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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rticulation therapy using visual phonics to improve the
speech intelligibility and vowel space of children with impaired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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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rticulatory intervention using visual phonics to improve the
speech intelligibility of children with impaired hearing.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ive hearing impaired children. As
per the results of the UTAP articulation tests, five phonemes with the most frequent errors were selected for each child and
a total of 10 sessions were provided. The methodology involved analyzing vowel space and related measures (vowel space
area, vowel articulatory index, formant centralization ratio, and F2i/F2u ratio) before and after the visual phonics
intervention. After the articulation intervention, every child's speech intelligibility improved, their vowel space area was
widened, the FCR value decreased, and the F2ratio value increased.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se of visual phonics
through symbolic images and hand clues has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improving the speech intelligibility of children
with impaired hearing.
Keywords: hearing impairment, speech intelligibility, visual phonics, vowel space area

음 등의 발성유형에 대한 오류가 주로 관찰된다. 이와 더불어

1. 서론

모음과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대치나 왜곡, 비음화, 연장 등의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는 듣기의 곤란으로 구어 습득에

오류를 보이며, 특히 혀가 모음의 정확한 목표위치에 도달하지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는 청각손실로 인한 청각정보의 약화와

못하고 구강의 중앙에서 산출하는 모음의 중앙화(neutralization)

결함으로 인해 아동의 구어산출에서 조음의 문제로 두드러지

가 두드러진다고 하였다(오영자 외, 2000). 이와 같은 자음과

게 나타난다. 청각장애의 조음 오류는 특히 분절적 오류가 빈번

모음의 오류는 청각장애 아동의 전반적인 말 명료도(speech

한데, 자음은 양순음에 비해 시각적 정보가 적은 경구개음이나

intelligibility)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연구개음의 오류가 많고, 초성보다는 종성에, 그리고 평음, 격

말 명료도는 구어를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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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어를 사용

을 유의하게 받으므로 임상적으로는 연구개 조음훈련에 있어

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의 평가 및 중재효과 측정

모음 관련 문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상기

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Schiavetti, 1992). 또한 말 명료도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자음과 모음은 성도 모양의 변화

화자와 청자 그리고 검사도구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

와 관련이 되며, 이는 또한 말 명료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로, 청각장애 아동의 말 능력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있다. 청각장애 아동의 말 명료도는 자음과 모음 등의 조음오류

다고 하였다(윤미선 외, 2000).

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므로, 중재적 측면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말 명료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말 명료도 증진을 위해서는 개별 음소의 조음정확도에 대한 개

조음능력, 언어능력, 청력의 손실 정도, 생활연령과 같은 화자

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결과를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음을 살

요인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특히 화자의 자음 산출 정확도가

펴보았다.

말 명료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Weston & Shriberg,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음정확도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1992). 청각장애 아동의 자음오류는 가시성이 낮은 자음과 종성

요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청각장애의 조음능력 개선 및 읽기 중

의 위치에서 나타나고, 청력손실 범위에 따라 고주파수대에 소

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음운인식의 중재에 대한 관심

리 에너지가 분포되어 있는 마찰음과 파찰음에 오류가 더 빈번

이 높다.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은 구어에서 사용되는

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오영자 외, 2000). 청각장애의 이러

낱말들 속에 들어있는 소리의 여러 단위들을 지각하고 인식할

한 자음 조음 특성은 말 명료도를 예측할 때 68% 설명력을 보여,

수 있는 능력으로(Chard & Dickson, 1999), 청각장애 아동의 경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고하였다(성

우 청력 손실로 인해 언어적 경험이 양적·질적인 면의 부족으로

희정 외, 2007). 이는 자음의 오류가 말 명료도 저하에 큰 타격을

머릿속의 추상적 실재인 음운인식에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손은희 & 석동일, 2004; 이서옥 & 최상배, 2017; Briscoe et al.,

반면, 모음은 말 명료도의 예측에 40%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

2001; Charlier & Leybaert, 2000). 물론 자음정확도가 단독으로 음

고되는데(성희정 외, 2007), 모음정확도(percentage of correct vowel,

운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아동이 보이는 말소리 오

PCV)와 더불어 모음공간(vowel space area, VSA)은 말 명료도와

류의 유형이나 언어장애가 동반될 경우에 더욱 약한 음운인식

관련성이 높은 객관적 지표로 언급된다. 모음공간은 성도와 혀

을 보인다고 하였다(Preston & Edwards, 2010). 이러한 양상은 청

의 위치를 고려하여 제1포먼트(F1)와 제2포먼트 주파수(F2)를

각장애 아동들이 보일 수 있는 말과 언어문제이기 때문에, 음운

통해 구강을 2차원의 좌표로 도식화하여 보여준다(심희정 외,

정보에 대한 제공과 지속적인 훈련이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능

2012; 이옥분, 2010). 모음공간은 모음 산출 시 혀의 운동 공간을

력 개선과 말 명료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게 한다고 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모음의 중앙화 특성을 두드러지

수 있다.

게 보이는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능력을 살필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음운 및 음소훈련에 어려움을 가지는 청각장애인들이 조음
을 연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매개체로 비주얼파닉스(visual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말 명료도는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성도

phonics, VP)가 활용되고 있다(Waddy-Smith & Wilson, 2003). 이

모양의 변화와 관련된다. 모음은 혀나 입술 모양의 변화로 음형

는 1982년 국제의사소통학습협회(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대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지며, 자음은 성도의 특정 조음위치

Learning Institute, ICLI)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소리가 어떻게 생

(place of articulation) 또는 방법(manner of articulation)에 의해서

겨나는지를 손 단서(hand signal)와 상징기호(written symbol)를

잡음(noise)이 만들어져서 생성된다(고도흥, 2017). 이는 자음과

통해 음소가 발음되는 원리를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모음의 연속적 산출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해준

주는 장점이 있다(Montgomery, 2008). 음소에 대한 구체적 묘사

다. Story(2009)는 모음-자음-모음(VCV) 구조모델에서 성도의

는 청각장애 화자로 하여금 소리와 글자의 대응 원리를 알아 가

모형의 변화가 모음과 자음이 기여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살펴

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단어의 해독과 읽기나 쓰기학습에 활

보았으며, 이때 자음은 특정한 시간에 걸쳐 성대 모양의 특정

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Trezek et al., 2007).

부분을 수축 또는 확장시킴과 동시에, 모음을 구성하는 요소들

음소의 시각화는 비주얼파닉스의 큰 강점이므로, 읽기와 쓰

이 활성화됨을 살펴보았다. 이는 자음과 모음의 변화가 성도 모

기 중재뿐만 아니라, 조음능력의 개선에도 활용된다고 하였다.

형에 대한 변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야기할 수 있음을 말해주며,

Waddy-Smith & Wilson(2003)은 다양한 청각손실 정도를 가진 초

이러한 특성은 조음 중재 시에도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

등 및 중등 수준의 학생들에게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6주간의

효재 & 배소영(2002)은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군이 연구개음조

중재를 통해 읽기 및 조음 능력의 개선 정도를 살핀 결과, 중재

음 시 후설모음(/아/, /우/)이 후행하는 경우에 더 높은 정확도를

후 청각장애 학생들의 단어재인 및 음운인식과 말 산출 능력이

보여, 자음의 정확도가 후행하는 모음과 높은 관련성을 가짐을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읽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

임상적 측면에서 제시해 주었다. 이에 서진원(2017)은 한국어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학년전기 아동의 경우에서도 밝혀졌다.

파열음 개방소음구간 스펙트럼 에너지 특성을 조음위치와 후

Hesketh et al.(2000)은 3-5세의 음운장애아동에게 상위음운론적

행모음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연구개음이 후행모음에 의해 확연

기법과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음운치료를 중재 그룹을

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연구개음이 모음환경의 영향

나누어 실시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음운인식 및 말 산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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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향상하였다. 하지만 과제별 중재법에 따른 효과를 비

자 및 언어재활사에 의해 청각장애 이외의 중복장애가 없으며,

교한 결과, 말소리 산출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조음기법이 더욱

(2) 언어발달공식검사 결과가 –1SD ~ +2SD 사이에 속한다고 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주얼파닉스가 음운에 대한 처리

고되었다. 또한 (3) 청력이 더 좋은 쪽 귀는 70 dB 이상의 고도난

능력의 상승뿐만 아니라 조음능력의 개선을 동시다발적으로

청으로 현재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며, (4) 7~10세 학령기 아동들

보여준 것이라고도 논의할 수 있겠다. 비주얼파닉스의 이러한

이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약 3세경부터 언어

결과는 음운 및 말 산출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아동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 언어치료실에서 조음음운과 관

경우에도 긍정적 중재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련된 목표로 치료를 받는 아동은 2명(LJY과 LMW)인 것으로 보

다수의 저자들이 비주얼파닉스가 농과 난청아동의 음운인식

고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부모에게 연구목적 및 방법

말 산출 능력의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러

과 절차, 자료사용 목적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연

한 비주얼파닉스의 선순환적인 중재효과는 특히 청각, 시각, 촉

구 참여에 동의한 보호자의 아동에 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운동감각 등의 다감각적 전략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다(Narr & Cawthon, 2011; Smith & Wang, 2010). 청각장애인은 불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Subjects

충분하고 왜곡된 청각적 피드백으로 인해 상대방과 자신의 말
에 대한 소리 지각에 제한을 받는다. 청각장애인은 이러한 제한
점을 보완하고자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 말소리를 지각하려는

대상자 성별 연령 학년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홍지숙 외, 2015). 이러한 양상은

장애
급수

청각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과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청

KTK

남

7;7

1

3급

각장애와 건청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비교한 손은희 & 석동

PJH

남

8;9

2

4급

LJY

남

9;11

3

3급

수행력을 보였으며, 이는 청각장애 아동이 언어습득과정에서

JDM

여

8;1

2

3굽

시각적 단서가 청각문제에 대한 보완적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

LMW

남

7;4

1

3급

일(2004)은 시각적인 유사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운모로 끝나
는 단어찾기 과제’에서 청각장애 아동이 건청 아동보다 더 높은

원인
원인
불명
원인
불명
원인
불명
원인
불명
유전성

보청기
착용 시기
2;8
2;6
4;1
2;11
2;0

며, 이러한 전략이 청각장애 아동의 음운처리 능력을 더 빨리 발

현재 교육
배치
일반
학급
일반
학급
일반
학급
일반
학급
일반
학급

달시켰을 수도 있었을 거라 추측하게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단서를 통한 다감각적 전략은 청

2.2. 실험 기간 및 환경

각장애 아동의 음운 및 말 산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전평가, 중재, 사후평가를 순

수 있었다. 특히 비주얼파닉스는 손 단서와 상징기호를 통해 음

차적으로 실시하였다. ① 사전평가는 모든 대상자는 동일한 시

소가 발음되는 원리를 시각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기(2주 안)에 실시하였으며, ② 중재는 기초선 측정 뒤, 연속되

에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음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는 3회기 동안 일관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10주간 주 1회의 중

로 기대하게 한다. 또한 자음과 모음은 성도 모양의 변화와 관련

재를 실시하였다. ③ 사후평가는 10회기의 중재 후, 2주일 뒤에

이 되며, 이는 또한 말 명료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살펴보았기에

실시하였다. 모든 평가 및 중재는 독립된 공간에서 아동과 치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비주얼파닉스를 통한 조음중

사 간의 1:1교수로 회기당 50분간 진행되었다.

재가 청각장애 아동의 말 명료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중재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고

2.3. 실험 설계 및 조건

자 하였다.

2.3.1. 실험 설계
본 연구는 비주얼파닉스를 사용한 조음중재가 청각장애 아동

1)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가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
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가 모음정확도와 모음공
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전/후 말 명료도와 모음

의 말 명료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5명의 청각장애 대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실험설계
및 중재는 사전평가, 중재, 사후평가 순으로 동일하게 순차적으
로 실시하였다.

공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3.2. 실험 절차
2.3.2.1. 예비 단계

2. 연구 방법

예비단계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보호자와의 면담 및 설문을

2.1. 연구 대상

통해 대상 아동에 대한 기본정보(연령, 학년, 청력, 교육력, 치료

본 연구는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5명(boy 4, girl 1)을 대상으

력 등)를 수집하였다. 아동의 언어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로,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으로 모집하였다. 참여자는 (1) 보호

아동의 담당 언어재활사에게 최근 3개월 내에 실시한 언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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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 받았다. 또한 현재 조음 관련 중재를 받고 있는 LJY

이 소리에요’하며 목표음소 글자를 보여줌). ② 기초선 측정 단

와 LMW의 경우, 치료 효과의 통제를 위해 부모님과 언어재활

계에서는 목표음소가 포함된 5개 단어의 그림 혹은 사진을 제

사의 동의하에 10회기 중재가 끝나는 시점(약 2개월)까지 본 연

시한 후, 자발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5개의 음소를 3회씩

구를 제외한 조음음운 중재를 잠시 중단키로 하였다.

산출하도록 하여 정조음한 음소의 개수로 기초선을 측정하였
다. ③ 교수 단계에서는 목표음소가 포함된 그림 및 사진, 비주

2.3.2.2. 사전평가 단계

얼파닉스 상징기호를 먼저 제시한 다음, ‘손 단서’를 통하여 목

사전평가에서는 아동의 현 조음능력을 살펴보고자 우리말 조

표음소의 조음 위치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때 아동의 정반응

음·음운 평가(UTAP; 김영태 & 신문자, 2004)를 사용하여 조음

여부에 관계없이 3회씩 모델링을 제공하였으며, 모델링 후에 3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과정은 음성녹음기를 통해 기록하였

회씩 모방하도록 하였다. 이때 아동이 정반응할 경우, 사회적

다. 조음평가자는 10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는 언어재활사 1

강화를 제공하고, 오반응할 경우, 시각적 단서와 최대 3회의 모

급을 소지한 언어병리학 박사 1인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실

델링을 제공하고 모방하도록 요구하였다. ④ 중재효과 측정 단

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평가를 진행한 후, 아동마다

계에서는 기초선 측정 시 다룬 그림 및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자음산출에 가장 낮은 수행력(자음정확도)을 보인 5개의 음소

아동이 목표단어를 3회씩 자발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5

를 중재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전평가 후 대상자 별 결과 및 목

개 단어를 3회씩 산출할 때의 정조음 수를 측정하였다. ⑤ 정리

표음소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단계에서는 각 회기 내에서 사용한 글자 및 글 자극 등을 스크랩
하고 마무리 하였다. 각 회기의 내용과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2. 대상자 별 목표음소
Table 2. Target phonemes
주요
목표음소 목표음소 목표음소 목표음소 목표음소
오류패턴
1
2
3
4
5
종성생략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두초성 어두초성
KTK
기식음화
/ㄱ/
/ㅇ/
/ㄹ/
/ㄱ/
/ㅈ/
종성생략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두초성 어중초성
PJH
파열음화
/ㄱ/
/ㅇ/
/ㄹ/
/ㅅ/
/ㅅ/
종성생략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중초성 어두초성
LJY
유음생략
/ㄱ/
/ㅇ/
/ㄹ/
/ㄹ/
/ㅊ/
종성생략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중초성
JDM
유음생략
/ㅂ/
/ㄱ/
/ㅇ/
/ㄹ/
/ㄹ/
종성생략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말종성 어중초성
LMW
유음생략
/ㅂ/
/ㄱ/
/ㅇ/
/ㄹ/
/ㄹ/
모든 목표음소는 자음의 조음위치에 유사한 위치의 모음환경과 그 외의
모음환경을 고려한 단어를 목표낱말로 선정하여 조음 중재하였음.

표 3.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Table 3. Program contents

대상자

구분

목표 및 활동
인사하기
도입단계
활동 소개하기
기초선 측정
목표음소에 대한 기초선 측정
목표음소, 그림(사진), 비주얼파닉스를
교수 단계
보여준 다음 ‘손 단서’와 청각적 자극을
함께 제공하여 발음교수 실시
Break Time
중재효과 측정
목표음소에 대한 중재효과 측정
그림(사진)자료 스크랩하기
정리 단계
마무리하기

시간
5분
5분
20분
5분
5분
10분

2.3.2.3. 중재 단계

2.5. 자료 측정 및 분석

중재단계는 언어재활 경력이 3년 이상인 1급 언어재활사 1인이

본 연구에서는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가 청각장애

아동과 치료사 간의 1:1교수로 회기 당 50분간 총 10회기로 진

아동의 말 명료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방

행하였다. 전반적인 평가 및 중재 프로그램의 순서 및 내용은

법으로 말 명료도와 모음공간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부록 1>과 같다.
2.5.1. 말 명료도
2.3.2.4. 사후 평가 단계

말 명료도의 평가방식은 등간척도, 직접 크기 추정, 시각적 아

사후 평가는 중재효과의 지속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

날로그 척도, 단어 대조짝, 전사, 이해도, 언어학적 길이에 따른

하였으며, 중재 종료 2주 후에 사전평가와 동일한 평가(U-TAP

평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말장애의 중증도를

검사)를 통해 평가 및 녹음하였다.

연속선상의 범위로 표시할 수 있어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되
는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통해 말 명료

2.4.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 중재 프로그램

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프로그램의 한 회기 구성은

말 명료도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는 청각장애 및 말운동장애

도입, 기초선 측정, 교수, 중재효과 측정, 정리 등의 총 5단계로

환자에 대한 평가 및 치료경력이 2년 이상인 언어재활사 5인이

진행하였다. ① 도입 단계에서는 인사하기, 안부 묻기 등을 통

실시하였으며, 평가자들의 임상경력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1년

해 아동이 치료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한 후, 회기에 진

까지 평균 6.2년이었다.

행할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때, 음소에 대한 학습효과를

평가 절차는 연구자가 ‘1~10’의 파일명으로 임의로 배치한 청

방지하고자, 음소에 대한 청각적 단서는 제공하지 않은 채, 목

각장애 아동 5명의 사전 및 사후평가 녹음파일 10개(아동 5명×

표음소가 적힌 글자단서만 제공하였다(예: ‘오늘 공부할 소리는

중재전/후 UTAP 단어검사 2개)를 평가안내문, 평가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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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5인의 평가자들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안내문에는

과 역수 관계를 띄므로, FCR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마지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고, 평가에 앞서 컴

막으로 F2ratio는 부정확한 조음을 할 때 감소되며, 조음움직임

퓨터와 연결된 스피커에서 약 1 m 떨어진 곳에서 청취 및 평가

이 개선되었을 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조음중재효과에 대한

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평가 시 연구자가 함

객관적인 접근을 기대하게 한다.

께 첨부한 연습문항 3개를 통해 평가 연습을 시행한 뒤, 본격적
인 말 명료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말 명료도 평가 방법은 평가자가 청각장애 아동의 발화를 듣
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100 mm의 선 위에 수직선으로 표시
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선의 왼쪽 극단에 0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 오른쪽 극단에 100은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정
도’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다. 이 때, 평가 기록은 연구자가 첨
부한 A4용지 한 장 분량의 평가지를 인쇄하여 기록한 뒤, 검사
지를 동일크기로 스캔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집된 말 명료도 평가결과지는 제
1연구자에 의해 평가자들이 척도에 표시한 부분을 100 mm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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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를 이용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하여 수량화하였다.

2.6. 통계 분석
2.5.2. 모음공간

본 연구에서는 비주얼파닉스를 통한 조음중재가 청각장애 아

성도와 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제1포먼트(F1)와 제2

동의 말 명료도와 모음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포먼트(F2)는 모음공간 측정에 필수적인 값이며, 이는 고립모

다. 먼저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통

음, 단어 내 모음, 문장 내 모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추출할 수

해 청각장애 아동의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말 명료도와 모음

있다. 본 연구의 모음공간 분석 자료는 5명의 청각장애 아동의

공간을 살펴보았다. 이 때 말 명료도 평가 결과는 5명의 아이에

UTAP 사전/사후평가의 음성파일 중 양순파열음 계열에 해당하

대한 5명의 언어치료사들이 분석한 전체 평가 결과를 코딩한

는 3개의 단어로, 단어 내 포함된 3개의 꼭지모음(/아/, /이/, /우/)

후, 통계분석하였으며, 측정값은 Mean±SD로 나타내고, p값이

을 분석하였다. 이는 청각장애 아동이 구조화된 음절에서의 명

.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였

료도보다 평소 발화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음산출의 양상을 파

다. 또한 Spearman 서열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여 비주얼파닉

악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양순파열음의 조음산출에는 혀가

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전/후, 청각장애아동의 말 명료도와 모음

관여하지 않고, 인접모음에 대한 동시조음 영향을 배제할 뿐만

공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아니라, 양순파열음 뒤에 후행하는 단모음의 환경에 따라 포먼
트 주파수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되었기 때

2.7. 신뢰도

문이다(이봉원 외, 2010). 따라서 30개의 목표낱말 중 위의 조건

본 연구의 신뢰도 평가는 말 명료도 평가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

을 충족한 단어 3개(바지, 연필, 풍선)를 최종 선정하여 F1과 F2

도를 확인하였고, 중재에 대한 중재충실도를 살펴보았다. 말 명

를 분석하였다.

료도 평가에 대한 언어재활사 5명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급내상

청각장애 아동의 중재 전/후 음성자료는 음성 녹음기(Sony
ICD-UX400F)를 통해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은 Praat(ver.

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로 측정한 결과, .882
의 다소 높은 평가자 간 신뢰도를 보였다.

6.0.3.9, Amsterdam, Netherlands)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본 연구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가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의 분석 자료인 3개의 단어에 대한 꼭지모음 3개의 F1과 F2를

살펴보고자 제2연구자가 고안한 중재충실도 검사(총 10문항)를

분석하였다(중재 전/후 2회×아동 5명×3개 모음) .

매 회기마다 실시하여 총점을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5명 청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측정치는 3개 모음에 대한 F1, F2 값을

장애 아동에 대해 모두 95%가 넘는 높은 충실도를 보였다.

(1)~(4) 공식에 대입하여, 모음공간면적(vowel space area, VSA),
모음조음지수(vowel articulatory index, VAI), 모음중앙화비율
(formant centralization ratio, FCR), F2ratio(F2i/F2u ratio) 등 모음공
간과 관련된 4개의 측정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Sapir et al.,
2010; Skodda et al., 2011). 본 연구에서 다룬 측정치들에 대해 살
펴보면, 모음공간면적은 3개의 꼭지모음을 통해 도식화된 구강
내 공간의 넓이를 의미한다. 또한 FCR은 모음의 중앙화를 잘 표
현해주는 객관적 측정치로, 모음이 중앙화되면 그 값이 커지고,
바깥으로 확장되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VAI는 FCR

3. 결과
3.1.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전/후 자음정확도
와 말 명료도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후 청각장애 아동의 자음정
확도를 비교한 결과, 청각장애 아동 5명의 중재 전 자음정확도
는 69.20(SD 6.82)이었으며, 중재 후 80.68(SD 3.37)로, 중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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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정확도가 향상된 양상을 보였다(<Table 4>).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의 측정값에서는 차이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후 청각장애 아동의 말 명

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VSA(Z=-2.023, p<.05)와 FCR(Z=-2.023,

료도를 평가한 결과, 청각장애 아동 5명의 중재 전 말 명료도는

p<.05), F2ratio(Z=-2.023, p<.05)에 관한 사전-사후에 대한 차이는

58.31(SD 8.63)이었으며, 중재 후 69.25(SD 9.43)로, 중재 후 말 명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VAI 값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료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Z=-4.346, p<.000)(그림 1).

(Z=-.535, p>.05). 이는 중재 후 모음공간의 면적이 넓어지고, 모
음의 중앙화는 줄어들었으며, 조음정확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
한다.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전/후에 대한 기술통계

표 4. 중재 전/후 자음정확도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the PCC
PreU-TAP
KTK
72.20
PJH
78.40
LJY
60.50
JDM
69.80
LMW
65.10
자음정확도(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 PCC)
대상자

및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PostU-TAP
81.40
86.00
77.00
79.00
80.00

그림 1. 조음중재 전/후 말 명료도
Figure 1. Speech intelligibility before and after visual phonics intervention

3.2.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전/후의 모음정확

표 6. 조음중재 전/후 모음공간 측정치
Table 6. Vowel space measures before and after visual phonics intervention
Variables
Mean±SD
Z
p-value
Pre
920.67±49.69
*
F1/아/
-2.023
.043
Post
980.41±36.59
Pre
1,834.19±108.69
F2/아/
-1.753
.080
Post
1,750.07±124.22
Pre
548.02±41.18
F1/이/
-2.023*
.043
Post
488.27±21.59
Pre
2,398.20±212.13
F2/이/
-2.023*
.043
Post
2,592.02±155.41
Pre
490.54±17.29
F1/우/
-.944
.345
Post
506.20±34.07
Pre
1,401.57±103.96
F2/우/
-2.023*
.043
Post
1,349.78±72.67
Pre
206,267.19±98,781.89
VSA
-2.023*
.043
Post
298,890.52±59,780.51
Pre
3,732.39±200.50
VAI
-1.753
.080
Post
3,613.38±178.12
Pre
2,440.68±133.71
FCR
-2.023*
.043
Post
2,344.74±76.10
Pre
1.72±.25
F2ratio
-2.023*
.043
Post
1.92±.18
*
p<.05.
VSA, vowel space area; VAI, vowel articulatory index; FCR, formant
centralization ratio; F2ratio, F2i/F2u ratio.

도와 모음공간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후 청각장애 아동의 모음정

3.3. 조음중재 전/후 말 명료도와 모음공간의 상관관계

확도를 비교한 결과, 청각장애 아동 5명의 중재 전 모음정확도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전/후 청각장애 아동의 말 명

는 94.00(SD 5.47)이었으며, 중재 후 98.00(SD 4.47)로, 중재 후 모

료도와 모음공간의 상관에 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조

음정확도가 향상된 양상을 보였다(<Table 5>).

음중재 전 말 명료도(SI)와 모음공간 측정치들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말 명료도와 모음공간에 다소 높은 수준의 상

표 5. 중재 전/후 모음정확도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the PCV
Pre대상자
U-TAP
KTK
90.00
PJH
100.00
LJY
90.00
JDM
100.00
LMW
90.00
PCV, percentage of correct vowel(모음정확도)

관계수를 보였다(SI-VSA, ρ=.800, p>.05; SI-VAI, ρ=-.700, p>.05;
SI-FCR, ρ=-.800, p>.05; SI-F2ratio, ρ=.800, p>.05). 중재 후의 말
PostU-TAP
100.00
100.00
90.00
100.00
100.00

명료도는 F2ratio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SI-F2ratio, ρ=-.800,
p<.05), 그 외의 측정치들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높
은 상관계수를 보였다(SI-VSA, ρ=.700, p>.05; SI-VAI, ρ=-.700,
p>.05; SI-FCR, ρ=-.700, p>.05).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후 청각장애 아동의 모음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F1/아/(Z=-2.023, p<.05), F2/
이/(Z=-2.023, p<.05), F/이/(Z=-2.023, p<.05) 값은 사전-사후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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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음중재 전/후 말 명료도와 모음공간의 상관관계
Table 7. Corelation between speech intelligibility and vowel space measures
Variables
Pre-SI
Variables

Pre
VSA
.800

VAI
-.700

VSA
.700

VAI
-.700

4.2. 조음중재 전/후의 모음정확도와 모음공간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후 모음정확도가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청각장애 아동의 F1과 F2 값의 변화와 함께,

FCR
-.800

F2ratio
.800

모음공간 면적의 증가와, 모음중앙화의 감소, 조음정확도의 증

FCR
-.700

F2ratio
.900*

본 연구에서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는 자음에 해

Post

Post-SI
*
p<.05.
VSA, vowel space area; VAI, vowel articulatory index; FCR, formant
centralization ratio; F2ratio, F2i/F2u ratio.

진 등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p<.05).
당하는 목표음소를 중점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모든 목표음
소는 자음의 조음위치에 유사한 위치의 모음환경을 고려한 단
어를 목표낱말로 선정하여 조음 중재하였다. 독립된 모음에 대
한 중재를 직접적으로 목표하지 않았지만 모음정확도와 모음

4. 논의 및 결론

공간에서의 개선된 점에 대하여는 자음 중재 시 파생된 파급효
과 및 일반화의 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김효재 & 배소

본 연구는 비주얼파닉스를 통한 조음중재가 청각장애 아동의

영(2002)과 서진원(2018)은 자음 중재 시 후행하는 모음 관련 문

말 명료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청각장애 아동 5명을

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청각장애 아동들

대상으로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가 아동의 말 명료

이 가시성이 낮아 조음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연구개음의 경

도와 모음공간 관련 측정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아

우, /ㅜ/ 모음이 후행될 때 더 자음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러한 자음과 모음의 영향은 자음과 모음에 따른 성도변화가 일
으켜, 모음정확도뿐만 아니라 모음 내 공간의 확장을 일으킨 것

4.1. 조음중재 전/후의 자음정확도와 말 명료도

으로 생각된다.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 후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정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모음공간 관련 측정치들은 F1과 F2 값에

확도는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말 명료도는 유의하게 향상

의해 결정되며 이는 성도와 혀의 위치 변화를 보여주는 객관적

되었다(Z=-4.346, p<.000). 이는 비주얼파닉스가 청각장애의 아

지표이다. 따라서 조음 양상에 따른 F1과 F2의 변화는 곧 조음

동의 자음정확도 향상과 더불어 말 명료도 증진에 긍정적 영향

운동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게 된다(이옥분, 2010). 구강의 개

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 정도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F1은 구강개방이 커짐에 따라

말 명료도는 청자가 화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정도를

그 값이 함께 상승하는 양상(예: 모음 /아/)을 보이며, 혀의 위치

평가하는 방법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말 평가 및 중재효과 측정

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F2는 혀의 위치가 전방화 될 경우에

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 명료도를 통해

그 값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예: 모음 /이/). 본 연구 결과에

청각장애 아동의 말 산출 능력을 살피고자 하였으며, 말 명료도

서 청각장애 아동은 조음중재 후, F1/아/와 F2/이/값이 상승되었

의 증진은 곧 자음과 모음의 정확도 증가와 높은 상관성을 가진

고, F1/이/와 F2/우/값이 두드러지게 감소되었다. 이는 청각장애

다(Weston & Shriberg, 1992).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주얼파닉스

아동이 조음중재 후 모음/아/를 산출할 때 구강의 개방정도를

를 통한 조음중재의 목표음소는 아동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조

더욱 크게 하였고, 모음/이/를 산출할 때 구강개방 정도를 줄임

음오류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며, 교수단계에서는 목표음소에

과 동시에 혀를 전방화시키는 등의 조음 운동성에 개선을 보인

대한 집중적인 중재를 통해 자음 및 모음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것이라 볼 수 있다.

였다. 이는 비주얼파닉스를 통한 조음중재가 조음정확도의 증

본 연구에서 중재 후 두드러진 수행력에 향상을 보인 모음/아/

진과 더불어 말 명료도의 개선까지 이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와 모음/이/는, 입모양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음

성희정 외(2007)는 조음정확도가 말 명료도를 예측하는데 모음

들이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비주얼파닉스가 가진 주요 강점인

은 40%, 자음은 68%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이러

음성의 시각화에 대한 정보 처리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모음

한 양상이 말 명료도 증진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 산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비주얼파닉스를 통한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중재는 청각장애
아동의 독특한 시각적 단서 처리의 영향으로도 논의할 수 있다.

조음중재 후 모음 산출의 조음위치가 중앙화되지 않고 명료하
게 발화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홍지숙 외(2015)는 청각장애 아동은 청각적 소실로 인한 불충분

상기와 같은 F1과 F2의 변화는 청각장애 아동의 모음면적과

한 청각적 정보로 말소리 지각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제한

기타 측정치들의 변화도 이끌었다. 먼저, 중재 전 모음공간 면적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각적 단서를 통해 말소리를 지

은 206,267.19였으며, 중재 후 298,890.52로 모음공간의 면적이

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시각적 단서에 대한 청각장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애 아동의 전략은 말소리를 시각화하여 묘사해주는 큐드스피

청각장애 아동의 모음공간은 좁고 모여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

치의 강점을 극대화시켜 주며, 이는 자음산출 및 모음의 정조음

구에서도 아래 연구와 유사한 양상의 결과를 보였다(김고은 &

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말 명료도 개선까지 선순환적 중재

고도흥, 2007; 박혜미 & 허명진, 2014; 이봉원 외, 2010). 하지만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음성의 문맥과 다른 실험들 간의 문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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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에, 실제 모음공간 면적의 크기에는 큰 차이를 보이

은 상관관계를 보여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방향의 결론

때문에 해석 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성은 있다. 한 예로, 3개의

을 도출할 수 있었다.

꼭지모음을 독립적으로 연장발성하였을 때의 인공와우착용 아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관찰된 비주얼

동과 건청아동의 모음공간을 살펴본 결과, 인공와우착용 아동

파닉스 조음중재 후의 말 명료도와 F2ratio의 상관성은 청각장

은 442,393.30 건청아동은 716,412.50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

애 아동의 조음 정확성이 말 명료도와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의

음공간의 넓이와는 큰 차이의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박혜미

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2ratio는 부정확한 조음을 할 때

& 허명진, 2014).

감소되고, 조음움직임이 개선되었을 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좁은 모음공간 면적은 특히 심도의 청

며(Sapir et al., 2010),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능력의 감소가 말 명

각장애 아동에게 두드러지는데, 청각장애 아동은 모음의 조음

료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임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비주얼

시 혀를 평평하게 하여 뒤로 올리는 특성을 보이고, 또래에 비해

파닉스를 통한 조음중재는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정확도의 개

혀의 운동범위가 좁고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음의 중앙화

선뿐만 아니라 말 명료도의 개선까지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하며,

와 같은 조음 현상을 보이게 된다(Dagenais & Critz-Crosby,

이러한 상관성은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평가 시 말 명

1992).

료도와 더불어 조음능력의 객관적인 측면을 반드시 살펴볼 필

본 연구에서는 혀의 중앙화 현상을 반영하는 FCR을 통해 이

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FCR은 모음이 중앙화될 때 그 값이

본 연구는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가 청각장애 아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데(Sapir et al., 2010), 비주얼파닉스를 통

동의 말 명료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말 명료도와 모음공간을

한 조음중재 후의 FCR 값은 2,440.68에서 2,344.74로 감소하는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주얼파닉스를 통한 조음중재가 청각장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명의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비주

애 아동의 모음의 중앙화를 개선하고, 조음 시 혀의 위치가 중앙

얼파닉스의 조음중재의 효과성에 대해 객관적인 증명하여 의

에서 벗어나 바깥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

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대상자수가 적어서 결과를 일반

해 비주얼파닉스의 중재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매 회기 아동의 수행력을

F2ratio는 조음의 오류와 관련성이 높은 수치로, 본 연구에서

기록하여 그 변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추후연구에서

F2ratio는 중재 후 1.72에서 1.9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F2ratio

는 중재전후에 대한 아동의 조음 변화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이

의 증가는 정조음에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반면, 부정확한 조음

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비주얼파닉스에 따른 조음능력의 개

시 감소하게 된다(Skodda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주

선뿐만 아니라 말소리에 대한 내면적 실재인 음운인식에 대한

얼파닉스를 통한 조음중재를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조음움직

개선방향과 읽기 및 쓰기 개선에 대한 중재연구도 필요할 것으

임이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조음정확도가 다소 높아졌음을 객

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비

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주얼파닉스의 조음중재효과가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중재 후에 지속되는 조음정확도의 증가는 비주얼파닉스가

긍정적 영향을 줄지 후속 연구에서 다루었으면 한다.

갖는 다감각적 전략의 운동기억 향상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Montgomery(2008)는 비주얼파닉스를 통한 조음훈련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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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프로그램 순서 및 내용
Appendix 1. Intervention program using visual phonics
구분

목표

세부 목표

참조

중재자 교육

중재자 교육

모든 자음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손 자극’ 훈련
모든 자음에 대한 글자 자료 준비
자음이 포함된 어휘 목록과 그림(사진)자료 준비

부록 2~4 참조

사전평가

자음정확도 평가

U-TAP을 사용한 조음평가 실시

단어수준 조음평가

중재 1

목표음소 1 중재

목표음소 1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2

목표음소 2 중재

목표음소 2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3

목표음소 3 중재

목표음소 3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4

목표음소 4 중재

목표음소 4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5

목표음소 5 중재

목표음소 5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6

목표음소 1 중재

목표음소 1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7

목표음소 2 중재

목표음소 2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8

목표음소 3 중재

목표음소 3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9

목표음소 4 중재

목표음소 4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중재 10

목표음소 5 중재

목표음소 5에 대한 비주얼파닉스 활용 중재
: 글자(목표음소), 목표음소가 포함된 낱말, 비주얼파닉스
상징기호를 활용하여 중재 실시

사후평가

자음정확도 평가

U-TAP을 사용한 조음평가 실시

부록 2. 한국어 비주얼파닉스(1.0) 자음 차트
Appendix 2. Korean visual phonics ver. 1.0: consonant explainable chart

- 도입단계(회기 활동 소개: 청
각적 단서 제공 없이, 목표음
소가 적힌 글자단서 제공)
- 기초선측정단계(목표음소 포
함된 5개 단어 그림/사진 자발
적 산출 유도, 5개 음소를 3회
씩 산출하도록 유도, 정조음
음소 개수로 기초선 측정)
- 교수 단계(목표음소가 포함된
그림/사진/비주얼파닉스 상징
기호 제시 후, ‘손 단서’를 통
한 목표음소의 조음 위치 및
방법 설명하기, 최대 3회씩 모
델링을 제공하였으며, 모델링
후에 3회씩 모방 요구)
- 중재효과측정단계(기초선 측
정 시 다룬 그림 및 사진 자료
를 사용하여, 아동이 목표단
어를 3회씩 자발적으로 산출
하도록 하였으며, 5개 단어를
3회씩 산출할 때의 정조음 수
를 측정)
- 정리단계(회기 내 사용한 글자
및 글자극 등을 스크랩 하고
마무리)
* 부록 2~4 참조

부록 3. 한국어 비주얼파닉스(1.3) 상징기호 차트
Appendix 3. Korean visual phonics ver. 1.3: written symbo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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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비주얼파닉스를 활용한 조음중재의 예
Appendix 4. Example of visual ph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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