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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선·이윤경·심현섭 . 청각장애아동의 말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화자 요인 . 언어청각장
애연구 , 2 0 0 0 , 제 5권 , 제2호 , 14 4 - 158 . 본 연구는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화자 변인(생활연령, 청각장애의 진단시기, 언어능력, 조음능력, 청력손실의 정도, 교육
기간)들과 말명료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중 말명료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5세에서 10세 사이의 중고도(70 dB 이상)
청각장애 아동 20명으로, 이들에게 낱말명료도검사를 실시하여 말명료도를 측정하였다. 연
구결과 생활연령, 조음능력, 언어능력, 청력손실의 정도가 말명료도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
타났으며, 그 중 자음정확도로 측정한 조음능력이 말명료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련하
여 논의하였다.

Ⅰ. 서 론
말명료도는 화자가 말을 통해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말명료도는 청자와 화자의 두 주체 사이에서, 말이라는 전달매체를 통해 나타난다
(Schiav etti, 1992). Beukelm an & York ston (1979)은 말명료도 점수와 전달되는 정보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말명료도가 정보의 전달이라는 기본적 의사소통
수행력을 평가하는 기능적인 지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러한 말명료도는 구화를 사
용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구화 의사소통능력의 평가에도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Mon sen ,
1978; Osberg er , 1992).
말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화자, 청자, 검사도구의 세 가지 측면으
로 나뉘어진다(Kent , 1992). 화자와 관련된 요인은 산출된 말의 조음적요인, 언어적요인, 음
운적요인 등이 있다(W eston & Shriberg , 1992).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조음적 요인과 말명료
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말명료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다(윤미선·이

승환, 1998; Fudala, 1970; Hodson & Paden , 1981; Shriberg & Kwiatkow ski, 1985). 윤미
선·이승환(1998)은 기능적조음장애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말명료도의 상관계수는 .86이며 자
음정확도가 말명료도의 76 %를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말명료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자 관련 요인으로는 화자와의 친밀도,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Osberger (1992)는 청자가 화자의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거나, 화자와 공통된 기억
들을 갖고 있을 때, 또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을 때 말명료도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Goel & Martin (1987)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말을 다른 사람보다 30 % 정
도 더 잘 이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ost , W eisel & Lev - Matezky (1998)는 청각장애
에 경험이 있는 평가자와 경험이 없는 평가자에게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아동의 말명료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건청아동의 말명료도 평가에는 평가자의 경험 유무가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았으나 청각장애 아동의 평가에서는 평가자의 경험 유무에 따라 말명료도 평가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검사도구와 관련하여서는 검사도구의 내용과 평가방법이 말명료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즉 검사도구의 내용이 낱말, 문장, 또는 연결된 발화 중 어느 것을 썼는가와(Bernthal &
Bank son , 1998), 평가방법으로 등간이나 비율척도를 사용하여 청자가 주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화자의 말을 듣고 청자가 받아 적은 후 청자의 의도나 검사도구의 내용과 일치하는
낱말이나 음절의 퍼센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Schiav etti, 1992).
이상에서 일반적으로 말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구
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 평가 시에는 청각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한 요인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Mon sen , 1978). 청각장애, 특히 언어습득 이전에 발생
한 청각장애는 아동이 적절한 말과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 아동
이 수화가 아닌 구화로 의사표현을 할 때에, 순음검사 상 나타난 청력손실의 정도가 심할수
록 아동이 산출하는 말의 명료도는 낮아지고, 말지각(speech perception )이 낮은 아동의 말명
료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mith , 1975). 청력손실의 정도와 말명
료도를 연구한 Boothroid (1984)의 연구에서는 청력손실이 90 dB 이상일 때 청력손실의 정도
와 말명료도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아동의 청력손실정도와 말지각력은 말명료
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외에 말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은 언어능력(Hull, 1997), 청력손실
의 발생시기와 진단시기(원영조 외, 1995; Goehl & Kaffm an , 1984), 교육기간 및 교육방법
(Ling , 1997; W olk & Schildroth , 1986; Cole, 1992) 등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능력이 높은 아
동, 언어습득 이후에 청력손실이 발생한 아동, 청력 손실의 진단을 일찍 받은 아동,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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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화가 아닌 구화 교육을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말명료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윤미선, 1994; 원영조 외, 1995; Smith , 1975; Ling , 1997; Boothroid, 1984; Goehl
& Kaffm an , 1984; W olk & Schildroth , 1986; Cole, 1992; Osberger , 1992; Hull,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고찰 등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
고된 화자 요인(생활연령, 청각장애의 진단시기, 언어능력, 조음능력, 청력손실의 정도, 교육
기간)들과 말명료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중 말명료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
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를 높일 수 있는 치료목표와 방법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 구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생활연령이 5세에서 10세 사이의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아동
20명이다. 연구대상아동 선정의 기준은 (1) 선천성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으며, (2)
연구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좋은 귀의 보청기 사용 전 청력이 70
dB 이상인 아동으로, (3)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4) 교사와 언어치
료사, 부모에 의해 청각장애 외의 다른 구조적 및 기능적 장애가 보고되지 않았고, (5) 보청
기를 항상 사용하며, (6) 구화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아동에
대한 자료 중 청력손실의 정도는 6개월 이내에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의 결
과 중 좋은 쪽 귀의 평균청력으로 하였다.

2 . 검 사도 구
가 . 언 어능 력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와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K - BNT ; 김향희·나
덕렬, 1997)로 언어능력을 평가하였다.

나 . 조 음능 력
그림자음검사(김영태, 1996)로 조음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자음정확도를 조음능력의 점
수로 측정하였다. 청력손실이 심한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오류는 주로 자음에서 일어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자음정확도를 조음능력의 척도로 하였다(김선미, 1988; Gordon , 1987).

다 . 말 명료 도
본 연구에서는 말명료도의 평가방법으로 화자의 말과 청자가 듣고 이해한 말의 일치되
는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척도에 의한 방법보다 타당
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Sam ar & Metz, 1988; Schiav etti, 1992; Kent ,
199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명료도 검사는 연구자들이 제작한 것으로, 30개의 목표낱말을
그린 3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목표낱말인 30개 낱말을 각기 제시순서를 다르게
하여 3개의 목록으로 준비하였다(< 부록> 참조). 낱말 제시순서를 달리한 3개의 목록을 준비
한 이유는 말명료도 평가 시 평가자들의 학습효과에 따른 평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
해서였다(Osberg er , 1992).
본 연구에 사용한 말명료도 검사의 낱말선정기준은 (1) 2음절이며, (2) 유치원과 초등
학생이 사용하는 어휘(이상금 외, 1972; 임지룡, 1990; 정길남, 1993)이고, (3) 한국어의 모든
자음이 적어도 1회 이상 산출 가능한 위치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4) 음절의 구조는 CVCV
를 원칙으로 하고, 7종성에 해당하는 음소의 경우에는 CVCVC의 음절구조를 원칙으로 하였
으며, (5) 전체 음소는 연구개파열음, 치조파열음, 양순파열음, 비음, 유음, 마찰음, 파찰음의
일곱 가지 군으로 묶어 가능한 각 군간의 빈도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6) 그림으로
표현 가능한 낱말로 하였다.

3 . 연 구절 차
가 . 자 료수 집
모든 검사와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아동이 일 대 일인 상황에서 실시하였다. 검사는 제
1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언어청각 연구실의 치료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의 보청
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아동과 1 m 이내의 거리에 마주보고 앉아 검사를 진행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검사자의 얼굴을 보고 독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자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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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말명료도 검사의 전 과정은 마이크(SONY ECM - MS907)를 사용하여 녹음기(SONY
MZ- R5ST )로 녹음하였다.

나 . 자 료평 가
언어검사인 그림어휘력검사와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의 결과는 자료수집과 동시
에 그 자리에서 연구자가 평가하여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림자음검사는 20명의 자료수집
이 모두 끝난 후 경험있는 언어치료사인 연구자 1명이 녹음을 듣고 전사하여 자음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말명료도 검사는 20명의 자료수집이 끝난 후 8명의 평가자들에게 각각 대상아동 2명
또는 3명의 녹음 자료를 들려주어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자를 8명으로 한 이유는 한 명의 평
가자에게 대상아동 모두의 자료를 제시하여 평가하게 하였을 때 검사낱말에 대한 학습효과
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였다(Osberger , 1992). 평가자들은 청각장애 아
동의 말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이었으며, 연구자가 녹음기(SONY MZ- R5ST )에 스피
커를 연결하여 아동의 말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듣고 받아 적게 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평가
자에게 소리나는 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고 평가자가 이해하는 낱말로, 즉 소리의 정확성
에 관계없이 이해하는 대로 적도록 지시하였다.
연구자는 평가자가 기록한 낱말과 검사 원본의 낱말 중 일치하는 낱말 수를 계산하여
말명료도의 퍼센트를 산출하였다. 말명료도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말명료도 (% ) = 검사원본과 일치한 낱말 수 / 30(총 검사낱말 수) × 100

다 . 신 뢰도
그림자음검사와 말명료도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림자음검사의 신뢰도는
전체 자료의 20 %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 2평가자가 듣고, 제 1평가자의 평가결과와 항목간
일치도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두 평가자 간의 신뢰도는 92 %였다.

라 . 통 계분 석
말명료도, 아동의 나이, 조음능력(자음정확도), 언어이해력(그림어휘력검사), 언어표현
력(보스톤이름대기검사), 청력손실정도(순음검사), 청각장애의 진단일, 교육기간의 8개 변수

에 대한 피어슨상관계수를 구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의 결과를 통해 7개의 변인 중 말명료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난 변인을 선택하
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말명료도 및 말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7개의 변인들 즉, 아동의 나이, 조음능력(자음정
확도), 언어이해력(그림어휘력검사), 언어표현력(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 청력손실정도
(순음검사), 청각장애의 진단일, 교육기간의 서술통계는 < 표 - 1> 과 같다.
<표 - 1> 말명료도 및 관련 변수들의 서술통계
(N = 20)
말명료도 생활연령
(%)
(세)

K- BNT

자음
진단나이 교육기간 순음청력 그림어휘력
정확도(%)
(세)
(개월) 검사(dB)
검사

평균

53.17

6;7

26.85

61.50

2;4

51.05

93.50

51.95

표준편차

23.80

1;2

9.38

20.29

1;2

12.51

13.09

26.14

최고값

93.33

10;0

44

91

4;4

72

130

101

최저값

16.67

5;0

8

30

0;6

3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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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아동들의 평균 생활연령은 6;6세였다. 이들 아동들의 말명료도의 평균은
53.17 %였고, 가장 말명료도가 높은 아동은 93.33 %, 가장 낮은 아동은 16.67 %였다. 또한 말
명료도의 표준편차는 23.80 %로 연구대상 아동들의 말명료도가 개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
다. 말명료도가 가장 높은 아동은 6;3세의 아동으로 자음정확도는 79 %이며 청력손실의 정도
는 85 dB이었다. 말명료도가 가장 낮은 16.67 %를 얻은 아동은 2명으로, 한 명은 4;10세로 자
음정확도 40 %와 100 dB의 청력손실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6;4세의 아동으로 자음정확도
30 %, 청력손실 130 dB을 보였다. 130 dB은 연구대상 아동 중 가장 큰 청력손실이었고 이 아
동은 자음정확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조음능력을 나타내는 변인인 자음정확도의 평균은 61.50 %며 가장 높은 아동은 91 %,
가장 낮은 아동은 30 %였다. 가장 높은 자음정확도를 보인 아동은 6;4세의 아동으로 말명료
도는 76.67 %, 청력손실은 90 dB이었다. 대상아동들의 평균 순음검사결과는 93.50 dB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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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이 심한 아동은 130 dB, 가장 청력이 좋은 아동은 70 dB이었다. 언어능력을 보면 언
어이해력을 측정하는 그림어휘력검사 결과의 평균연령은 4;3세로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생
활 연령의 평균인 6;5세보다 2세 이상 지체되어 있다. 언어표현력을 측정하는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검사의 경우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연령이 2;2세로 생활연령이나 언어이해검사 결과
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말명료도와 관련 변인간의 상관분석결과는 < 표 - 2> 와 같다.
<표 - 2> 말명료도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말명료도

생활연령

K- BNT

생활연령

.475

K- BNT

.615*

자음정확도

.872

.581

*

.764

진단나이

.167

.577*

.177

- .290

- .098

청력손실

**

- .513

그림어휘력

.659

교육기간

.333

*

**

자음정확도 진단나이

청력손실 그림어휘력

.625*

.805
.455

**

.834

**

.176

**

.550*

- .469
**

- .411

.854

.247

- .237

.438

- .465

.134

.603*

*p < .01, ** p < . 001

아동의 생활연령, 언어능력검사(K - BNT 와 그림어휘력검사), 조음능력, 청각장애 진단
시 나이, 청력손실정도의 7개 변인 중 자음정확도로 측정한 조음능력이 상관계수 .87로 말명
료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언어검사인 그림어휘력검사와
K - BNT 가 말명료도와 각각 .66과 .62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말명료도와 청력손실정도는 부
적상관을 보여서 상관계수가 - .51로, 청력손실의 정도가 심할수록 말명료도는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동의 생활연령과 언어검사 결과는 K - BNT 가 .63, 그림
어휘력검사가 .81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조음능력과의 상관계수는 .58로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언어검사인 K - BNT 나 그림어휘력검사의 결과는 생활연령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청력손실의 정도와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
육기간과 언어검사인 그림어휘력검사 및 K - BNT 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60과 .55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음능력은 언어검사결과들과 .75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청력손실정도와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 .47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청각장애 진단시 나이는 생활연령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을 뿐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한 상관
을 보이지 않았다. 청력손실의 정도는 말명료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자음정확도와의 상관계수는 - .47로 다른 변수들의 상관보다
높았다.
말명료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내고 각 변인들이 말명료도를 설명하는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7개의 변인 중 상관관계가 높은 4개의 변인을 선택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택한 4개의 변인은 아동의 생활연령, 언어능력(K - BNT ), 조음능력(자음정확
도), 청력손실정도(순음검사)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제외한 변인 중 청각장애진단시의 나이
와 교육기간은 상관분석에서 말명료도와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제외하였으
며, 언어능력검사 중 그림어휘력검사는 다른 독립변인들과의 상관이 .8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의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김석우, 1998).
중다휘귀분석의 결과 산출된 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t 통계
값은 < 표 - 3> 과 같다.
<표 - 3> 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t 통계값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의표준오차

표준화회귀계수

t

생활연령

- 2.452E- 02

.086

- .047

- .284

K- BNT

- 1.418E- 02

.177

- .019

- .080

자음정확도

.300

.084

.852

3.550

청력손실

- 7.049E- 02

.087

- .129

- .811

*

* p < .01

4개의 독립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보면 자음정확도의 표준화회귀계수가
.852로 가장 높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음정확
도로 나타낸 조음능력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청력손실의 정도로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13였다. 그러나 자음정확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변인, 즉 청력손실
정도, K - BNT , 생활연령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는 < 표 - 4> 와 같다. < 표 - 4> 와 같이 생활연령, 언어능력(한국판 보스
톤이름대기검사), 조음능력(자음정확도), 청력손실정도(순음청력검사)로 산출한 회귀식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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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며 이들 4개의 변인이 말명료도를 77.6 %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 그러나 4개의 독립변인 중 말명료도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자음정확도만
으로 만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음정확도만으로 말명료도를 76 %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나(모형 2), 결국 조음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변인은 전체 말명료도의 1.6 %만을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4> 회귀분석에 의한 분산분석표
분산

R2

SS

df

MS

F

모형1

751.682

4

187.921

12.974

**

.776

모형2

736.221

1

736.221

56.942* *

.760

모형1

217.268

15

14.485

모형2

237.729

18

12.929

총

96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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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
1

2

잔차

모형 1의 예측변수: 생활연령, K- BNT , 자음정확도, 청력손실
모형 2의 예측변수: 자음정확도
** p < .001

1
2

Ⅳ. 논 의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추정한 조음능
력, 청각장애의 정도, 언어능력, 교육기간 등의 변인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음정확
도로 나타낸 조음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음정확도는 단독으로 말명료도의 76 %를 설명
할 수 있었고, 나머지 3개의 변수를 추가하여도 설명력은 1.6 %만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정
상발달 아동,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윤미선·이승환, 1998) 및 언어장애 아동(Shriberg &
Kwiatkow ski, 1985)에서 조음능력이 말명료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이었던 선행연구
결과가 청각장애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청각장애 아동이 언어치료를 통해 조음능력이 향상되었을 경우 구
어 의사소통 능력의 척도인 말명료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아동의 조음능력
향상과 언어치료의 유무, 조음능력이 높은 아동이 조음치료중심의 언어치료를 받았는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아동 20명은 모두 청각장애의
진단 후 특수교육과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 일부는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있
고, 일부는 청각장애 학교 유치부에 다니고 있었다. 이들이 받은 교육의 종류와 내용이 단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본 연구에서 통제되지 못한 변인으로 남았고, 그 결과 조음능력
과 언어치료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더라도 청
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청각장애 특유의 조음오류(윤미선, 1994)를 포
함한 조음문제에 대한 언어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최성규, 1998; Subtelny & Snell, 1988;
Bernthal & Bank son 1998).
청력손실의 정도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못 되었으나 조음능력 다음으로 말
명료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손실의 정도가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에 중요
한 변인라는 선행연구들(Smith , 1975; Mon sen , 1978)과 달리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각장
애 아동의 말명료도는 청력손실에 완전히 의존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
는 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성규(1998)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말명료도에서
청력손실의 역할을 보여주는 몇 가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먼저 말명료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조음정확도와 청력손실의 정도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들의 상관계수
가 크게 높지는 않았으나 청력손실의 정도가 큰 아동의 조음정확도가 낮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고, 그 결과 청력손실의 정도가 아동의 조음과 말명료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아동들의 결과를 보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가장 적은 아동의 말명료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반대의 경우 즉 청력손실이 가장 큰 아동, 130 dB의 손실을 보였던 아
동의 말명료도 점수는 연구대상 아동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 아동은 청력손실 이외의
다른 변인에서는 최하위 점수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력손실이 심한 아동의 경우 말명
료도에서 다른 어떤 변인보다 청력손실 자체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90dB 이상의 아동에서 청력손실과 말명료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Boothroid
(1984)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언어능력은 말명료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회귀분석의 결과
말명료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능력과 청력손실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아동
들이 모두 특수교육이나 언어치료를 통해 언어교육의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었다는 점과, 언
어검사의 실시 과정에서 아동들이 독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적 단서도 이용하도록 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말명료도를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구어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 말명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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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핀 후, 말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고,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변인이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 아동의 조음능력이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만큼,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나 교육에서
구어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목표로 할 경우 조음능력에 대한 중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Subtelny & Snell, 1988; Bernthal & Bank son , 1998).
본 연구는 연구대상 아동의 수가 적었고, 낱말 수준의 말명료도검사만을 시행하여 문
장차원의 운율적 요인이나 언어적 요인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낱말수준의
말명료도검사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방법이기는 하나(최성규, 1998; Kent , Miolo & Bloedel,
1994), 문맥의 언어적요소가 명료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W eston , Shriberg & Kwiatkow ski
(1988)의 연구에서는 발화의 길이와 복잡성이 증가할 때 명료도가 영향을 받았고, W eston &
Shriberg (1992)의 연구에서도 발화의 길이와 문장 내 낱말의 위치, 인접낱말의 난이도 등이
말명료도에 주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와 언어능력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보기 위하여서는 낱말수준과 문장수준의 검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며 또한 청각장애 아동의 말명료도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 다루
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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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 RA CT

T h e R elat ion ship B et w een Speech In t elligibilit y
an d Relat ed F act or s of Speak er s in P r elin gu ally
H ear in g Im pair ed Childr en U sin g Hear in g Aids
M i s un Y oon *, Y o onky oun g Le 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
Hy un - S ub S im (Dept.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

T his stu dy aim ed to ev aluate the relation ship betw een the speech intelligibility and related
factor s of speaker in hearin g impaired children u sin g hearin g aids. F or the purpose of the
study , the followin g 6 factor s w ere selected as th e related factor s of speaker ba sed on th e
previou s studies : (1) chronological ag es, (2) th e fir st diagnostic date of h earing los s, (3)
langu age ability , (4) articulation ability , (5) the degree of h earing los s, and (6) duration of
education . T he subject s w ere 20 prelin gually hearing impaired children betw een the ag es
of 5 and 10 who hav e been u sing oral communication m ode ev ery day . T heir hearin g
losses ranged from 70 dB to 130 dB in better ear . Speech intelligibility , articulation ability
and language ability w ere m easured by u sing w ord intelligibility test , PCC (Percent of
Con son ant Correct ) an d tw o test s (reception : Korean Peabody Picture Vocabulary T est ;
expres sion : Korean Boston Namin g T est ), respectiv ely . T he result s of the study w ere as
follow s : (1) the speech intelligibility h ad a stron g positiv e correlation with three related
factor s of speaker s : the articulation ability (r = .87), the receptiv e language ability ( r = .66),
th e expres siv e languag e ability factor (r = .62); (2) the speech intelligibility had a negativ e
correlation with the degrees of hearing loss (r = - .51) at the lev el of .01; and (3) the
articulation ability alon e explained the 76 % of speech intelligibility . T hese result s sug gest
th at the articulation ability factor appeared to be m ost influ ential am ong the 6 related
factor s of the speaker , which affect s the speech intelligibility of prelingu ally h earing
impaired children with hearing aids on . From the clinical per spectiv e, the result s also
sugg est that the treatm ent focu sed on improvin g the articulation ability could help to
enhan ce v erbal communication ability of h earing impaired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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