왜곡 오류는 /이/ 모음을 제외한 몇몇 모음 환

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재 목표가 아니었으며, 대상 아동 3명 

모두에게서 그 오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에 

/이/ 모음 환경의 탄설음 /ㄹ/에서 나타났던 설측음화 왜곡 오류

가 사후에는 유음으로 대치되는 경우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아동 중 아동 B는 사전에 다른 대상 아동과 마찬가지

로 /이/ 모음 환경의 탄설음 /ㄹ/을 설측음화하여 설측 치경 탄

음 [ɺ]로 왜곡하는 오류를 보였다가 사후에는 설측음화가 제거되

어 정조음하였으나, 비일관적으로 이를 다시 유음으로 대치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다. 대상 아동 A의 경우, 사전에 /이/ 모음

환경의 치경 마찰음 /ㅆ/이 치경 설측 마찰음 [ɮ]나 [ɬ]로 왜곡되

던 것이 사후에는 설측음화가 제거되어 정조음하는 경우도 있

었으나 비일관적으로 이를 다시 /ㅅ/으로 대치한 경우가 있었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3급 부정교합을 가진 유치열기 아동이 공통적

으로 편측 저작 습관과 편측화된 하악 폐구 습관, /이/ 모음 환

경의 치경음 및 경구개음을 설측음화하여 왜곡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목표 말소리 산출에 관여된 구

강운동에 초점을 두어 OMT 훈련을 사용한 조음 치료를 실시

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 모음 환경에서의 치경 마찰음 /ㅅ/, /ㅆ/, 치경 파

열음 /ㄷ/, /ㄸ/, /ㅌ/, 치경 비음 /ㄴ/, 치경 유음 /ㄹ/, 경구개 파

찰음 /ㅈ/, /ㅉ/, /ㅊ/의 조음 정확도가 중재를 받은 후 전체 대상 

아동에게서 높은 비율로 향상되었다. 또한 /이/ 모음 환경의 설
Figure 5. Frequency of lateralization distortion errors in word and 
sentence level in three participants in 3 phases of study.

Table 2. Results obtained by assessment of articulation and pho-
nology for children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dex Participant
Before 

(%)
After 
(%)

5-weeks follow-up 
(%)

PCC Child A 73.2 95.0 94.3
Child B 71.3 94.1 93.9
Child C 74.1 93.3 92.8

PCC: 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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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ech sound error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Phoneme Before After & 5-weeks follow-up
ㅈ, ㅉ, ㅊ 
[ʨ], [ʤ] / [ʨ*], [ʨʰ]

Distorted [d͡ɮ] [t͡ɬ] in vowel [i] environments No error

ㄷ, ㄸ, ㅌ
[t], [d] / [t*], [tʰ]

Distorted [d͡ɮ] [tɬ] [t͡ɬ] in vowel [i] environments No error

ㄴ

[n]
Distorted [ɳ]  in vowel [i] environments No error

ㄹ

[r]
Distorted [ɺ] in vowel [i] environments Replaced by [l] in vowel [i]

ㅅ, ㅆ
[š], [š*]

Distorted [ɮ] [ɬ] in vowel [i] environments
Distorted [ɵ] in some vowel environments but [i]

[s*]: replaced by [s] in vowel [i]
Distorted [ɵ] in some vowel environments bu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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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음화 왜곡 오류 빈도가 중재를 받은 후 전체 대상 아동에게

서 소거되었다. 그리고 조음 정확도의 향상과 설측음화 왜곡 

오류 빈도의 감소는 중재 후에도 유지되었다. 반면, 나이에 적

절한 왜곡 오류일 뿐 아니라 /이/ 모음 환경과 관련된 설측음화 

오류가 아닌 이유로, 중재할 때 목표로 삼지 않았던 치경 마찰

음의 치간 마찰음화 왜곡 오류는 중재 종료 후에도 소거되지 

않았다. 또한 /이/ 모음 환경의 탄설음 [r]과 치경 찰음 [š*]는 설

측음화 왜곡 오류가 소거되긴 하였어도 각기 유음 [l]와 [s]로 대

치되는 오류가 대상 아동 B와 C에게서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강 구조의 기질적 결함을 지닌 3급 부정교합 

아동이 특정 말소리를 조음하는 데에 필요한 정확한 구강운동

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 OMT를 사용하여 조음 치료를 실시하

는 것이 오조음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선

행연구에 비추어 논의하고 임상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제

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전체 대상 아동은 비구어적인 구강운동 중 

편측 저작 습관과 하악 폐구 시 편측화 습관이 있었고, 구어적 

구강운동 중에는 폐모음이자 고모음이면서 전설모음인 /이/ 모

음의 환경에서 혀끝 및 혀 등위를 상악 치경이나 경구개 부근까

지 들어올려 조음하는 구강자음의 설측음화된 조음 왜곡이 있

었다. 즉, 턱과 입술이 닫히는 움직임과 위치, 그리고 혀가 상악

궁에 근접하여 전방에 위치할 때 조음기관의 편측화된 왜곡이 

비구어 및 구어에서 모두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OMT를 조음 치료에 적용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말소리 왜

곡 오류의 감소와 조음 정확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구

강 구조의 기질적 결함에 의해 구강운동 기능이 전형성에서 벗

어나 말소리 산출에 왜곡을 나타냈던 아동을 대상으로 OMT 

방식을 적용하여 조음 치료를 실시한 후 말소리 산출에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erakhshandeh 

et al., 2016; Jeon & Seo, 2007; Lee & Kim, 2001). 

Derakhshandeh et al.(2016)의 연구에선 구강 구조의 기질적 

결함과 연인두 기능부전을 가진 구개열 아동에게서 보상 조음 

및 과비음 오류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구어적 과제를 

통해 구강운동을 훈련하고, 목표 말소리 산출에 직접적으로 요

구되는 구어적 구강운동의 훈련을 병행하여 말소리 산출을 유

도한 후 목표음 산출 언어 단위를 점차 증가시킨 결과, 왜곡이 

나타났던 비구어적인 구강운동 기능의 개선뿐 아니라 말소리

의 왜곡 오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Lee & Kim(2001)은 

보상 조음을 하는 구개열 아동을 대상으로 성문 파열음 왜곡 오

류를 개선하기 위해 성대 이완 훈련을 한 후, 목표 말소리 산출

을 유도하여 조음 정확도 향상과 왜곡 오류 감소의 효과가 있었

다. Jeon & Seo(2007)는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마비 

및 약화를 보이는 호흡 및 구강운동을 강화하는 OMT를 실시하

고, 여러 말소리에 걸친 조음기관의 움직임에 초점을 둔 훈련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말소리의 자음 정확도 향상과 호기 및 

발성 시간의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기질적 결함을 가진 아동에게서 구강운동 문제가 나

타나고, 말소리 산출에 필요한 조음기관의 움직임과 위치에 문

제가 따르며, 말소리 왜곡 오류가 발생된 경우라면, OMT를 조

음 치료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구강운동 기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전통적 

조음 치료에서 조음점 지시법(phonetic placement)을 비롯한 

여러 기법들이 제공하는 청각, 촉각 및 시각적 자극, 구어적 설

명으로는 목표 말소리 산출을 향상시키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 진전 또한 느리게 나타날 수 있다(Bahr & Rosenfeld-

Johnson, 2010). 그러므로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해 3급 부정교

합을 가진 어린 아동의 구강운동 상태를 점검하고, OMT를 조

음 치료에 도입해 볼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나 3급 부정교합을 가진 유치열기 아동의 경우 잘못된 구강 습

관이 호발하므로(Jung et al., 2015), 구강운동 기능과 조음의 

연관성을 관찰하여 중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중재 단계에서는 /이/ 모음 환경의 치경음 및 

경구개음의 정조음을 목표로 중재를 실시하였고, 중재 단계가 

종료된 후 목표 말소리 조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재하지 않았던 말소리 오류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 모음

을 제외한 몇몇 모음 환경에서 나타났던 치경 마찰음의 치간음

화 왜곡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 오류가 전체 대상 아동에게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목표한 바에 따라 실

시한 중재가 목표음 조음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다

만 치경 마찰음의 치간음화는 6세~6세 5개월 연령 범위의 아동

에게는 나이에 적절한 오류에 해당한다는 점(Kim et al., 2007)

을 고려하면 이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본 연구의 대상 아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본 연구

의 대상 아동 중 일부가 /이/ 모음 환경에서 탄설음 [r]을 정조음

하기도 하고 유음 [l]로 대치하기도 하였으며, /이/ 모음 환경에서 

마찰음 [š*]를 정조음하기도 하고 [s]로 대치하기도 한 점을 생각

해 보면, 말소리 오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구어 및 구어에서

의 편측화된 구강운동의 왜곡과는 관련 없는 오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중재 단계에서 

조음기관의 편측화된 운동의 올바른 위치와 움직임에 초점을 

둔 OMT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구강운동의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적 조

음 치료와 구강운동 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 Lohm-
an-Hawk(2007)는 구강운동 기능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에게

는 비구어적 OMT에 국한된 치료뿐 아니라, 구어에서 특정 말

소리 산출에 요구되는 조음기관의 정확한 움직임과 위치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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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OMT가 필요하며, 이 훈련이 특정 음소의 조음에 관여

하는 구강운동 기능에 대한 인식과 정확성, 조음기관 간의 협

응에 이로울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 역시 구강

운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로서 폐구에 관여되는 올바른 턱의 

움직임 및 위치에서 /이/ 모음의 산출에 필요한 턱과 혀의 움직

임 및 위치를 OMT를 통해 연습하였다. 그리고 이 OMT에 왜

곡 오류를 보였던 자음 산출에 필요한 OMT를 통합하였다. 특

히 좁아진 구강 안에서 혀끝 및 등위를 상악 전방 부근에 들어

올려 접촉하거나 마찰시켜야 하는 구강자음의 조음에 관여된 

일련의 위치와 움직임을 훈련하였다. 가령, /지/라는 음절 산출

에 요구되는 조음기관의 위치, 움직임, 그리고 각 기관 간의 협

응적인 구강운동의 일체를 한 번에 묶어 훈련하던 것이다. 따라

서 편측화된 저작 습관과 편측화된 하악 폐구와 같은 비구어적 

구강운동에 왜곡을 보인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에게는 비구어

적 OMT뿐 아니라 구어적 OMT를 통한 조음 치료가 /이/ 모음 

산출에 요구되는 조음기관의 왜곡 완화에 효과적이었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 

아동이 공통적으로 3급 부정교합의 문제와 비구어 및 구어 운

동에서의 편측화된 왜곡이 있었고, 이에 기반한 중재가 단일 

대상 실험 설계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그 대상 수가 

적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이 갖는 여러 변인들(예, 전치부 반대교

합, 개교합) 중 어떠한 변인들이 비구어 및 구어 과제에서 조음

기관의 편측화된 왜곡에 기여하는지 밝혀진 바가 없어 그 원인

에 대한 분명한 설명에 제한이 따른다. Angel의 분류에 의한 

부정교합과 말소리 산출 오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보

고한 연구(Leavy et al., 2016)가 있으나 이는 혼합 치열기 이상

의 말소리 발달을 이미 마친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는 연령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이다. 또한 3급 부정교합과 말소리에 관련된 악안

면 구강의 위치와 움직임의 관계에 관한 상술된 연구들은 3급 

부정교합이라는 변인만 고려되어 있어서 동반된 여러 유형의 교

합이나 습관과 같은 변인에 따른 정보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중재를 어떤 하위 특성을 가진 3급 부정교합 대상 아

동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반복 연구를 실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서 3급 부정교합을 가진 대상 아동이 편측화된 저작 습관과 편

측화된 하악 폐구 습관, 그리고 편측화된 말소리 왜곡을 동시에 

나타냈다는 점이 바로 적용 대상 선정 시 고려 사항이 될 것이

며, 이와 관련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만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구어적 구강운동과 구어적 구강운동

을 모두 훈련하였다. 조음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해 선행연구 결

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말소리 조음 시 요구되는 구강

운동 훈련이 중요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구어적 OMT에 초점

을 두어 조음 치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OMT 변인에 

관한 차별적 효과를 알기 위한 변인 통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

므로 기질적 결함을 가진 3급 부정교합 아동에게 이 두 가지 

변인을 통제하여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비

구어적인 구강운동 연습만 별도로 실시하면서 조음 치료를 실

시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진실험 설계의 증거 기

반 실제 연구는 사실상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

으며(McCauley et al., 2009), OMT를 사용한 조음 치료가 구

강운동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에게 효과적인 조음 개선을 가

져다 준다고 확증할 만한 증거 기반 실제 연구 또한 발견하기 어

렵다는 주장도 있으므로(Lof & Watson, 2008; Ruscello, 2008), 

확장된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OMT 변인 및 연구 대상 관련 변

인의 선별과 통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0:0�말소리 장애·조음 치료·3급 부정교합·구강운동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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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Test for Articulation Accuracy and Lateralization Distortion Errors

Target sound
Words

Word initial syllable initial Word medial syllable initial

ㅅ 신발 시소 가시 화장실

ㅆ 씽씽 씨름 색시 아저씨

ㄷ 디딤돌 디지몬 잔디 라디오

ㄸ 띠띠 띵똥 땀띠 검은띠

ㅌ 티비 티셔츠 파티 반팔티

ㄴ 닌자고 니모 덧니 할머니

ㄹ 리어카 리본 머리 코끼리

ㅈ 진짜 지우개 바지 오징어

ㅉ 찌개 찐빵 팔찌 꼴찌

ㅊ 칫솔 침대 아침 스위치

Target sound
Sentences

Word initial syllable initial Word medial syllable initial

ㅅ 시소를 타요 가시가 뾰족해요

신발을 벗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요

ㅆ 씨름을 해요 아저씨께 인사해요

씽씽 달려요 색시는 신부예요

ㄷ 디지몬을 사요 라디오를 들어요

디딤돌을 놓아요 잔디를 깎아요

ㄸ 띵똥하고 울려요 검은띠를 따요

띠띠 소리 나요 땀띠가 나요

ㅌ 티비를 켜요 반팔티를 사요

티셔츠를 입어요 파티를 열어요

ㄴ 니모가 귀여워요 할머니가 오셔요

닌자고를 사요 덧니가 나요

ㄹ 리본을 달아요 머리를 잘라요

리어카를 끌어요 코끼리가 커요

ㅈ 진짜 사람이에요 바지가 커요

지우개로 고쳐요 오징어가 헤엄쳐요

ㅉ 찌개가 맛있어요 팔찌가 예뻐요

찐빵을 팔아요 동생이 꼴찌예요

ㅊ 칫솔로 닦아요 아침에 일어나요

침대에서 자요 스위치를 눌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