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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리 자극이 말초청각기관을 거쳐 청각피질 영역에서는 대뇌

의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들과 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청지각(auditory 

perception)이라고 하고(The Korean Audiological Society, 

2015), 청지각 능력 중 의미 있는 말소리에 대한 지각을 말지각

(speech perception)이라고 한다. 말지각 능력은 청각 수행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청각 수행력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위계적인 발달 단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말지각 단계

에 근거하여 청능 및 말지각 평가 도구나 청능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rchbold et al., 1995; Er-

ber, 1982; Geers et al., 2000). 또한 말지각 단계는 서로 중첩되

거나 관련을 맺고 있고 또한 빠른 속도로 단계가 진행되기도 

하여 각 요소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난청인의 말

지각 단계의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청능재활에 도움을 위

해서는 각 단계별로 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한 청능재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The Korean Audiological Society, 2015). 

말지각검사는 난청인에게 낱말이나 문장을 들려주고 그림이

나 사물을 지적하거나 따라 말하도록 하여 말소리의 음향학적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보청기와 인공와우와 같은 청각보조기기의 효과와 적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청능재활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청능재활 

도구로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Bahng et al., 2005; Kim 

et al., 2004; Kirk et al., 1995). 특히 듣기와 구어 이해 능력은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므로, 난청

인의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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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원 말지각발달검사(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Spe-

cial Education―Developmental Assessment of Speech Per-

ception) (Song et al., 2010)의 하위검사인 자모음검사, Evalua-

tion of Auditory Response to Speech (EARS) (Allum et al., 

1996)의 한국어 버전인 EARS-K (Park et al, 2004)의 단음절 

검사, 학령 전 아동의 단음절 말지각검사(Lee et al., 2009) 등이 

있다. 그 외 영어권의 RT나 CCT 검사와 같이 위치별 특정 자

음에 대한 지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성인용 자음지각검사

(Korean Consonant Perception Test, KCPT)(Kim et al., 2011)

가 개발되어 있다.

최근 들어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청각보조기기의 기술

적 진보로 난청 아동의 정상적인 말·언어에 대한 습득 가능성

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서 청능재활의 중요성과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 특히 학령기 난청 아동들의 경우 효과적인 구어 의사

소통과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습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말

지각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재활이 절실히 요구된다. 말지각 능

력은 생활 연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난청 아동의 

말지각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령별로 세분화된 검사 

도구가 필요하지만(Wang et al., 2008), 현재 임상에서는 학령

기 난청 아동의 자음에 대한 말지각을 평가를 할 때 필요에 따

라 비공식적인 평가 도구를 통해 음소의 말지각을 위한 단어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몇 개의 자음이 포함된 단어 목록

을 사용하거나, 기존 개발된 학령기용 일 음절 단어를 사용하

여 검사하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일 음절 

단어 평가 목록은 음소 수준의 평가보다는 단어 수준의 평가

로 단어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므

로 음소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기존에 개발된 

음소 수준의 말지각 평가도 단어의 목록 수가 적어 평가를 통

한 기억효과 혹은 학습효과가 있을 수 있거나, 특정 음소를 듣

지 못하는 규칙성을 알기 위한 평가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며, KCPT 검사의 경우 목표어가 노인을 대상으

로 개발되어 있어 학령기 난청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때

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용 음소지각검사 도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초 단계로 음소지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목록

을 제작하여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하여 추후 난청 아동의 음소지각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

는 표준화된 학령기용 음소지각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행력 평가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표준화된 말지각

검사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보

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 전문가들 간의 협조를 원활

하게 하고 장기간의 청능재활과 언어재활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Katz et al., 2009; Lee 

et al., 2009). 

난청인의 말지각 단계의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청능재

활과 언어재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말지각 단계별로 말소

리의 단위(음소, 단어, 구, 문장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 중 음소 중심의 평가는 음소 및 음절 단위에서 모음

과 자음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언어 능력과 

관련 없이 말지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합하며, 상

향식(bottom-up) 방법의 청능재활을 시행할 경우 재활을 위한 

목표 음소 설정이나 재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난

청인의 경우 말소리의 고저, 억양, 장단 등의 초분절적인 요소

보다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분절적 요소의 말소리 지각에 어려

움을 보이고, 분절적 요소 중 1,000 Hz 이상의 비교적 고주파수

에 분포하고 있는 마찰음이나 파찰음과 같은 자음에 대한 지각

을 더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음소 중심의 평가 중 자음지각에 

대한 평가는 그 유용성이 크다(Archbold et al., 1995; Erber, 

1982; Geers et al., 2000; Katz et al., 2009; Northern & Downs, 

2002; Tye-Murray, 2015). 

외국의 경우 영어권에서 분절음 중 자음지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이미 개발되었는데, Modified Rhyme 

Test (MRT) (House et al., 1965)와 California Consonant Test 

(CCT) (Owens & Schubert, 1977)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 두 가

지 모두 유의미 일 음절 단어의 보기가 제시되는 폐쇄형(closed-

set) 검사로 자음의 위치에 따라 특정 음소의 지각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MRT는 50개 일 음절 단어로 된 6개 

목록의 총 300개 단어(자음 + 모음 + 자음, 자음 + 모음, 모음 

+ 자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목표어와 모음을 중심으로 

초성과 종성에서 변화를 준 5개의 최소대립쌍인 보기어로 된 

6지선다형(예시: bent, went, sent, tent, dent, rent) 검사이다. 

CCT 검사는 총 100개의 일 음절 단어(자음 + 모음 + 자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목표어당 3개의 최소대립어로 된 4지선

다형이다. 이 외에도 MRT 평가 도구를 변형한 Rhyming Mini-

mal Contrasts Test (Griffiths, 1967)가 있고, CCT 평가 도구를 

기반으로 모음의 인식까지 측정할 수 있는 A New Minimal 

Contrasts Closed-Response-Set Speech Test (Pederson & 

Studebaker, 1972)가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일 음절 평가 도구들이 음소지각검사 도

구로 사용되는데, 한국표준 학령기용 단음절어표(Korean 

Standard Monosyllabic Word List) (Kim et al., 2008), 국립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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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Development of phoneme perception test lists for 

school-aged children

학령기용 음소지각검사 도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음소

는 중성 모음을 제외한 초성과 종성의 자음으로 초성과 종성검

사용 문항을 개발하였다. 검사 문항은 4지선다형의 폐쇄형으로 

목표어와 보기어로 구성하였다. 목표어와 보기어의 형태는 초

성검사 문항의 경우 초성을 다르게 하고 중성과 종성은 동일한 

최소대립쌍으로(예: 문, 눈, 운, 푼), 종성검사 문항의 경우는 종

성을 다르게 하고 초성과 중성은 동일한 최소대립쌍으로 구성

한 일 음절 단어(예: 군, 국, 굽, 구)이다. 단어 선정 기준은 우선 

발음규칙(Lee, 2014), 친숙도(Kim, 2003), 회화체 음소 빈도수

(Shin et al., 2019)를 고려한 유의미 일 음절어로 결정하고, 동

일 목표어에 따라 발음규칙과 친숙도를 고려한 보기어를 선정

하였다. 보기어의 난이도를 달리한 이형목록을 개발하기 위하

여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Kwon et al., 2011)에 따라 보기어의 

난이도를 조절한 검사 목록으로 쉬운형(easy type)과 어려운형

(hard type)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검사 문항의 개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어를 먼

저 선정하고 목표어에 따른 보기어를 배치하여 목록을 구성하

였다. 특히 목표어의 경우, 일 차로 조합 가능한 일 음절 중 유

의미 일 음절 827개를 추출한 뒤, 친숙도와 음소 출현율을 고

려하여 초성·중성·종성, 중성·종성, 초성·중성의 유의미 일 

음절로 구성된 목표어 초성검사 문항 127개, 종성검사 문항 94

개를 쉬운형과 어려운형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제작된 목표어

의 구성은 초성·중성·종성, 중성·종성, 초성·중성의 유의미 

일 음절의 형태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Selection of target words

목표어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발음 규칙을 통

한 한국어의 조합 가능한 유의미 일 음절 단어를 파악한 후 친

숙도를 고려하였고, 그 후 음소지각검사 도구의 단어가 아동의 

일상 회화음과 동일한 음성학적 분포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Meaningful monosyllabic words sampling

우리나라 말에서 자음과 모음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고려하

였고, 그 중 유의미 일 음절 단어를 조사하였다. 초성자음은 평

음, 격음, 경음 총 19개,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21개, 종

성자음은 28개로 사용할 수 있다. 종성 위치에 있는 자음은 실

제로 발음이 될 때에는 7종성(/ㄱ/, /ㄴ/, /ㄷ/, /ㄹ/, /ㅁ/, /ㅂ/, /ㅇ/)

으로 발음이 된다. 이는 음절말의 파열음(폐쇄음), 마찰음, 파찰

음은 자음의 조음 방법이 변하지만, 같은 조음 위치의 평폐쇄

음인 /ㄱ/, /ㄷ/, /ㅂ/ 중의 하나로 발음이 되는 음절말 평파열음

(폐쇄음)화 때문이다(Lee, 2014). 그 외 종성이 없는 일 음절어

를 포함할 때 일 음절 단어는 총 19 × 21 × 8 = 3,192개로 조

사되었다. 조합한 일 음절 단어 중 모음의 발음과 관련한 표준 

발음법과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사전에 있

는 827개의 유의미 일 음절 단어를 추출하였다. 

Considering familiarity

추출한 유의미 일 음절 단어 중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

할 때 빈도수가 높은 어휘 목록으로 참고하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03)

의 1단계 어휘와 국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의 목록을 빈

도수에 따라 등급화한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Kim, 2003)의 

1, 2등급 단어를 선택하였다. 

Considering phoneme frequency

우리나라 회화체의 음소 빈도와 학령기 아동의 초성자음, 모

음, 종성자음의 출현율과 유사한 음소적 균형과 분포를 고려한 

목표어를 선정하였다(Kim et al., 2008; Shin et al., 2019). 특히 

모든 음소의 분포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으므로 초성검사

문항은 초성자음과 모음의 분포를, 종성검사 문항은 모음과 종

성자음의 분포를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음소 출현 빈도를 

아동의 일상생활 대화와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초성의 자음이 

없는 /ㅇ/을 포함하였고, 종성이 없는 무종성의 일 음절 단어도 

포함시켰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용을 생각하여 겹받침 

일 음절 단어는 배제하였다. 초성검사와 종성검사를 동시에 시

행할 것을 고려하여 초성검사 문항의 목표어와 종성검사 문항

의 목표어를 되도록 겹치지 않도록 선정하였고, 쉬운형과 어려

운형의 목표어는 동일하게 선정해서 초성·중성·종성, 중성·종

성, 초성·중성의 유의미 일 음절로 구성하였다.

제작한 검사 문항의 음소 출현율을 분석한 결과, 초성검사 문항

의 초성의 경우 /ㅇ/ 음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ㄱ/, 

/ㄹ/, /ㄴ/ 순으로 나타나 Shin et al.(2019)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ㄹ/ 음소 출현율은 낮았지만, 그 외 음소는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ㄹ/ 음소의 경우에는 유의미 일 음절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제 자유발화를 분석한 음소 출현율에 비해 본 

연구의 초성검사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

ㅇ/ 음소를 제외하고 같은 연령대인 7~8세 아동의 자유 발화를 

분석한 Shin(2005)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종성검

사 문항의 종성 분포는 무종성을 제외하고 /ㄴ/ 음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ㄹ/, /ㅇ/, /ㅁ/의 순으로 나타나 기존 선

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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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of example words

보기어의 경우 목표어와 최소대립쌍으로 친숙도, 조음 방법 

및 조음 위치를 달리하여 3개씩 제작하였으며, 보기어의 난이

도 수준에 따라 쉬운형과 어려운형으로 각각 구성하여 4지선

다형의 폐쇄형 목록을 제작하였다. 이 중 난이도가 쉬운형은 

보기어의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목표어와 동일하지 않는 경

우이고, 난이도가 어려운형은 보기어의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가 목표어와 유사한 경우로 보기어의 경우도 되도록 친숙도가 

유사한 단어로 배치하여 친숙도에 따른 단어 선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rrangement of target words

초성검사 문항과 종성검사 문항을 선정한 후, 한 개의 목표어

와 세 개의 보기어 위치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목표어가 4개 단

어 중에서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Kim et 

al.(2013)이 제시한 일 음절 음소의 주파수를 참고하여 초성검

사 문항과 종성검사 문항의 음소의 주파수 영역이 고르게 분포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Relevances of test items

검사 문항의 적절성은 크게 비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사와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 타당도와 내용 타당

도 검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Preliminary evaluation

20대 비장애 성인 10명(남성: 5명, 여성: 5명, 나이: 22.25 ± 

1.49세)을 대상으로 초성검사 문항 127개, 종성검사 문항 94개

로 예비 검사를 시행하였다. 정상 청력의 아동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 진행을 하여 틀린 문항을 중심으로 난이도를 알아보고, 

검사 방법에서 고려할 점을 조사하였다. 검사 결과, 초성검사 

문항에 비해 종성검사 문항을 어려워하였고, 쉬운형에 비해 어

려운형에서 어려워하였다. 모든 검사 문항에서 90~100%의 정

답률을 보였고, 초·종성검사 문항의 쉬운형에서는 모두 100%

의 정답률을 보였다. 문항 중 9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단어는 

5개 미만이었다. 검사 후 피검자들에게 틀린 이유를 물어본 결

과, 초성검사 문항은 쉬운형과 어려운형, 종성검사 문항의 쉬운

형은 비교적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고 느꼈으나 종성검사 문항

의 어려운형에서는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또

한 검사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자극 제시 횟수가 1회로 한

정되어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여 이와 같은 

예비 검사 결과를 본 연구에 일부 반영하였다. 

Validity of results

본 연구에서는 검사 문항의 결과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저학

년(1~2학년)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문항의 전체 정답

률과 검사 문항의 종류(초성 vs. 종성)와 난이도(쉬운형 vs. 어려

운형) 및 검사 화자(남성 vs. 여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Participants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23명 중 한글을 모르는 아동 2명과 

검사 당시 중이염으로 인하여 순음청력검사상 0.5, 1, 2, 4 kHz

의 평균 순음청력역치가 경중도 난청으로 확인된 1명을 제외하

고, 0.5, 1, 2, 4, 8 kHz에서 20 dB HL을 확인한 비장애 아동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 만 나이: 7.50 ± 0.51세)을 대상으

로 하였다. 검사에 참여한 아동은 언어의 음소 발달과 음운 발달

이 완성되는 시기인 6세 이상(Kim & Shin, 2015; Kwon et al., 

2011)이며, 한글 폐쇄형으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초등학교 저

학년인 1~2학년으로 선정하였다. 

Procedures

모든 검사는 방음실(배경소음 35 dBA 이하)에서 실시하였으

며, 이경검사(VIOT video scope, Interacoustics, Eden Prai-

rie, MN, USA) 결과 정상, 고막운동도검사(TympStar clinical 

middle ear analyzer, Grason-Stadler, Eden Prairie, MN, 

USA)상 A형으로 정상, 250, 500, 1,000, 2,000, 4,000, 8,000 

Hz의 주파수에서 순음청력검사(GSI 61 audiometer, Grason-

Stadler) 결과 20 dB HL을 확인할 수 있는 정상 청력의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쾌적 수준(the most comfortable 

level), 즉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강도로 남·여 화자를 통해 

육성(live voice)으로 목표어를 1회씩 불러주고 제시된 4지선다

형 목록 중에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난청 아

동에게 보기가 없는 조건에서 따라말하기를 할 경우 다양한 조

음의 문제로 정답의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받아쓰기 방법의 경

우 평가 시간이 길 수 있으며, 난청 아동의 쓰기 능력에 따라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Katz et al.,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지만, 목표어와 보기어가 함께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경쟁 상황에서의 폐쇄형 목록을 따라말

하기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초성과 종성검사 문항의 쉬운형과 어려운형의 네 가지 목록

에 대한 검사 순서는 목표어에 대한 학습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문항의 순서를 무작위로 제시하였고, 검사 소요 시간은 각 목

록 검사 후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총 1시간 30분~2시간 정도였

으며, 모든 검사는 청각 단서만 제시(audition-only)하는 조건

에서 실시하였다. 초성검사 문항의 점수는 초성검사 문항의 정

답 개수를 전체 개수인 127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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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성검사 문항의 점수는 종성검사 문항의 정답 개수를 전

체 개수인 94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또한 어휘의 맥락적 이해와 단어의 유사성을 최소화하고 음

소적 문제점의 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보기가 있는 조건의 

폐쇄형 유의미 일 음절 단어를 이용하였다(Katz et al., 2009). 

또한 검사 진행 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집중력이 검사 결

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개의 목록을 평가한 후 쉬는 시

간을 충분히 제공한 결과, 총 검사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30분~ 

2시간 정도로 다소 길어서 추후 검사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Data analysis

검사 문항의 결과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초성검사 문항 127개와 종성검사 문항 94개의 정답

률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검사 문항의 종류, 난이도 및 검사 화

자에 따른 정답률 결과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
test)을 통해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비교해서 검증하였다. 자

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이다. 

Validity of contents

제작한 목표어와 보기어, 정상 청력의 아동의 검사 방법 및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청각학 전문가 2명, 언어학 전문가 2명, 특수교육학 전문

가 1명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목표어와 보기어의 타당

성, 평가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후, 토의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다.

RESULTS

Results validity of test items

 

Comparison of correct answer rates

초성검사 문항 127개와 종성검사 문항 94개로 검사를 진행

한 결과, 초성검사 문항의 쉬운형과 어려운형에 대한 평균 정답

률은 각각 97.13 ± 4.73%와 94.06 ± 5.40%인 반면에 종성검사 

문항의 쉬운형은 92.87 ± 6.34%, 어려운형은 86.17 ± 11.02%이

었다. 초성검사 문항의 쉬운형은 최소 정답률은 83.46%, 어려운

형은 81.89%이었고, 종성검사 문항 쉬운형의 최소 정답률은 

77.66%, 어려운형의 최소 정답률은 65.96%이었으며 최대 정답

률은 모든 문항에서 100%이었다. 초성검사 문항은 종성검사 

문항에 비해 정답률이 높았고, 초성검사 문항과 종성검사 문항 

모두 쉬운형이 어려운형에 비해 정답률이 높았다. 오답률의 경

우 어려운형이 쉬운형보다 높았으며, 쉬운형의 목표어가 정답이

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형에서 목표어로 제시될 때 틀리기도 

하고, 쉬운형의 목표어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려운형에서 목

표어로 제시될 때는 정답을 보이기도 하였다. 

초성검사 문항 쉬운형은 100%의 정답률을 보인 단어는 74개, 

95%의 정답률을 보인 단어는 39개, 90%의 정답률을 보인 단

어는 11개, 85%와 80%의 정답률을 보인 단어는 각각 2개와 1개

였다. 초성검사 문항 어려운형은 100%의 정답률은 51개, 95%

는 37개, 90%는 24개, 85%는 5개, 80%는 4개, 75%는 2개, 70% 

이하는 4개였다. 종성검사 문항 쉬운형은 100%의 정답률을 보

인 단어는 30개, 95%의 정답률을 보인 단어는 33개, 90%의 정

답률은 14개, 85% 정답률은 6개, 80%와 75%는 각각 3개와 4개, 

7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인 단어는 4개였다. 종성검사 문항 어려

운형은 100%의 정답률은 20개, 95%는 16개, 90%는 13개, 85%

는 11개, 80%는 14개, 75%는 2개, 70% 이하는 18개였다(Table 1). 

단어별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초성검사 문항은 정답률이 90% 

이상인 단어가 쉬운형에서 124개, 어려운형에서는 118개였으

며, 90% 미만인 단어는 쉬운형에서 ”얼, 찍, 옥”의 3개와 어려운

형에서 “북, 옥, 뜸, 끌, 번, 혼, 썩, 운, 찍, 빽, 릴, 반, 빵, 댐, 퍽”의 

15개로 이들 단어는 정답률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최종 단

어 선정 시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성검사 문항의 94개 단어 중 정답률이 90% 이상인 단어는 

쉬운형에서 77개, 어려운형에서는 49개였으며, 90% 미만인 단

어는 쉬운형에서는 “숯, 통, 구, 봉, 논, 거, 박, 겁, 곤, 엿, 토, 고, 

홍, 잔, 것, 톤, 격”의 17개, 어려운형에서는 “논, 건, 응, 석, 역, 

톤, 단, 실, 동, 집, 짐, 상, 박, 염, 솔, 각, 통, 홍, 잔, 밭, 무, 것, 군, 

함, 본, 방, 겁, 법, 당, 볏, 숯, 낫, 봉, 엿, 격, 중, 담, 밤, 탁, 악, 토, 

공, 청, 탑”의 45개의 단어로 조사되었다.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est type

검사 문항(초성 vs. 종성)의 종류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초성검사 문항의 쉬운형과 어려운형(t = 2.41, p ＜ 

Table 1. The number of test items according to the percentage of 
correct response of the phoneme perception test for children

Correct response 
(%)

Initial consonant test Final consonant test
Easy item Hard item Easy item Hard item

100   74   51 30 20
  95   39   37 33 16
  90   11   24 14 13
  85     2     5   6 11
  80     1     4   3 14
  75 -     2   4   2
≤ 70 -     4   4 18
Total 127 127 9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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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종성검사 문항의 쉬운형과 어려운형(t = 2.87, p ＜ 0.05)
은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est difficulty

검사 문항의 난이도(쉬운형 vs. 어려운형)에 따른 정답률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초성검사 문항의 경우 쉬운형과 어려운형

의 목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t = 1.91, p ＞ 0.05), 종성검사 문항은 쉬운형과 어려운형의 
목록에 대한 정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2.36, p ＜ 0.05) (Table 3). 

Differences according to test speakers

남·여 검사 화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목록 모두에서 남성 화자가 검사한 결과보다 여성 화자

가 검사한 결과의 정답률이 높았다. 검사 초성검사 문항 쉬운형

은 유의확률 0.14, 어려운형은 유의확률 0.15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p ＞ 0.05). 종성검사 문항 쉬운형과 어려운형도 
각각 유의확률 0.42와 0.24로 화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p ＞ 0.05) (Table 4).

Content validity of test items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인 검

사 문항은 학령기 아동용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검

사 문항의 구성에 있어서 목표어 한 개와 보기어 세 개의 4지선

다형 문항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종성검사 문항의 경우 친숙도가 듣기 능력보다 우선하여 

친숙한 단어로 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초성과 종성의 음소지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폐쇄형 유의미 일 음절 초성검사 문항

과 종성검사 문항의 타당도와 난이도를 검증하여 학령기 아동

용 음소지각검사 도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제작한 학령기 아동용 음소지각검사 도구의 적절성 검증을 

위하여 비장애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결과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연구 결과, 검사 문항의 정답률 비교에서 종성검사 문항의 

정답률이 초성검사 문항보다 낮게 나타나 초성검사 문항보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검사 문항의 

난이도(쉬운형 vs. 어려운형) 측면에서는 초성검사 문항과 종성

검사 문항 모두 쉬운형에 비해 어려운형의 정답률이 더 낮게 

나타나 초·종성검사 문항의 난이도 배치가 적절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청력검사를 통해 정상 청

력임을 확인했으나, 아동의 읽기 능력이나 음운 인식과 같은 구

체적인 언어적인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소지각검사

를 진행하여 단어의 정답률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한다.

검사 문항에 대한 하위 범주별 정답률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검사 문항의 난이도 비교에서는 종성검사 문항의 경우 쉬운형

의 정답률이 어려운형보다 약 6.7% 정도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으나, 초성검사 문항의 경우에는 그 

Table 4.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in correct response rates 
according to the test speaker (male vs. female)

Speaker Correct response (%) t p
Initial consonant

Easy item Male 95.51 ± 6.11 -1.59 0.14
Female 98.74 ± 2.01

Hard item Male 92.28 ± 6.07 -1.52 0.15
Female 95.83 ± 4.20

Final consonant
Easy item Male 91.70 ± 6.46 -0.82 0.42

Female 94.04 ± 6.33
Hard item Male   83.19 ± 12.32 -1.23 0.24

Female 89.15 ± 9.20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3.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in correct response rates 
according to the difficulty of the test items (easy item vs. hard item) 

Correct response (%) t p
Initial consonant 1.91 0.06

Easy item 97.13 ± 4.73
Hard item 94.06 ± 5.40

Final consonant 2.36   0.03*
Easy item 92.87 ± 6.34
Hard item   86.17 ± 11.02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in correct response rates 
according to the type of test items (initial consonant vs. final conso-
nant)

Correct response (%) t p
Easy item 2.41 0.02*

Initial consonant 97.13 ± 4.73
Final consonant 92.87 ± 6.34

Hard item 2.87 0.01*
Initial consonant 94.06 ± 5.40
Final consonant 86.17 ± 11.02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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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답률 90% 이상인 검사 문항 중

에서 목표어의 개수를 줄이고,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검사 

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집중력 

저하를 방지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초성검사 문

항과 종성검사 문항의 쉬운형을 함께 검사하고, 초성검사 문항

과 종성검사 문항의 어려운형을 함께 검사하는 등 다양한 검사 방

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한 목록당 검사 소요 시간이 15~20분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령기용 음소지각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검증 자료로 일반화

하기에는 연구 대상의 수가 부족하므로 더 많은 비장애 아동

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난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

한다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음소지각검사 도구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추후 개발될 학령

기용 음소지각검사 도구를 통하여 자음의 오류 패턴을 확인하

고 난이도별 이형검사 목록을 통해서 청능재활 전·후의 중재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보청기 조절 및 적합 등의 청능재활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0:0�청능재활·폐쇄형·학령기용 음소지각검사·학령기 

아동·말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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