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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정상적으로 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운율과 같은 말 산출의 하위 기제 간에 협응과 역동적인 움직

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비말장애, 말실행증 등 신경학적 손상

으로 인한 말운동장애나 말운동문제에 기인한 말소리장애를 

보이는 아동과 성인의 경우는 말 산출기관의 협응 및 움직임상

에 어려움을 보인다. 말장애를 평가하는 임상현장에서 말운동 

기술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과제로 조음교대운동(diadochoki-

nesis, DDK)이 있다. 조음교대운동(DDK)은 조음기관의 움직

임, 속도, 정확성, 일관성, 협응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호흡, 발성, 공명과 같은 다른 말 산출 하위 기제 간의 협

응 정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말운동장애뿐만 

아니라 아동 말소리장애를 감별 진단할 수 있는 과제로 유용하

다. DDK 과제에는 1음절 자음-모음(consonant-vowel, CV)구

조를 반복하는 교대운동속도(alternating motion rate, AMR)

와 조음점이 서로 다른 2~3음절을 반복적으로 산출하는 일련

운동속도(sequential motion rate, SMR)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당 음절 반복 횟수를 토대로 AMR과 SMR을 측정하고 보고

한다. 말장애 평가에 있어서 DDK 과제의 유용성으로 인해 국

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일반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발달적 

특성과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DDK의 수행력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 연

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DDK 수행력이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Baken & Orlikoff, 2000; Canning & Rose, 1974; Fletcher, 

1972; Kim & Kim, 2016; Kim et al., 2018; Robbins & Klee, 

1987; Sehr, 2013; Williams & Stackhouse, 2000; Yoo, 2018; 

Yoss & Darley, 1974). 대표적으로 국내 연구로 Yoo(2018)는 조

음 문제가 없는 만 4~6세 아동 총 248명을 대상으로 [퍼], [터], 

[커]를 사용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AMR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AMR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

령전기 아동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AMR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hr(2013)도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DDK를 살펴보았는데 초당 반복 횟수뿐만 아니라 DDK 과제 

수행 시 아동이 보이는 조음 오류 빈도와 유형, 규칙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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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AMR 과제에서 1음절 CV 검사어로 [퍼], [터], [커]와 

SMR 과제에서 2~3음절 CVCV와 CVCVCV 검사어로 [퍼터], 

[퍼터커]를 사용하였다(Choi & Yoo, 2018; Sehr, 2013; Yoo, 

2018).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말 산출 하위기제와 말운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조음기관 구조·기능 선별

검사(Speech Mechanism Screening Test for Children) (Kim et 

al., 2018)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DDK의 검사어를 살펴보면 

위와 유사하게 [퍼], [터], [커], [러], [겅], [퍼터커]를 사용하였다

(Kim & Kim, 2016; Kim et al., 2018; Kim, 2019). 국내에서 

DDK 검사어로 기식음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DDK 검사어를 참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무성음을 이용한 [pʌ], [tʌ], [kʌ], [pʌtʌ], [pʌtʌkʌ] 
검사어를 말운동장애 평가를 위한 DDK 과제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무성음이 유성음보다 동일한 조음

위치와 방법 내에서 보다 일찍 습득되고 산출하기가 상대적으

로 쉬운 소리에 해당한다(Berthal et al., 2013). 한국어 파열음 

중 기식음은 영어의 무성음과 유사하게 들리나 기식 구간으로 

인해 파열음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리에 해당하

여 아동은 발달적으로 기식음을 경음과 평음보다 늦게 습득한

다(Kim & Pae, 200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DK 과제에서 

조음 오류 빈도와 유형을 살펴본 Sehr(2013)의 연구에서 4세 

아동의 경우에도 기식음을 평음이나 경음으로 빈번하게 오조

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식음으로 구성된 검사어를 사용할 

경우 4세 이하의 어린 아동의 경우는 목표 음절을 정확하게 산

출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여 DDK 속도와 규칙성을 

평가하는 데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아동을 대

상으로 조음기관의 말운동 능력을 보다 더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찍 습득되는 경음

이나 평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는 일반 발달을 보이는 만 2세 후반~9세 아동과 20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경음으로 구성된 AMR 과제(1음절)과 

SMR 과제(2, 3음절)를 실시하였다. 초당 반복 횟수를 토대로 

AMR과 SMR 과제의 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함과 동시에 청

지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규칙성, 속도, 정확도 면에서의 연령

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MATERIALS AND METHODS

Participants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에 거주하는 만 2세 후반~9세 아동과 만 20대 청년층에 해당하

는 성인이다. 조음음운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2~6세 아동

의 경우 그 발달과정을 민감하게 살펴보고자 6개월 단위로 연

하였다. 연구 결과, DDK 과제의 초당 반복 횟수는 4세와 6세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조음 오류 빈도는 4세 아동이 5세와 6

세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조음 오류 유형으로는 이완

음화와 경음화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DDK 과제에 사용된 파

열 기식음의 발성 유형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DDK 과제의 규칙성 면에서 4~6세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한편 국외 연구로 Williams & Stackhouse(2000)도 

3~5세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2~3음절

의 DDK 과제를 이용하여 속도뿐만 아니라 자극 유형과 음절 

길이에 따른 정확성과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의 정확도가 증가하였지만 속

도는 정확성에 비해 뚜렷한 발달적 진전이 관찰되지 않았다. 마

지막으로 반응의 일관성은 3세와 4세 사이에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으며, 4세부터 DDK 과제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적인 반

응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말소리 습득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초당 반복 횟수로 측정하는 

속도뿐만 아니라 일관성과 정확도 측면도 평가하는 것이 아동

의 말운동 능력을 살펴보는 데 보다 더 타당함을 제안하고 있

다. 따라서 숙련된 임상가의 청지각적 판단을 통해 DDK 과제 

수행 시 규칙성, 정확도, 속도를 보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

용할 수 있다. 

말운동 능력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

령에 따른 DDK 수행력 변화뿐만 아니라 성인의 수행력과 비

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즉 아동의 말운동 기술이 

전체적인 말운동 발달과정에서 최고치에 해당하는 성인 수준

의 안정적인 말운동 능력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위치해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73세를 대상으로 한 Choe & 

Han(1998) 연구에서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AMR이 증

가하였다. 그러나 장년층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10~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18~39세에 해당

하는 청년층 간의 과제에 따른 반복 횟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러서야 수행력

이 청년층과 유사한 안정적인 말운동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를 유아층, 학령 전 아동층, 초등 저학년

층, 초등 고학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누어 살펴보아 

상대적으로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학령전기 아동들의 수

행력을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2~3세의 어린 아동

을 대상으로 말운동 기술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2~3세의 어린 연령

을 포함하여 아동의 연령 집단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발달

이 완성이 된 성인의 수행력과 비교하면서 말운동 기술의 발달

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국내 선행 연구에서 DDK 검사어는 기식음을 주로 



www.e-asr.org  75

J Jang et al. ASR
령 집단을 구분하였고, 7~9세는 1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 분석

하였다. 일부 아동은 특정 검사어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실시를 거부하여 일부 검사어만 연구 자료에 포함되었다. 따라

서 검사어별로 참여 대상자의 전체 수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검사어는 [빠], [따], [까], [빠따], [빠따까]로 총 5개이

며, 검사어 [빠]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상자 중 과제 절차를 

이해하고 실시 가능하였던 아동은 333명, 성인은 20명으로 총 

353명이다. 분석에 포함된 검사어별 대상자 수는 Table 1과 같

다. 일반 아동은 아동용 발음평가(Assessment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 APAC) (Kim et al., 2007) 결과 백

분위 수 16%ile 이상에 해당하고, 한국 조음음운프로파일(Ko-

rean Articulation Phonology Profile, K-APP) (Ha et al., 

2019)의 part I, II 검사 결과 구강구조 및 기능의 문제가 없었으

며, 부모 및 교사로부터 인지적, 감각적, 청각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은 아동에 해당한다. 점막하구개열, 자폐범주성장애, 지

적장애 등과 같이 다른 장애를 동반하는 아동, 시각장애와 같

이 신체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이거나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아동

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성인은 K-APP의 part I, II 검사 결

과 구강구조 및 기능의 문제가 없었으며, 본인으로부터 인지적, 

감각적, 청각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은 K-APP의 조음기관 기능 중 3단계인 ‘조음교대

운동 검사’의 절차를 따랐다. 검사어는 총 5개로 CV 3개([빠], 

[따], [까]), CVCV 1개([빠따]), CVCVCV 1개([빠따까])로 이루

어져 있다. 검사 실시 전 모든 대상자에게 검사어를 한 호흡에 

정확하고 빠르게 산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대상자는 검사자가 

제시한 모델링을 따라 1~2회 연습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에서는 검사어별로 3회씩 산출할 기회가 주어졌다. 대상자

의 산출은 음성 녹음기(SONY ICD-PX440, Sony corporation, 

Beijing, China)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Data analysis

언어병리학 전공생 18명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DDK의 초당 

반복 횟수 분석을 1차로 실시하였다. 분석은 Adobe Audition 

1.5 프로그램(Adobe Systems Inc., San Jose, CA, USA)을 사

용하였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 저자들은 언어병리학 전공생 18

명을 대상으로 Adobe Audition 1.5 프로그램에서 분석 구간을 

지정해서 지속 시간과 파형의 수를 측정하여 초당 반복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 언어병리학 전공생 

18명이 1차적으로 분석한 모든 자료를 제1저자와 제2저자가 재

검토하면서 최종 분석값을 정리하였다. 

Cohen & Waters(1999)의 연구에서 음운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의 DDK의 반복 횟수를 비교하였을 때 정확한 산출의 포

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였다. 정확한 산출만 포함하였을 

때는 두 아동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부정확한 산출까지 

포함하여 아동의 모든 산출을 분석했을 때는 집단 간의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제에 포함된 자음을 부정

확하게 산출한 아동의 자료는 반복 횟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이 [빠]를 [파]로 산출했을 경우는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각 검사어별로 3회씩 산출한 자료를 모두 분석하여 

평균값을 아동의 초당 반복 횟수로 최종 처리하였다. 

DDK의 청지각적 평가는 제1저자와 제2저자가 독립적으로 아

동의 녹음 파일을 듣고 3점 척도를 이용하여 규칙성, 속도, 정확

성 면에서 진행하였다. 규칙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검사어를 산

출하는지, 속도는 음절 반복이 느리거나 빠르지 않은지, 정확성

은 검사어를 정확하게 조음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대상자가 검사

어별로 3회씩 산출한 결과를 끝까지 듣고 평균적인 수행력을 기

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변 소음으로 인해 3개의 평가 기준 중 

하나라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청지각적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검사어별로 규칙성, 속도, 정확도 점수를 3점 체

계로 0(비정상적), 1(정상에서 조금 벗어남), 또는 2(정상적)점을 

부여한 뒤 AMR과 SMR별로 점수를 합산하였다. AMR에는 검

사어 [빠], [따], [까]가 해당되며 AMR 규칙성, 속도, 정확도의 

만점은 각 6점씩이다. SMR은 검사어 [빠따], [빠따까]가 해당되

며 SMR 규칙성, 속도, 정확도의 만점은 각 4점씩이다.

반복 횟수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언어병리학 전공생 18명이 

1차적으로 분석한 모든 자료를 제1저자와 제2저자가 재검토하

면서 검증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언어병리학 전

공생과 저자 간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빠]는 0.979, [따]는 

Table 1. Examination terms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by age

Age groups [p*a] [t*a] [k*a] [p*at*a] [p*at*ak*a]
2;6-2;11   16   16   15   14   13
3;0-3;5   26   26   26   25   23
3;6-3;11   26   25   26   25   21
4;0-4;5   24   24   24   22   20
4;6-4;11   33   32   33   31   27
5;0-5;5   41   41   41   37   32
5;6-5;11   20   20   20   19   15
6;0-6;5   18   18   18   17   13
6;6-6;11   23   22   23   22   22
7;0-7;11   49   50   50   50   48
8;0-8;11   41   42   42   42   41
9;0-9;11   14   14   14   14   14
20;0-27;11   20   20   20   20   20
Total 351 350 352 338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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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2, [까]는 0.983, [빠따]는 0.897 그리고 [빠따까]는 0.993으

로 모두 유의수준 p ＜ 0.01로 유의하였다. 청지각적 평가의 평
가자 간 신뢰도 분석은 전체 자료의 약 10%에 해당하는 34명의 

자료를 토대로 검사어별 규칙성, 속도, 정확도의 두 검사자 간 일

치율을 살펴보았다. 제1저자와 제2저자의 일치율은 88.24~ 

100%였다.

Statistical analysis

수집된 결과는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집단에 따른 DDK 반복 횟수와 청지각적 특성을 비교하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

VA)]을 실시하였다. 연령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유의수준값을 교정하기 위해 Bonferroni 검정으로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유의수준은 모두 p ＜ 0.05로 정하
였으며, 효과크기는 부분에타제곱값(ηp

2)으로 측정하였다.

RESULTS

DDK rate

연령에 따른 DDK 초당 반복 횟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

ble 2와 같다. AMR 과제 중 검사어 [빠]와 [따]의 초당 반복 횟

수는 2세 후반~3세 후반이 약 3.5회, 4세 전반~7세가 약 4회, 8세

와 9세는 4.5회, 성인은 약 5.6회로 나타났다. [까]의 경우 2세 

후반~3세 후반은 약 3.5회, 4세 전반~6세 후반은 약 4회, 7~9세

는 약 4.5회, 성인은 약 5.6회로 나타났다. SMR 과제 중 검사어 

[빠따]의 초당 반복 횟수는 2세 후반이 약 1.5회, 3세 전후반이 

약 2회, 4세 전반~9세가 약 2.5회, 성인이 약 3회로 나타났다. 

검사어 [빠따까]의 경우에는 2세 후반~4세 전반까지 약 1회, 4세 

후반~9세까지 약 1.5회, 성인은 약 2회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빠][F(12, 341) = 

23.524, p ＜ 0.05, ηp2 = 0.462], [따][F(12, 335) = 25.424, p ＜ 
0.05, ηp

2 = 0.486], [까][F(12, 343) = 24.964, p ＜ 0.05, ηp2 = 
0.475], [빠따] [F(12, 310) = 12.224, p ＜ 0.05, ηp2 = 0.330], [빠따
까][F(12, 217) = 15.545, p ＜ 0.05, ηp2 = 0.476] 과제 모두 연령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Bonferroni 결과, 

검사어 [빠]는 2세 후반은 5세 전반과 6세 후반, 7세, 8세, 9세, 

성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세 전반은 4세 후반, 5세 전

후반, 6세 후반, 7세, 8세, 9세, 성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세 

후반은 4세 전반~성인까지 모든 집단과, 4세 전후반은 각각 8

세와 성인, 5세 전반~9세는 각각 성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따]는 2세 후반과 3세 후반의 경우 4세 전반~성인까지 모

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세 전반은 5세 전후반, 6세 

전반, 7세, 8세, 9세, 성인과, 4세 후반은 8세, 성인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4세 전반과 5세 전반~모든 연령 집단은 성인 사이

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까]는 2세 후반~3세 후반까지

는 각각 5세 전후반, 6세 후반, 7세, 8세, 9세, 성인과 유의한 차

이고 있었고, 4세 전반과 5세 전반은 8세, 성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세 후반과 7세, 8세, 성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5세 

후반~모든 연령 집단은 성인 집단과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빠따]는 2세 후반의 경우 4세 전반~성인까지, 3세 전후반은 각

각 8세와 성인, 4세 전반~모든 연령 집단은 성인 사이에만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빠따까]는 2세 후반의 경우 5세 후반, 6세 

전후반, 7세, 8세, 성인과, 3세 후반은 5세 후반, 6세 후반, 7세, 8세 

성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세 전반, 4세 전후반, 5세 전반은 

각각 8세, 성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5세 후반~모든 연령 집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diadochokinesis rate by age groups (per/s)

Age groups
[p*a] [t*a] [k*a] [p*at*a] [p*at*ak*a]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2;6-2;11 3.54 0.43 3.38 0.55 3.36 0.35 1.69 0.64 0.94 0.45
3;0-3;5 3.51 0.69 3.55 0.55 3.47 0.66 2.05 0.42 1.21 0.34
3;6-3;11 3.41 0.48 3.42 0.44 3.48 0.50 2.07 0.39 1.09 0.33
4;0-4;5 4.01 0.49 4.14 0.55 3.87 0.51 2.26 0.36 1.26 0.42
4;6-4;11 4.07 0.48 4.06 0.57 3.89 0.45 2.27 0.37 1.38 0.39
5;0-5;5 4.20 0.61 4.27 0.57 3.94 0.51 2.37 0.39 1.40 0.36
5;6-5;11 4.20 0.58 4.27 0.58 4.06 0.42 2.36 0.39 1.53 0.17
6;0-6;5 4.06 0.48 4.27 0.56 3.99 0.51 2.44 0.33 1.50 0.26
6;6-6;11 4.21 0.71 4.12 0.76 4.04 0.65 2.28 0.43 1.52 0.29
7;0-7;11 4.38 0.59 4.48 0.60 4.32 0.55 2.37 0.38 1.58 0.27
8;0-8;11 4.57 0.59 4.59 0.61 4.36 0.57 2.48 0.38 1.73 0.38
9;0-9;11 4.51 0.57 4.50 0.76 4.28 0.24 2.35 0.30 1.45 0.23
20;0-27;11 5.78 0.69 5.95 0.72 5.64 0.61 3.15 0.33 2.25 0.22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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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성인 집단과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DDK perceptual judgment

연령에 따른 DDK 청지각적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

ble 3과 같다. 청지각적 평가는 검사어 [빠], [따], [까]를 통한 

AMR과 검사어 [빠따], [빠따까]를 통한 SMR별로 규칙성, 속

도, 정확도 점수를 구하였다. 평가 항목별로 6점이 최고점인 

AMR은 가장 연령이 어린 2세 후반 아동도 규칙성, 속도, 정확

도의 모든 항목에서 약 5.8점을 받아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별로 4점이 최고점인 SMR은 2세 후

반 아동은 규칙성과 속도 면에서 약 3.7로 높은 연령대 아동과 

거의 비슷한 수행력을 보였으나 정확도 면에서는 2세 후반에서 

3세 전반까지 2.5점대, 3세 후반부터 6세 전반까지 3점대, 6세 후

반에서 9세까지는 3.7점대, 성인은 4점의 수행력을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검사어 [빠], [따], 

[까]를 통한 AMR의 규칙성, 속도, 정확도는 모두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검사어 [빠따], [빠따

까]를 통한 SMR의 경우에는 규칙성[F(12, 093) = 2.475, p ＜ 
0.05, ηp

2 = 0.084], 속도[F(9.380) = 2.039, p ＜ 0.05, ηp2 = 0.070], 
정확도[F(48.987) = 8.425, p ＜ 0.05, ηp2= 0.239] 모두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으로 Bonferroni 검정 결

과, SMR의 정확성에서만 일부 연령 집단 간 다중비교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SMR의 정확성은 2세 후반, 3세 전반과 

4세 후반은 각각 6세 후반, 7세, 8세, 9세, 성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3세 후반은 6세 후반, 7세, 성인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4세 전반, 5세 전후반과 6세 전반은 각각 성인 집단과만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DISCUSSIONS

본 연구는 DDK 수행력을 통해 말운동 능력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만 2세 후반~9세의 일반 아동과 20대 성인을 대상

으로 AMR과 SMR 과제의 반복 횟수와 청지각적 특성을 연령

별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2세 후반~9세까지 연령이 높아질

수록 DDK 반복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을 대상

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산출한 음절 수를 토대로 초당 반복 횟

수를 살펴본 대다수의 선행 연구와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Choe & Han, 1998; Fletcher, 1972; Kim & Kim, 2016; 

Kim et al., 2018; Robbins & Klee, 1987; Sehr, 2013; Wil-

liams & Stackhouse, 2000; Yoo, 2018; Yoss & Darley, 1974). 

영어권 문헌에서는 무성 파열음을, 국내 문헌에서는 대부분 

기식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음을 사용한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초당 반복 횟수로 측정한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diadochokinesis perceptual judgment scores by age groups

Age groups
2;6-2;11 3;0-3;5 3;6-3;11 4;0-4;5 4;6-4;11 5;0-5;5 5;6-5;11 6;0-6;5 6;6-6;11 7;0-7;11 8;0-8;11 9;0-9;1120;0-27;11

Alternating motion rate
Regularity

Mean 5.88 6.00 5.92 6.00 5.88 6.00 6.00 6.00 5.91 5.96 5.95 6.00 5.95

SD 0.50 0.00 0.39 0.00 0.42 0.00 0.00 0.00 0.42 0.28 0.31 0.00 0.22
Rate

Mean 5.88 5.96 5.88 6.00 5.94 6.00 6.00 6.00 5.78 5.96 5.95 6.00 6.00

SD 0.50 0.20 0.43 0.00 0.35 0.00 0.00 0.00 0.74 0.28 0.31 0.00 0.00
Accuracy

Mean 5.81 5.77 5.88 5.71 5.94 6.00 5.90 6.00 5.87 5.94 5.90 6.00 6.00

SD 0.54 0.59 0.43 0.86 0.35 0.00 0.45 0.00 0.46 0.31 0.37 0.00 0.00
Sequential motion rate

Regularity
Mean 3.71 3.62 3.48 3.73 3.50 3.50 3.53 3.47 3.95 3.84 3.90 4.00 3.95

SD 0.61 0.75 0.82 0.63 0.84 0.80 0.84 0.87 0.21 0.47 0.37 0.00 0.22
Rate

Mean 3.71 3.69 3.60 3.82 3.63 3.61 3.53 3.53 3.91 3.92 3.95 4.00 4.00

SD 0.61 0.74 0.82 0.59 0.79 0.79 0.84 0.87 0.43 0.40 0.31 0.00 0.00
Accuracy

Mean  2.57 2.79 3.08 3.23 3.00 3.22 3.21 3.18 3.82 3.68 3.66 3.83 4.00
SD 0.94 0.88 0.76 0.75 0.72 0.82 0.86 0.88 0.40 0.59 0.58 0.39 0.00

SD: standard deviation



78

Characteristics of DiadochokinesisASR
AMR과 SMR의 연령별 결과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

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빠]에 대한 AMR은 6세 전반에

서 초당 4.06회, 7세에서 4.38회, 8세에서 4.57회, 9세에서 4.51회

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Fletcher(1972)의 연구에서는, [퍼]에서 

6세와 7세는 초당 4.2회, 8세는 4.8회, 9세는 4.4회로 나타나 본 

연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로 [따]에서 

본 연구 결과 6세 전반에서 4.27회, 7세에서 4.48회, 8세에서 

4.59회, 9세에서 4.50회로 나타났다. Fletcher(1972)의 연구에서

도 [터]의 경우 6세와 7세는 4.1회, 8세는 4.5회, 9세는 4.9회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세 번째로 [까]에서 본 연구 결과 

6세 전반에서 초당 3.99회, 7세에서 4.32회, 8세에서 4.36회, 9세

에서 4.28회로 나타났다. Fletcher(1972)의 연구에서는 [커]의 

경우 6세 3.6회, 7세 3.8회, 8세 4.2회, 9세 4.3회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1음절 AMR 과제의 초당 반복 횟수는 4~6세를 대상

으로 성별에 따른 DDK 속도를 살펴본 국내 연구인 Yoo(2018)

의 결과와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 [빠따까]를 이용하여 SMR을 살펴본 결과, 6세 전반에서 초

당 1.50회, 7세에서 1.58회, 8세에서 1.73회, 9세에서 1.45회로 나

타났다. Yoss & Darley(1974)는 [퍼터커] 과제에서 5세 1.14회, 

6세 1.26회, 7~9세 1.28회로 보고해, 본 연구보다는 초당 반복 횟

수가 작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와 선행 연구(Fletcher, 1972; Yoo, 2018; Yoss & Darley, 

1974)의 초당 반복 횟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자음의 발성 유형

과 모음면에서 검사어가 서로 상이하지만 아동 연령별로 비슷

한 AMR과 SMR의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AMR과 SMR 과제의 검사어별로 약간의 차이

는 있지만 2세 후반~4세 후반 또는 5세 전반까지 높은 연령대

(6~9세)의 아동과 수행력의 차이를 보이다가 이후 높은 연령대

는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AMR과 SMR 과

제 모두 성인과 비교해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유의하게 낮은 반

복 횟수를 보여, 9세에 이르러서도 성인 수준의 말운동 기술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8~11세까지도 

성인 수준의 산출 속도와 일관성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Kent & 

Forner(1980)의 연구와 일관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성인과 아

동의 DDK 수행력을 비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Canning & 

Rose(1974)는 9~10세 혹은 15세 정도가 되어야 성인과 유사한 

반복 횟수를 산출한다고 보고하였다. Choe & Han(1998)은 

10~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러 19~39세 청년

층과 같은 반복 횟수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DDK 속도는 2세 후반~9세까

지 아동기 전반에 걸쳐서 발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성

인 수준의 말운동 속도를 갖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당 반복 횟수를 토대로 DDK 속도를 정량

적으로 측정한 결과뿐만 아니라 음성 자료를 듣고 청지각적으

로 규칙성, 속도,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도 제시하였다. 초당 반

복 횟수는 정량적인 수치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측정할 때는 파형과 같은 음향학적 

신호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해서 편리성과 유용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반복 횟수보

다는 평가 대상자의 음성을 듣고 임상가가 규칙성, 속도, 정확

성, 협응 정도를 청지각적으로 판단하여 말운동 능력을 평가하

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청지각적 평가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AMR 과제에서의 규칙성, 속도, 정확도 면에서 모두 

연령에 대한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지각

적 평가 내용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또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음기관 움직임의 규칙성, 속도, 

정확도가 정상적인 말 발달과 비교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즉 조음기관의 단순한 

반복적인 움직임만을 필요로 하는 AMR 과제의 규칙성, 속도, 

정확도는 2세 후반부터 정상적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청지각

적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SMR 과제는 규칙성, 속도, 정확도 면에서 모두 연령

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규칙성과 속도 면

에서는 연령에 대한 효과 크기가 크지 않아, 연령 집단별 대응 

비교 시 유의수준에 도달한 집단은 없었다. 하지만 정확도의 

경우에는 2세 후반~4세 후반은 6세 후반 이후 높은 연령대의 

아동과 성인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세 전반과 6세 전반까지

는 성인과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다가, 6세 후반부터는 성

인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MR 과제의 청지각적 평

가 결과를 종합하면 서로 다른 조음기관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열고 닫는 움직임의 규칙성, 속도, 정확도는 아동기 전반에 걸

쳐 발달하여 점진적으로 정상 범위에 도달하였다. SMR 과제

의 규칙성, 속도, 정확도 중에서 정확도가 발달적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였다. 2세 후반과 4세 후반은 서로 다른 조음위치에

서 산출되는 일련의 자음을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

이 어려워 조음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5세 전반부터는 

아직 성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조음 오류가 감소하

여 높은 연령대와 같은 수행력을 보이다가 6세 전반에 이르러 

성인과 같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DDK 과제를 속

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Williams & Stackhouse(2000)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DDK의 속도보다는 정확도상에서 보다 더 뚜렷한 발달적 

진전이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4~6세 한국 아동을 대상

으로 DDK를 살펴본 Sehr(2013)의 연구에서도 조음 오류 빈도

가 4세 아동이 5세와 6세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

서 DDK 과제를 토대로 아동의 말운동 능력 발달 수준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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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HIRB-2015-062-2-CM). We explained the purpose and pro-
cedures of the study to children’s legal guardians or adult participants and 
obtained their signature on the consen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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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는 속도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정확도를 포함하여 종합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DDK 과제는 말운동 능력의 일반적인 연령별 발달적 특성을 

객관적 수치인 초당 반복 횟수로 정량화하여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말운동 능력의 발달적 특성은 초당 반복 횟수의 연령 집

단별 평균을 통해 살펴보는 게 보편적이지만 변이성을 바탕으

로도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은 말운동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말 

운동 속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개인 간 그리고 개인 내 변이성이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행력을 보인다. 예를 들어 Robbins & 

Klee(1987)는 2세 6개월~6세 11개월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초

당 반복 횟수를 살펴보았을 때, 3세경에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

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3세 전반과 후반에서 가장 큰 표준편차가 나타

나 개인차가 큰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강 구조 및 기능, 청각, 인지, 말소리 산출상의 문제가 없는 

아동만을 대상자로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6세 전반과 9세

와 같이 일부 연령대에서 인접한 어린 연령대보다 반복 횟수와 

청지각적 평가 결과가 낮아 연령 집단 간 대응비교 사후검정에

서 DDK의 발달적 경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러

한 점은 아동의 말운동 능력이 아직 성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

아 개인차, 즉 아동 간 변이성을 보이는 표본 집단의 특성이 반

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DDK 과제의 

개인 간 그리고 개인 내 변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말운동 

능력에 대한 발달적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비교적 많은 수의 일반 아동 자료를 토대로 성인

의 수행력과 비교하면서 말운동 능력의 발달 과정을 세밀하게 

제시하였다. DDK 검사어에 주로 사용되는 기식음 대신에 자음

의 발성 유형 중에서 좀 더 일찍 습득되는 경음을 사용하여 

2~3세 어린 아동의 말운동 능력도 좀 더 타당하게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초당 반복 횟수 뿐만 아니라 규칙성, 속도, 정확

도 면에서 정상 범위에 속하는지를 청지각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제한된 말운동 기술로 인

해 말소리 산출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선별하고 진단할 

때 참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

한 원인과 심각도, 특성을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DDK 반

복 속도와 청지각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말운동 기술과 말소리

장애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말소리장애 선별 및 진단 검사로서 

DDK 과제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중심 단어0:0�발달 경향·조음교대운동(DDK)·청지각적 평가· 

말 운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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