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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언어이전기에 아동이 산출하는 초기 발성은 이후 말-언어발

달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초기 음운 및 어휘발달 상황을 예측

할 수 있다고 한다(Vihman et al., 1985). 많은 연구가 말늦은 

아동, 청각장애, 다운증후군, 구개열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기발

성과 말-언어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Chapm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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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Cobo-Lewis et al., 1996; Eilers & Oller, 1994; Oller & 

Eilers, 1988; Oller et al., 1985; Stoel-Gammon, 1988; 1989; 

Stoel-Gammon & Otomo, 1986; Vihman, Ferguson, & Elbert, 

1986;  Vihman et al., 1985). 이러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초기 

발성 유형 중에서 자음이 본격적으로 산출되면서 음절구조의 

형태를 보이는 발성이 출현하는 시기와 빈도가 이후 말-언어발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발성

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말-언어 발달 지연이나 의사소통 장애

의 가능성을 일찍 확인하고 조기중재를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유용하다(Oller et al., 1998; Scherer, Williams, & Proctor- 

Williams, 2008). 

초기 발성에 대한 평가의 임상적 유용성으로 인해 여러 학

자들은 초기 발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과 

평가도구를 제안하였다(Oller, 1980; Stark, 1986; Stark et al., 

1993). 초기 발성 발달에 대한 모델 중 스탁 초기 발성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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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개정판(Stark Assessment of Early Vocal Development- 

Revised; 이하 SAEVD-R, Nathani, Ertmer, & Stark, 2006)은 

Oller (1980)와 Stark (1980)이 제안한 발성 발달 모델을 바탕으

로 실제 영아들의  발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활발하

게 이용되고 있다(Ertmer, Young, & Nathani, 2007; Lyer, & 

Ertmer, 2014; 김진숙 외, 2012; 김민영 & 하승희, 2013; 전현

주, 2010; 하승희, 설아영, 배소영, 2014).

SAEVD-R은 출생부터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들에게서 보편

적으로 출현되는 발성유형을 크게 5단계로 나누고 23개의 하

위 발성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Appendix-1>. 

SAEVD-R의 1단계는 생후 0-2개월 영유아에게 주로 보이는 딸

꾹질과 같은 생리적인 소리, 울음, 불완전한 공명음이 포함되

는 발성 단계이다. 2단계는 생후 1-4개월의 초기 옹알이 단계

로 이전 단계에 비해 조절된 성대진동과 구강 기제의 움직임

으로 발생하는 소리이지만 여전히 성인의 모음과 자음으로는 

전사가 되지 않는 모음같은 소리, 자음같은 소리가 주요한 발

성 특징이다. 3단계는 생후 3-8개월의 확장 단계로 전사가능한 

모음이 단독 또는 연속으로 산출되고 자음같은 소리와 모음같

은 소리가 연속적으로 산출되는 경계선 옹알이가 산출된다. 4

단계는 생후 5-10개월의 기본 음절단계로 전사가 가능한 자음

이 산출되기 시작하면서 자음이 포함된 음절구조의 반복적 옹

알이가 주요한 특징이다. 5단계는 생후 9-18개월에 보이는 후

기 옹알이 단계로 자음과 모음이 음절 내에서 변화하면서 강

세와 억양패턴을 보이기도 하며 복잡한 음절구조와 자곤, 이중

모음이 산출된다. 

SAEVD-R이 제시하는 발성단계는 높은 단계로 가면서 점차 

영아가 말산출 기제의 움직임을 수의적으로 조절하면서 전사

가 가능한 모음과 자음을 단순한 구조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

로 복잡한 음절구조에까지 산출하는 발달패턴을 반영하고 있

다. 따라서 아동들이 언어이전기에 산출하는 초기 발성은 음성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언어기의 말-언어 습득과 발달 과정

의 연속선 상에 위치하며 초기 음운과 어휘발달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담고 있다. 초기 발성에서 빈번하게 관찰되었던 자

음과 음절구조가 언어발달 초기에 아동들의 어휘에서 보다 정

확하고 빈번하게 산출된다고 제안하는 연구(Locke, 2002; 

Bernthal, Bankson, & Flipsen, 2012 재인용)를 고려해본다면 초

기 발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초기 음운발달 과정과 현황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SAEVD-R의 5단계 중에서는 

4단계와 5단계의 발성유형은 말산출 기제의 수의적인 조절력

을 반영하면서 아동에게 노출된 모국어의 자음과 음절구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후 말-언어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하승희, 설아영, 배소영 (2014) 연구는 SAEVD-R을 이

용하여 생후 5개월에서 20개월까지 일반 아동의 초기 발성의 

발달과정을 횡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4단계와 5

단계 발성을 토대로 어린 월령집단과 좀 더 나이든 월령집단

의 발성 발달수준을 구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종성 

자음이 포함되거나 서로 다른 모음과 자음이 연속적으로 출현

하면서 복잡한 음절구조를 보이는 5단계 발성은 17-20개월 영

유아들의 전체 발성 유형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모든 월

령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5단계발성은 월령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력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초기 발성 및 말 발달의 중요한 

지표임을 제시한다고 논하였다. 

기존의 국내 음운발달 연구는 아동이 산출한 의미있는 낱말

이나 문장 자료를 토대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언어이전기부터 

아동이 산출한 초기 음소목록과 음절구조에 대한 정보가 반영

되지 않았다. 또한 초기 말 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국내연

구는 1-3명의 소수로 진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다(김민영, 하승희, 2013; 전현주, 2010, 홍경훈, 심현섭,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초기 발성자료를 토대로 한국 

아동의 일반적인 초기 음운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반유아의 초기 발성의 발달패턴과 음운

발달을 생후 9개월부터 18개월까지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특히 아동이 산출한 초기 낱말 뿐 만 아니라 SAVED-R

의 발성 발달단계 중 4, 5단계로 분류된 발성에 초점을 맞추어, 

월령에 따른 발성 비율과 함께 4, 5 단계 발성과 낱말에 나타

난 자음 목록과 음절구조를 자세히 분석하여 초기 음운발달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 및 강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9개월 영유아 

10명(남: 6명, 여: 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상자

는 1) 부모 보고에 의해 출생 및 발달 상에 문제가 없고 2) 영

아선별 교육진단 검사(DEP, 장혜성·서소정·하지영, 2008)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정상범주에 속하였으며 3) 영·유아 언어발

달검사(SELSI, 김영태 외, 2003)결과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이 

정상범주에 속하는 영유아로 선정하였다.

2.2 자료 수집

연구자는 대상자의 생후 9개월부터 18개월까지 3개월 간격

으로 방문하여 언어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의 음성자료를 수집

하였다. 음성자료는 장난감(책, 공, 소꿉놀이, 등)을 사용한 놀

이 활동을 통해 주양육자와 검사자가 아동과 각각 20분 동안 

상호작용을 하여 수집하였다. 또한 양육자에게 음성 녹음기

(Sony ICD-PX333)를 제공하여 방문 후 2주 동안 아동의 발화

를 충분히 수집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방문할 때마다 주양육자

에게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녹음은 조용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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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부모가 아동과 함께 평소에 가정에서 하는 일상적인 

놀이 상황이나 아동이 발화를 많이 산출하는 상황에서 진행하

도록 하였다. 부모의 말소리나 장난감 등의 기타 환경음이 아

동의 발화과 중첩되지 않도록 상호작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

상자에게서 수집된 전체 음성자료의 녹음시간을 확인해 본 결

과 양육자는 3개월 간격으로 2주간 평균 26.95분(SD=14.80, 범

위: 6-76분)정도 녹음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은 평균 

134.43개(SD=39.71, 범위: 49-264개)를 산출하였다<Appendix-2>.

2.3 자료 분석

2.3.1 발성 및 낱말 분석

양육자에 의해 2주간 수집된 음성 샘플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음성 샘플을 Adobe Audition 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성 

단위로 편집하였다. 발성은 호흡 단위를 토대로 구분하였다. 

한 호흡으로 발성한 경우와 발성 간에 1초 이상의 묵음이 지속

될 경우 하나의 발성으로 분류하였다. 영유아의 발화가 양육자

의 말소리 또는 환경음과 중첩된 경우 제외시켰다.

영유아의 발성은 SAEVD-R(Nathani, Ertmer, & Stark, 2006)

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발성단계 및 하위유형을 구분하였다. 

발성 분석을 위해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2명과 함

께 3주 간 총 18시간정도 듣기 훈련을 하였다. 듣기 훈련을 위

해 사전에 SAEVD-R의 조작적 정의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훈련 

초반에는 발성 단계별 듣기, 훈련 중반에는 하위 유형별 듣기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는 구분이 어려운 발

성을 함께 들으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듣기훈련에는 인

터넷 사이트(www.vocaldevelopment.com)에서 제시한 음성 샘플

과 이전 연구에서 분석된 음성 자료를 사용하였다(Ertmer & 

Galster, 2001). 

각 영유아에게서 수집된 음성 샘플을 모두 사용하여 발성 

단계 및 하위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절된 하나의 발성에 2개 

이상의 단계에 해당하는 소리를 연속하여 산출한 경우 상위 

단계로 분류하였고 아동이 의미 있는 낱말을 산출한 경우에는 

5단계 발성유형으로 분류하고 낱말 여부를 따로 표기하였다. 

산출된 전체 발성의 단계 및 하위유형을 분류한 후 자음 산출 

여부를 토대로 자음이 산출되기 이전인 1, 2, 3단계를 음절성 

옹알이 전 단계(precanonical vocalization), 자음을 산출하는 4, 

5단계를 음절성 후기 옹알이 단계(canonical & advanced forms 

vocalization)로 통합하여 산출 비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후에 

말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4, 5단계 발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

기 위해 하위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단계들은 전사가 가능하

므로 발성을 듣고 음성 전사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아

동이 산출한 말이 1) 영유아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는 목

적으로 산출한 발화, 즉 의도가 있는 발화로 2) 문맥상 적절하

고, 3) 모음이나 자음 특성면에서 음성학적으로 성인의 목표 

형태와 유사할 경우 낱말로 분류하여 음성전사 및 분석을 실

시하였다(Hardin-Jones & Chapman, 2014). 아동이 산출한 낱말

이 의사소통 파트너에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위에 기술한 2, 

3번 기준을 충족한다면 낱말로 인정하였다. 음성 전사는 5회 

반복하여 들어도 전사가 어려운 소리는 전사에서 제외하였지

만 발성 단계 분석에는 포함되었다. 명확하게 ‘빠’라고 산출한 

경우 /빠/라고 전사하였고 ‘빠’를 연장하여 모음의 억양이 바뀌

는 경우 /빠아/와 같이 전사하였다.  

2.3.2 발성 및 낱말 길이

길이는 영유아의 전체 발화 중 가장 활발히 산출한 연속 

100발화에서 4, 5단계 발성 또는 낱말로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대상자 7, 8의 15개월 음성샘플과 대상자 5의 18

개월 음성샘플은 양육자의 음성 녹음시간이 적어 전체 발화 

수가 100개 미만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집된 발화를 모

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영유아의 연속적인 100발화에서 4,5단

계로 분류된 발성 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

시하였다. 

각 발성 및 낱말의 길이를 분석한 결과 7음절 이상은 산출 

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7음절 이상의 발화는 하나로 분류하였

다. 발성 길이별 산출율은 (길이가 같은 발성 및 낱말 수/4, 5

단계 발성 및 낱말 수)×100으로 구하였다. 

표 1. 100발화 내 4, 5단계 발성 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of the number of level 4, 5 and 
word in consecutive 100 utterance

2.3.3 음절 유형

연속 100발화에서 4, 5단계 발성 또는 낱말로 분류된 말소

리를 음절단위로 구분하여 음절 유형을 분석하였다. 음절 유형

은 한국어에서 가능한 말소리 형태인 V, GV, CV, CGV, VC, 

GVC, CVC, CGVC 유형(V: 모음, C: 자음, G: 활음)으로 구분

하여 음절 유형별 산출빈도와 산출율을 구하였다.

2.3.4 자음 목록

연속 100발화에서 4, 5단계 발성과 낱말의 자음 목록을 분

석하기 위해 먼저 산출된 전체 자음을 초성, 종성위치 별로 분

류하였다. Stoel-Gammon(1985)의 제안을 토대로 각 위치를 고

려하여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발화에서 산출된 자음만을 자음 

목록에 포함시켰다.

vocalization 
level

9mo 12mo 15mo 18mo
M(SD) M(SD) M(SD) M(SD)

Level4
9.50

(6.13)
12.60
(7.44)

10.80
(5.71)

11.90
(10.68)

Level5
11.70
(5.10)

17.00
(5.44)

24.70
(15.74)

24.10
(5.72)

Word
7.10

(6.64)
7.80

(5.73)
15.10
(8.66)

23.70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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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뢰도

 수집된 전체 자료의 10%를 임의로 선정하여 발성 단계 및 

음성 전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위해 3주간

의 듣기 훈련과 논의과정에 참여한 언어병리학 석사과정 1명

에게 아동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석하게 하였

다. 평가자내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첫 번째 분석 

후 일주일 뒤 두 번째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성 단계에 대한 

신뢰도는 (일치한 발성 단계수/전체 발성수)×100으로 계산하였

다. 그 결과 평가자 간 신뢰도 90.30%, 평가자 내 신뢰도는 

93.09%로 나타났다. 4, 5 단계 발성의 음성전사에 대한 신뢰도

는 (일치한 자음 수/전사된 자음의 총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간 전사 신뢰도 90.03%, 평가자내 전사 신뢰도

는 93.11%로 나타났다.

2.5. 통계처리

본 연구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통계분석은 월령에 따라 발성 유형, 발성 및 낱말의 

길이, 음절 유형, 자음 목록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각의 종속변수별로 월령집단(9, 12, 15, 18개월)을  집단 내 변

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고 월령별 사후분석은 Bonferroni 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발성 및 낱말 분석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각 단계별 

발성과 낱말의 산출 비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고 각 발성단계와 낱말의 산출 양상은 <그림 1>과 같

다.

9개월에서 18개월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1, 2, 3단계 발성

은 감소하는 경향과 함께 4, 5단계 발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월령별로 발성 단계를 살펴보면 9-12개월은 단일 모음, 

활음, 경계선 옹알이를 포함하는 3단계 발성을 가장 많이 산출

하였고 15-18개월에는 다양한 자·모음이 결합된 복잡한 음절

들, 자곤, 이중모음을 포함하는 5단계 발성을 가장 활발하게 

산출하였다. 또한 15개월 이후에는 낱말의 산출비율도 두드러

지게 증가하였다.  

 전체발성에서 자음이 포함되는 음절성 옹알이가 주요한 특

성인 4, 5단계의 발성은 합쳐서 9-12개월에 30%미만을 차지하

였으나 15개월 이후에는 38.40%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낱말의 

산출도 15개월 이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여 18개월에는 전체 

발화에서 35.60%을 차지하였다.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4, 5 단

계 발성(canonical & advanced forms vocalization) 비율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27)=3.457, p< .05, η
2=.278). 사후분석 결과, 9개월과 15, 18개월이, 12개월과 15개

월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낱말의 비율에 대한 분석결과도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27)=5.692, p< .01, 

η2=.387), 9개월과 15, 18개월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월령별 발성단계와 낱말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each vocalization level and word 
across age

(단위: 백분율%)

1. precanonical vocalization(1, 2, & 3 levels)
2. canonical & advanced forms vocalization(4 & 5 levels)

                 
그림 1. 월령별 발성단계와 낱말의 비율

Figure 1. each vocalization level and word across age

vocalization 
level

9mo 12mo 15mo 18mo
M(SD) M(SD) M(SD) M(SD)

level1
9.80

(6.01)
9.20

(6.25)
2.80

(2.30)
5.90

(9.85)

level2
15.90
(5.80)

9.70
(3.74)

6.20
(5.61)

4.80
(3.43)

level3
42.80

(13.38)
42.80

(13.10)
36.70

(12.16)
27.80

(10.29)

PVPV
1 68.26

(11.77)
61.74

(14.06)
45.47

(15.23)
37.34

(15.33)

level4
12.20
(6.05)

12.60
(8.13)

12.00
(3.43)

14.20
(9.94)

level5
12.80
(4.26)

16.90
(7.13)

25.70
(11.95)

42.70
(10.15)

CAFV
2 25.05

(7.99)
29.65

(13.28)
37.74

(12.42)
38.40

(13.62)

Word
10.30

(10.12)
11.10
(6.62)

19.60
(13.75)

35.60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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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단계 발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하위 유형을 살펴

보았다. 전체 발성에서 산출된 4, 5단계 발성의 하위 유형별 

산출율과 낱말 산출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

였다. 9-12개월에는 5단계의 다음절의 산출된 발성의 하위유형

을 살펴보면 4단계에서는 9-15개월까지 단일 자-모음 음절

(Single consonant-vowel syllable; CV)을 가장 많이 산출하였고 

단일 자-모음 음절이 연속하여 두 번 산출된 발성(Disyllables; 

CVCV)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8개월에는 단일 자-모음 음절 

발성보다 많이 산출되었다. 자모음 결합에 독립된 자음이 뒤따

르는 소리(Consonant-vowel combination followed by an isolated 

consonant; CV-C)는 모든 월령에서 적게 산출되었다. 5단계의 

복잡한 음절(Complex syllables; CMPX)과 자곤(Jargon; JN)은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율이 증가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

석 결과, 4, 5단계 발성의 하위 유형 중 자곤만이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27)=5.137, p< .01, η2=.363). 사후

분석 결과, 9개월과 18개월, 12개월과 18개월에 자곤의 산출율

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vocali
zation 
level

Subtype
9mo 12mo 15mo 18mo
M

(SD)
M

(SD)
M

(SD)
M

(SD)

Level
4

CV
1 8.53

(4.96)
7.88

(6.96)
6.50

(3.39)
6.45

(8.47)

CB
2 .86

(1.40)
1.34

(1.38)
1.12

(1.17)
1.43

(2.02)

WH
3 .13

(.28)
.00

(.00)
.00

(.00)
.14

(.31)

CV-C
4 .25

(.44)
.17

(.36)
.36

(.76)
.16

(.51)

CVCV
5 2.41

(2.65)
3.26

(3.59)
4.13

(2.83)
5.97

(4.99)

Level
5

CMPX
6 11.36

(3.78)
13.69
(6.96)

18.38
(8.95)

15.28
(8.28)

JN
7 1.02

(.95)
1.78

(1.90)
5.02

(5.70)
7.61

(6.36)

DIP
8 .50

(.75)
1.54

(1.23)
2.24

(2.30)
1.35

(1.30)

표 3. 월령별 4, 5단계 발성의 하위 유형 산출율

Table 3. Subtypes of vocalization level 4,5 and 
word across age

(단위: 백분율 %)

1. CV: Single consonant-vowel syllable.                   
2. CB: Canonical Babbling.                               
3. WH: Whisper
4. CV-C: Consonant-vowel combination followed by an isolated 

consonant
5. CVCV: Disyllables
6. CMPX: Complex syllables
7. JN: Jargon
8. DIP: Diphthongs

3.2 발성 및 낱말 길이

월령별로 연속적인 100발화에서 4, 5단계 발성과 낱말의 길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든 월령

에서 주로 2음절 길이의 발화(발성 및 낱말)를 가장 많이 산출

하였고 7음절 이상의 긴 발화는 12개월 이후에 산출하였다. 월

령별로 산출한 발화의 길이를 살펴보면 9개월에는 2음절 길이

의 발성이 48.53%으로 가장 많이 산출되었고, 1음절 29.61%, 3

음절을 14.10% 순으로 산출되었다. 이후 12, 15, 18개월에도 

발화는 2음절 길이가 가장 높게 산출되었고, 그 다음 1음절과 

3음절 길이 순서로 비슷한 비율로 산출되었다. 평균 발성 및 

낱말길이는 모든 월령에서 2음절로 나타났다. 반복측정 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 월령에 따라 발성 및 낱말 길이 면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gth 9mo 12mo 15mo 18mo
M(SD) M(SD) M(SD) M(SD)

1
29.61

(20.12)
26.92

(13.60)
22.11

(14.69)
16.04

(13.49)

2
48.53

(14.96)
46.88

(10.46)
55.53

(14.87)
54.13

(12.09)

3
14.10
(9.88)

18.27
(6.03)

14.03
(8.02)

15.66
(5.73)

4
10.16
(8.00)

7.55
(4.84)

8.02
(3.54)

8.57
(5.36)

5
3.35

(1.91)
5.05

(2.25)
3.25

(1.77)
3.53

(2.99)

6
4.17

(1.97)
3.42

(1.74)
2.91

(1.46)

7
4.37

(2.41)
3.48

(2.54)
vocalization 

length
2.05
(.51)

2.07
(.40)

2.17
(.40)

2.37
(.34)

표 4. 월령별 4,5단계 발성 및 낱말의 길이별 산출율

Table 4. vocalization and word length across age
(단위: 백분율 %)

3.3 음절 유형

100발화에서 4, 5단계 발성과 낱말을 음절단위로 구분하여 

8개의 음절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5>는 월령에 따라 음절

유형별 산출빈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음-모음(CV) 음절구조가 모든 월령대에서 가장 높게 산출되었

고, 모음(V) 음절구조가 그 다음으로 높게 산출되었다. 반면에 

자음-활음-모음-자음(CGVC) 구조는 모든 월령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월령별로 서로 다른 음절유형 수를 살펴보면 9개월 영

유아는 평균 4개의 음절유형을 사용하였으며 12-18개월 영유

아는 평균 5개의 음절유형을 사용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령에 따라 서로 다른 음절유형수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7)=5.828, p<.01, η2=.393).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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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9개월과 18개월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yllable 
type

9mo 12mo 15mo 18mo
M(SD) M(SD) M(SD) M(SD)

V
1 21.32

(12.33)
20.77
(6.80)

20.82
(9.92)

23.04
(9.37)

G
2

V
4.54

(2.85)
4.25

(2.95)
6.83

(6.00)
3.83

(3.46)

C
3

V
57.85
(7.08)

57.73
(8.71)

52.19
(9.39)

56.39
(10.24)

CGV
3.37

(2.83)
3.08

(2.20)
2.53

(1.12)

VC
15.93
(9.36)

13.63
(6.26)

13.79
(6.24)

11.74
(5.13)

GVC
.58

(.28)

CVC
5.08

(2.96)
2.59

(1.47)
5.68

(3.60)
4.29

(5.20)
# of different 
syllable type

4.10
(.99)

5.20
(.79)

5.00
(.94)

5.50
(.53)

표 5. 월령별 음절유형 별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5. Descriptive analysis of syllable types across age
(단위: 백분율 %)

1. V: Vowel
2. G: Glide
3. C: Consonant

3.4 자음 목록

100발화의 4,5단계 발성과 낱말에서 산출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전체 자음목록 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대상자 

50%이상의 자음목록에 포함된 음소들을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이 산출한 자음을 초성과 종성위치로 나누어서 각 

위치별로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발성에서 산출된 자음만을 포함한 자

음 목록수를 살펴보면 9개월에는 평균 5.4개의 자음을 산출하

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8개월에는 9.8개의 자음을 산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개의 초성 자음 유형을 조음 위치면에서 살펴보면 9개

월 영유아의 자음목록에는 양순음, 성문음이 있고 12개월은 치

조음, 15개월은 연구개음, 18개월은 경구개음이 추가로 포함되

었다. 조음 방법면에서는 모든 월령에서 파열음과 비음을 주로 

산출하였고 18개월에 파찰음을 산출하였다. 종성위치에서는 모

든 월령의 영유아들이 비음만을 산출하였는데, 9개월에는 50% 

이상의 아동들이 /ㅁ/만을 종성으로 산출하다가 12개월에는 /

ㄴ/, 15개월에는 /ㅇ/을 추가적으로 산출하였다. 자음목록에 대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결과, 전체 자음목록수(F(3,27)=12.526, 

p<.001, η2=.582), 초성(F(3,27)=11.080, p<.001, η2=.552), 종성 

목록 수(F(3,27)=3.234, p<.05, η2=.264)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결과, 전체 자음목록수와 초성 

목록수 모두 9개월과 15, 18개월이 12개월과 18개월이 서로 유

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성 목록수는 전체적으로 월

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각 월령별로 

대응 비교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월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ition 9mo 12mo 15mo  18mo

all

M 5.40 7.40 8.70 9.80
SD 1.90 2.07 2.79 1.99

phones
1

ㅂ,ㅃ,
ㅎ,ㅁ,
ㄴ

ㅂ,ㄷ,ㄱ,
ㅃ,ㄸ,ㅎ,
ㅁ,ㄴ

ㅂ,ㄷ,ㄱ,
ㅃ,ㄸ,ㄲ,
ㅎ,ㅈ,ㅁ,
ㄴ,ㅇ

ㅂ,ㄷ,ㄱ,
ㅃ,ㄸ,ㄲ,
ㅈ,ㅉ,ㅁ,
ㄴ,ㅇ

initial 

M 4.30 5.80 7.60 8.22
SD 1.95 2.10 2.46 1.64

phones
1 ㅂ,ㅃ,

ㅎ,ㅁ

ㅂ,ㄷ, 
ㄱ, ㅃ, 
ㄸ,ㅎ,ㅁ,
ㄴ

ㅂ,ㄷ,ㄱ,
ㅃ,ㄸ,ㄲ,
ㅎ,ㅈ,ㅁ,
ㄴ

ㅂ,ㄷ,ㄱ,
ㅃ,ㄸ,ㄲ,
ㅈ, 

ㅉ,ㅁ,ㄴ

final 

M 1.40 2.40 2.80 3.11
SD .70 .70 1.99 1.17

phones
1

ㅁ ㅁ,ㄴ ㅁ,ㄴ,ㅇ ㅁ,ㄴ,ㅇ

표 6. 초성과 종성위치별 자음목록

Table 6. Consonant inventory across position

 phones
1

: phones in inventories of 50% of subject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후 9개월부터 18개월까지 수집된 아동의 초기 

발성자료를 토대로 초기 음운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음이 산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절구조가 포함되는 

SAVED-R의 발성 발달단계 중 4, 5단계로 분류된 발성과 낱말

에 초점을 맞추어, 월령에 따른 발성 비율과 함께 초기 발성과 

낱말에 나타난 자음 목록과 음절구조를 자세히 분석하여 초기 

음운발달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월령에 따른 발성 비율의 결과를 살펴보면,  9-12개월

은 전사가능한 분명한 모음이 출현되기는 하나 아직 자음이 

포함되지 않은 3단계 발성을 가장 많이 산출하였고, 15-18개월

에는 다양한 자·모음이 결합된 복잡한 음절들, 자곤, 이중모음

을 포함하는 5단계 발성을 가장 활발하게 산출하였다. 반복적 

음절성 옹알이(reduplicated canonical babbling)와 변형적 음절성 

옹알이(variegated babbling)를 포함하는 4, 5단계 발성과 함께 

의미있는 낱말 비율은 월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4, 5단계 발성은 9개월과 15, 18개월이, 12개월과 15개월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12개월과 15개월 사이에 자음이 포

함된 음절구조의 출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시기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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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자음이 포함된 음절구조의 발성은 

12-15개월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어린 월령대의 아동들이 

산출하는 발성과 구별된다는 일관성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하승희, 설아영, 배소영, 2014; Nathani, Ertmer, & Stark,

2006). 4, 5단계 발성을 하위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9-15

개월까지 단일 자-모음 음절을 가장 많이 산출하였고 단일 CV 

음절이 연속하여 두 번 산출된 발성과 복잡한 다음절 발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8개월에는 단일 CV 음절 발성보다 많

이 산출되었다. 

4, 5단계 발성과 초기 낱말의 음운구조를 자세히 살펴본 결

과, 모든 월령에서 주로 2음절 길이의 발성을 가장 많이 산출

하였고 7음절 이상의 긴 발성은 12개월 이후에 산출하였다. 또

한 발화를 음절단위로 구분하여 8개의 음절유형이 산출되는지 

살펴보았는데 9개월 영유아는 평균 4개의 음절유형이 12-18개

월 영유아는 평균 5개의 음절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V와 V 음절구조가 모든 월령대에서 다른 음절구조에 비

해 높게 산출되기는 하였지만, 종성이 포함된 VC와 CVC 구조

도 9개월부터 관찰되어 점진적으로 산출 비율이 증가하였다. 

종성이 포함된 음절구조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생후 5개월에

서 20개월까지 한국아동의 초기 발성 발달과정을 횡단적으로 

살펴본 하승희, 설아영, 배소영 (2014)연구에서 한국어 특성을 

유아들이 민감하게 습득하여 종성이 포함된 발성을 비교적 일

찍 산출한다는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18개월에는 CV, V, VC 

위주로 산출되나 한국어의 8개의 음절유형 중 이중모음이 포

함된 CGVC 구조를 제외하고 모든 음절유형이 관찰되었다. 

CGVC 구조는 모든 연령대에서 관찰되지 않아 18개월 이전까

지는 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5단계 발성과 초기 낱말에 포함된 자음 산출을 살펴보면, 

9개월에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ㅂ,ㅃ,ㅎ,ㅁ,ㄴ/를 산출하여 평균 

5.4개의 자음을 산출하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8개월에는 

9.8개의 자음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령에 따라 자음

목록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9개월과 15, 18개월이 12

개월과 18개월이 서로 유의미하게 달라, 12-15개월에 음소발달

이 활발하게 이루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24개월의 일반 아

동과 구개열 아동의 음운발달을 살펴본 문희원, 하승희 (2012)

에서는 일반 아동의 평균 자음목록수가 6.86개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보다 자음목록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선

행연구에서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던 음절성 옹알이와 자곤

을 포함한 언어이전기 초기 발성을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포

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결과는 일부 음소가 

의미있는 낱말에서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지만 초기 발성에는 

포함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산출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초성과 종성으로 나누어 자음 발달을 살펴보면 조음 위치면에

서 9개월에 양순음, 성문음이 있고 12개월은 치조음, 15개월은 

연구개음, 18개월은 경구개음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조음 방법

면에서는 모든 월령에서 파열음과 비음을 주로 산출하였고 18

개월에 파찰음이 추가되었다. 종성 자음은 9개월 /ㅁ/만이 산출

되다가 12개월에 /ㄴ/이, 15개월에는 /ㅇ/이 추가되어 18개월까

지 비음만이 종성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나타난 일반아동의 음운발달은 기존의 한국 아동

의 일반적인 초기 음운 발달을 살펴본 연구와 비교해, 조음방

법면에서는 파열음과 비음, 조음위치면에서는 양순음이 일찍 

산출된다는 전체적인 발달 패턴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있는 결

과를 보여 주고있다(배소영, 1996; 정경희, 배소영, 김기숙, 

2006; 하승희, 황진경, 2013; 홍경훈, 심현섭, 2002). 하지만 대

상자 연령 범위를 9개월부터 시작하여 언어이전기 아동의 발

성을 포함해서 분석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시

하는 시기보다는 산출되는 음소와 음절구조는 전체적으로 일

찍 산출되기 시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초기 발성 또는 옹알이와 말 산출의 관계는 연속선상에 있으

며 옹알이와 초기 낱말은 자음과 음절구조와 같은 음운 특성

을 공유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Davis & MacNeilage, 

1995; Storkel & Morrisette, 2002; Bernthal, Bankson, & Flipsen, 

2012에서 재인용). 

생후 9개월에서 18개월까지 아동의 말 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는 언어이전기 발성을 포함해 초기 낱말 산출

에 나타난 음절구조와 자음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초기 음운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언

어이전기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말 늦은 아동이나 선천적

인 장애로 인해 말 발달 지연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성과 말 발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

하고 중재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결

과의 말-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조기 확인 및 평가, 중재에 시사

하는 점을 보다 더 타당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발

성과 말 산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

는 다양한 발달지연을 보이거나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포함

하여 초기 발성이 언어기의 말과 언어 발달 수준을 얼마나 예

측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이후 말-언어발달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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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1. 초기 발성 발달 단계별 하위유형

The Stark Assessment of Early Vocal Development Revised(SAEVD-R) by Nathani, Ertmer, & Stark (2006)

발성 단계 하위유형 조작적 정의

1단계

(발성단계):
0-2개월

Vegetative Sounds (VEG) 생리적인 소리들(딸꾹질, 트름, 재채기 등)

Crying Sound (CR)
울음, 으르렁 소리 또는 연속적으로 산출되는 불편한 소리

울면서 산출되는 부정확한 음절

울면서 산출되는 정확한 음절

Quasi-Resonant Nuclei (Q)

유사 공명음, 불완전 공명음

꿀꿀거리는 듯한 낮은 음도의 소리

2000Hz 이상의 에너지가 부족하여 산출되는 소리

성인 모음으로 전사가 불가능한 소리

Two or more 
Quasi-Resonant Nuclei (Q2)

Q가 2회 이상 산출된 소리

2단계

(초기 

옹알이 

단계):
1-4개월

Fully Resonant (F)

완전 공명음

Q보다 길고 공명을 가지지만 성인 모음으로 전사가 불가능한 소리

주파수 범위가 넓은 에너지를 가지는 소리

거친소리, 높은 음도와 같은 나쁜 질을 가지는 소리

Two or more Fully 
Resonants (F2)

F가 2회 이상 산출된 소리

Closant-Vocant (CV)
모음과 같은 소리(Vocant) 또는 F+자음과 같은 소리(Closant), 또는 고립된 자음과 같은 

소리(트릴, 입술사이로 진동을 내는 소리)또는 고립된 자음소리

Two closan-vocant 
combinations (CV2)

CV가 2회 이상 산출된 소리

Chuckle (CH)
싱긋 웃거나 연속적으로 웃는 소리

웃으면서 함께 나타난 흡기음

3단계

(확장 

단계):
3-8개월

Vowel (V)
단일 모음

완전히 공명된 소리로 성인 모음으로 전사가 가능한 소리

Two or more Vowels (V2) V가 2회 이상 산출된 소리

Vowel Glide (Vg)
음질에서 변화가 있는 모음류로 분절 사이가 막힘 없이 부드러운 소리

포먼트 전이가 느림

Ingressive Sound (IN) 연속적인 짧은 흡기 소리

Squeal (SQ) 높은 음도로 꽥 소리지르는 소리

Marginal Babbling (MB)
경계선 옹알이

자음과 같은 소리와 모음과 같은 소리의 연속체 또는 활음의 연속체

모음과 같은 소리 혹은 자음과 같은 소리

4단계

(기본 음절 

단계):
5-10개월

Single consonant-Vowel 
syllble (CV)

단일 자모음 음절

Canonical Babbling (CB)

중첩적 옹알이

CV음절이 두 개 이상인 소리

(1)반복적 옹알이: 자모음이 같은 순서로 반복적으로 산출된 소리

(2)반복되지 않은 옹알이: 자모음 결합이 서로 다른 소리로 산출되는 소리

Whisper (WH) V, V2, Vg, MB, CB, CV를 속삭이면서 산출된 소리

Consonant-vowel 
combination+isolated 
consonant (CV-C)

자모음 결합에 독립된 자음이 뒤따르는 소리

CV와 C사이에 묵음 간격이 있을 수 있음

Disyllables (CVCV) CV음절이 두 번 산출되는 소리

5단계

(후기 

옹알이 

단계):
9-18개월

Complex syllables (CMPX)

복잡한 음절들

(1) CV음절 외에 단일 음절(VC, CVC 등)
(2) 복잡한 이음절(VCV, VCVC 등)
(3) 다양한 강세와 억양이 없는 여러 음절을 포함한 다음절의 연속체(VCVCV,VCVCCV)
(4) 다양한 강세와 억양패턴을 가지고 자음과 모음이 변하지 않는 다음절 발화들

Jargon (JN)
자곤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자음과 모음의 연속체이고 강세와 음도의 변화가 있는 소리

2음절 이상이어야 자곤으로 분류

Diphthongs (DIP)
이중모음(외, 야, 유, 와)
빠른 포먼트 전이(200ms)와 전반적인 음절 길이가 500ms이하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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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2. 녹음시간 및 발성 수

CASE

9mo 12mo 15m 18mo
recoding 
duration
(min.)

total number 
of 

vocalization

recoding 
duration
(min.)

total number 
of 

vocalization

recoding 
duration
(min.)

total number 
of 

vocalization

recoding 
duration
(min.)

total number 
of 

vocalization
1 25 148 25 131 18 114 33 177
2 39 157 32 136 34 115 36 116
3 17 188 33 140 25 125 14 124
4 20 154 69 148 32 178 76 264
5 20 175 28 119 21 160 12 49
6 13 103 14 105 13 119 23 123
7 48 160 24 146 18 58 24 108
8 24 204 7 139 6 55 16 100
9 48 162 34 134 30 153 44 100
10 33 142 15 122 16 100 17 126
M 28.70 159.3 28.10 132.0 21.30 117.70 29.70 128.70
SD 12.65 27.30 16.96 13.27 8.93 40.22 19.33 5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