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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 SSD)란 말소리 산출의 문제

로 구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애를 말한다(Kim & 
Shin, 2015). DSM-5에서는 말소리장애라는 용어를‘원인을 모르

는 말소리장애’에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임상에서는 주로 

말소리장애의 자음 산출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
중모음의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도 분명히 존재하며 치료

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한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과 음

향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단모음 산출 시 전설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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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par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evaluation and intervention by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diphthongs produced by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To confirm this, two groups of 10 children 
each,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were asked to imitate the meaningless two-syllable 'diphthongs + da'. The 
slope of F1 and F2, amount of change of formant, and duration of glide were analyzed by Praat (version 6.1.16). As a 
resul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found in the slope of  F1 of /ju/.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had smaller changes in formants and shorter duration time values compared to normal children,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amount of change in formant in the glide was found in F1 of /ju, jɛ/, F2 of /jɑ, jɛ/,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uration of glide in /ju, jɛ/.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ange of articulation 
of diphthongs i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normal children, thus the time it 
takes to articulate was reduc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ange of articulation and acoustic analysi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for evaluation and intervention regarding diphthongs of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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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Kang, 2018), 턱의 높낮이와 혀의 전후 움직임 범위가 제한

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Eom & Shin, 2018). 이중모음은 단모

음에 비하여 더 늦게 발달하며, 이중모음이 두 가지 이상의 모

음 조음 요소(개구도, 혀의 전후 위치, 원순성)의 협응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이 혀 운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자음의 산출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음 혹은 이중모음 산출에만 어려움이 있는 아

동이 존재함을 밝혀(Robb et al., 1999; Stokes et al., 2002) 말소리

장애 아동의 이중모음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말소리장애 집단에 관한 이중모음 연구는, 특

히 객관적인 음향학적 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이중모음은 하나의 조음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단

모음과 달리 두 개의 조음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들 수 있

다(Shin, 2011). 이로 인해 활음과 이중모음으로 구성된 이중모

음 산출 중 조음기관이 빠르게 변하는 활음 구간을 청지각적으

로 분간하기 어렵다. 혹은 음향학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이
중모음을 단모음화하면 활음 구간이 사라져 이중모음의 조음 

특성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대비되는 이중모음 산

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중모음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활음 구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정조음한 

음소를 분석하여 활음의 전이 구간에 기저하는 조음기관의 운

동 특성을 포먼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먼트(formant)
는 성도의 공명에 의해 강해지는 공명주파수로 제1 포먼트 주

파수(F1)는 혀의 위치와 역의 관계로 혀의 위치가 높아질 때 낮

은 값을 갖는다. 제2 포먼트 주파수(F2)는 혀와 입술 간의 거리

가 가까울수록 높은 값을 보인다(Ferrand, 2007). 조음기관의 움

직임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포먼트 변화량은 말 명료도와도 

관련이 있다(Kang, 2018; Tasko & Greilick, 2010).
최근 많은 이중모음 연구에서 다양한 음향학적 평가 지표들 

중 포먼트 기울기를 사용하였는데, 포먼트 기울기는 활음의 종

결지점에서 시작지점까지의 해당 포먼트 값의 주파수 변화량

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개념으로 일정 시간 안에 혀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성도의 모양이 변하였는가를 의미한다(Seo & 
Seong, 2015; Song & Seong, 2018). 

이에 본 연구는 포먼트 기울기라는 음향학적 지표를 사용하

여 이중모음을 산출함에 있어 시간 흐름에 따른 혀의 전후 및 

고저 움직임과 관련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평가 및 명

료한 이중모음 산출을 위한 임상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운동 특성 파악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이중모음 산출

에 관한 음향학적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되고 명료한 조음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음기관의 움직임 특성에 따라 오

조음이 나타나더라도 그 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음향학적 측정 

도구인 포먼트 기울기 및 기울기 구성 요소인 포먼트 변화량, 

활음 지속시간을 통해 이중모음의 전이 구간을 연구하여 말소

리장애 아동의 이중모음 산출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세 초반–만 5세 후반의 말

소리장애 아동 10명, 이들과 생활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성비는 남여 1:1로 맞추었다.
공통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모와 아동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며,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Kim et al., 2003) 검사 결과 언어 능력이 정상 범위에 속하며, 단모

음을 모두 정조음하고,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4판(Korean-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Ⅳ; 
Park et al., 2014)의 전체 지능 지수가 85 이상이며, 보호자에 의

하여 행동, 신체, 운동, 정서, 감각,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보

고된 아동을 선정하였다.
집단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U-TAP; 

Kim et al., 2004)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은 조음 능력이 –2 표준

편차 이하로 나타났으며, 일반 아동은 정상 범위에 속하는 아동

으로 선정하였다. 표 1은 집단별 연구 대상자의 연령, 자음정확

도, 본 실험에서 나타난 단어 수준 이중모음 정확도, PRES 등가

연령 개월 수, 전체 지능 지수의 평균을 정리한 표이다. 

특성
일반

(n=10)
말소리장애

(n=10)
연령(개월) 59.90±6.28 60.40±6.98
자음 정확도(%) 97.57±3.48 82.76±8.89
이중모음 정확도(%) 96.00±4.59 90.00±5.35
수용언어 발달연령(개월) 57.80±9.00 62.75±9.30
표현언어 발달연령(개월) 58.60±8.64 56.88±10.96
통합언어 발달연령(개월) 58.20±8.36 59.81±9.60

전체 지능 지수(점수) 103.10±8.33 106.75±9.42

표 1. 연구 대상자 정보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실험 자료

이중모음 10개 /야, 여, 요, 유, 예, 위, 왜, 워, 와, 의/(Shin, 
2011)가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평가 단어는 선행연구들(Seo & 
Seong, 2015; Song & Seong, 2018 등)을 참고하여 [이중모음+다]
의 형태인 무의미 2음절 구조로 설정하여 /야다, 여다, 요다, 유
다, 예다, 위다, 왜다, 워다, 와다, 의다/를 사용하였다. 

검사어는 훈련된 전문 성우가 소음을 배제한 환경에서 자연

스럽게 5초의 휴지를 두고 발화한 것을 녹음하여 제작하였다. 
위 10개의 무의미 2음절을 무작위로 두 번씩 배열하여, 아동이 

듣고 따라 말하도록 하였다.

2.3. 연구 절차

본 실험은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과 가정집의 조용한 방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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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소음 측정 애플리케이션 Sound Meter(SMART TOOLS, 
ver 1.7.4) 측정 결과 소음이 30 dB 이하인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

되었다. 아동이 책상에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27개의 

단어를 이 헤드폰으로 들려줄 거예요. 단어가 들릴 때마다 ○○

이는 이 소리를 따라 말하면 돼요. 따라 말하고 나면, 다른 단어

가 다시 들릴 거예요. 똑같은 것도 있어요. 다른 말은 하지 말고, 
따라 말해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이어폰 분할기로 검사자와 

아동이 동시에 소리를 들으며, 아동이 모방하여 산출한 소리를 

윈드 스크린이 장착된 DR-05X(TASCAM, Montebello, CA)을 사

용하여 15–20 cm 거리에서 녹음하였다(16 bit quantization, 44.1 
kHz sampling rate). 연구자는 아동이 헤드폰을 통해 들리는 7개
의 연습 문항을 모방하게 하였다. 연습 문항은 같은 조음 동작

이 후행 검사어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모음으로 하

였다. 그 후, 위 10개의 검사어를 두 번씩 총 20개의 무의미 2음
절을 들려주면서 서로 다른 검사어가 들릴 때마다 주의 집중을 

유도하며 따라 말하도록 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한 이중모음은 Praat(version 6.1.16)을 이용하여 각각 두 

번씩 녹음된 하나의 이중모음 중 한 번 이상 정조음한 음소를 

한 개씩만 분석하였으며, 두 번의 기회에서 모두 정조음한 경우

에는 소음이 덜 섞인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오조음의 기

준을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언어치료 경력을 가진 3명 중 1명 이

상이 오조음으로 판단한 음소를 오조음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이중모음 음소별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두 번의 기회 모

두 오조음한 /의/ 8개, /예/ 1개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야, 여, 요, 
유, 위, 왜, 와, 워/는 20개, /예/ 19개, /의/ 12개를 분석하였다.

Praat에서 음성파일을 불러온 후 포먼트 값을 추출하기 위하

여 Song & Seong(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포먼트 세팅(formant 
setting) 조건을 설정하고 활음 구간을 설정하였다.

포먼트 변화량, 활음 지속시간, 포먼트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

하여 이중모음의 활음 구간의 시작점은 진폭 부분이 규칙적이

고(Yang, 1993), F1, F2 주파수가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안정적으

로 시작하며(Seo & Seong, 2015), 활음의 시작점에서 F2의 대역

폭(bandwidth) 값이 500 Hz 이하인 지점의 포먼트로 정하였다

(Yang, 1993). 활음의 전이 구간은 포먼트 리스팅(formant listing)
의 주파수가 20 ms 동안 20 Hz 이상 변한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Kim et al., 2009). 활음의 종결지점은 마찬가지로 후행 모음의 

포먼트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관찰되는 지점으로 하였다. 그림 

1은 /여/의 Praat 에디터 창 화면이다.

그림 1. 이중모음 /여/의 포먼트
Figure 1. Formant of Diphthong /jʌ/

포먼트 기울기 식은 다음과 같다. 활음의 종결지점의 포먼트 

값에서 시작지점의 포먼트 값을 빼어 포먼트 변화량을 구하고 

활음 지속시간으로 나눈 절댓값을 포먼트 기울기로 구하였다

(Seo & Seong, 2015). 

F1 기울기 = 활음지속시간
활음종결지점활음시작지점      (1)

F2 기울기 = 활음지속시간
활음종결지점활음시작지점     (2)

2.5. 통계 처리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ver. 26, IBM,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집단의 표본 수가 정규 분포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

하지 않아 기술 통계 및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이중모음에서의 활음의 변화량, 지속시간, 기울기 차이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2.6. 신뢰도 분석

검사자 내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선정한 전체 자

료의 10%에 대하여, F1, F2 기울기를 재측정하고 두 측정 결과에 

대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870, p＜.01).
검사자 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제2 검사자(학부와 석사 

과정에서 모두 언어치료를 전공하고 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1급 언어치료사)가 제1 검사자(연구자)와 함께 활음 구간 

설정 기준에 대한 합의 및 측정 훈련을 거쳤다. 그 후 무작위로 

선정한 전체 자료의 10%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F1, F2 기울기를 

측정하고 제1 검사자와 제2 검사자의 측정 결과에 대하여 피어

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r=.85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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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활음 구간의 포먼트 변화량

3.1.1. 활음 구간의 F1 변화량

두 집단이 산출한 이중모음의 활음 구간의 평균 F1 변화량은 

표 2와 같다. /여/를 제외한 모든 이중모음에서 말소리장애 아동

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산술적으로 더 적은 F1 변화량을 보였

다. Mann-Whitney U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유/, 
/예/에서만 나타났다(Z=–2.721, p＜.01, Z=–2.205, p＜.05). 

이중
모음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Z-value 유의
확률

야
말소리 10 608.10 171.74

–0.076 .940
일반 10 612.37 265.29

여
말소리 10 412.78 127.77

–0.907 .364
일반 10 339.74 156.47

요
말소리 10 134.84 63.75

–0.605 .545
일반 10 138.41 66.57

유
말소리 10 49.89 43.55

–2.721 .007**

일반 10 123.82 59.98

예
말소리 10 274.62 84.71

–2.205 .027*

일반 9 362.95 62.99

위
말소리 10 42.64 20.78

–0.227 .821
일반 10 53.71 49.14

왜
말소리 10 298.11 166.42

–0.454 .650
일반 10 312.54 164.78

와
말소리 10 473.42 235.92

–0.227 .821
일반 10 524.95 180.37

워
말소리 10 260.94 153.11

–0.227 .821
일반 10 289.20 173.51

의
말소리 5 73.74 75.23

–0.406 .685
일반 7 84.47 69.78

*p＜.05, **p＜.01. 

표 2. F1 변화량의 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amount of change in F1

3.1.2. 활음 구간의 F2 변화량

두 집단의 활음 구간의 평균 F2 변화량은 표 3과 같다. /j, ɰ/
계열의 모든 이중모음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

하여 작은 값을 보였고, /w/계열 이중모음에서는 전반적으로 일

반 아동에 비하여 큰 값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
야/, /예/에서만 나타났다(Z=–2.041, p＜.05, Z=–2.205, p＜.05).

이중
모음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Z-value 유의
확률

야
말소리 10 1,015.38 214.43

–2.041 .041*

일반 10 1,197.47 227.00

여
말소리 10 1,314.11 223.34

–0.983 .326
일반 10 1,452.04 362.70

요
말소리 10 1,279.26 228.38

–1.058 .290
일반 10 1,407.05 386.39

유
말소리 10 992.90 438.43

–1.436 .151
일반 10 1,261.99 249.66

예
말소리 10 377.07 220.35

–2.205 .027*

일반 9 520.86 179.90

위
말소리 10 1,357.73 363.51

–0.529 .597
일반 10 1,607.77 801.88

왜
말소리 10 1,290.60 373.40

–1.436 .151
일반 10 1,056.92 332.59

와
말소리 10 593.92 228.61

–0.454 .650
일반 10 567.26 201.37

워
말소리 10 304.14 141.44

–0.076 .940
일반 10 298.77 106.97

의
말소리 5 1,025.31 529.89

–0.406 .685
일반 7 1,182.98 602.32

*p＜.05.

표 3. F2 변화량의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amount of change in F2

3.2. 활음 지속시간

집단 간 활음의 지속시간은 표 4와 같다. 모든 음소에서 말소

리장애 아동의 활음 지속시간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짧았다. 유
의한 차이는 /유/,/예/에서만 나타났다(Z=–2.041, p＜.05, Z=–

2.419, p＜.05). 

이중
모음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Z-value 유의
확률

야
말소리 10 87.66 7.89

–1.285 .199
일반 10 95.75 16.98

여
말소리 10 77.32 13.69

–1.436 .151
일반 10 86.03 18.99

요
말소리 10 75.60 13.81

–0.151 .880
일반 10 76.27 22.07

유
말소리 10 69.71 20.66

–2.041 .041*

일반 10 89.10 11.49

예
말소리 10 75.69 18.15

–2.419 .016*

일반 9 98.03 17.70

위
말소리 10 72.21 19.61

–0.378 .705
일반 10 76.16 20.49

왜
말소리 10 95.72 17.59

–0.832 .406
일반 10 101.50 21.21

와
말소리 10 71.46 13.23

–1.814 .070
일반 10 81.22 13.36

워
말소리 10 61.44 17.93

–1.436 .151
일반 10 72.81 12.75

의
말소리 5 95.85 22.36

–0.731 .465
일반 7 105.79 18.19

*p＜.05.

표 4. 활음 지속시간(ms)의 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the duration of g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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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먼트 기울기

3.3.1. F1 기울기

두 집단이 산출한 이중모음에서 나타난 활음의 F1 기울기는 

표 5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유/에서만 나타났다

(Z=–2.343, p＜.05).

이중
모음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Z-value 유의
확률

야
말소리 10 6.88 1.58

–0.832 .406
일반 10 6.15 2.05

여
말소리 10 5.49 2.02

–1.663 .096
일반 10 3.91 1.77

요
말소리 10 1.69 0.59

–0.680 .496
일반 10 1.86 0.96

유
말소리 10 0.73 0.60

–2.343 .019*

일반 10 1.40 0.64

예
말소리 10 3.77 1.15

–0.408 .683
일반 9 3.75 0.84

위
말소리 10 0.65 0.47

–0.302 .762
일반 10 0.71 0.61

왜
말소리 10 3.21 1.91

–0.302 .762
일반 10 3.10 1.52

와
말소리 10 6.54 2.97

–0.227 .821
일반 10 6.47 2.05

워
말소리 10 3.96 1.78

–0.227 .821
일반 10 4.06 2.43

의
말소리 5 0.68 0.52

–0.244 .808
일반 7 0.87 0.79

*p＜.05.

표 5. F1 기울기의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F1 slope

3.3.2. F2 기울기

두 집단이 산출한 이중모음 내 활음의 F2 기울기는 표 6과 같

다. 모든 이중모음 음소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중
모음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Z-value 유의
확률

야
말소리 10 11.63 2.36

–0.756 .452
일반 10 12.66 2.04

여
말소리 10 17.32 3.33

–0.076 .940
일반 10 17.10 3.88

요
말소리 10 16.79 2.07

–0.756 .452
일반 10 19.26 6.06

유
말소리 10 14.47 5.60

–0.076 .940
일반 10 14.34 3.38

예
말소리 10 5.02 2.38

–0.163 .874
일반 9 5.67 3.26

위
말소리 10 19.42 4.88

–0.378 .705
일반 10 20.74 7.16

왜
말소리 10 13.71 4.32

–1.587 .112
일반 10 10.59 3.21

와
말소리 10 8.15 2.36

–1.361 .174
일반 10 6.88 1.70

워
말소리 10 5.19 2.10 –1.134 .257
일반 10 4.21 1.55

의
말소리 5 10.68 6.04 –0.244 .808
일반 7 11.26 5.99

표 6. F2 기울기의 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F2 slop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다른 이중모음 산

출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음 분석에 주로 사용되

는 객관적인 음향학적 도구 Praat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

펴보았다.
혀의 고저와 관련된 F1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F1 기울

기의 집단 차는 /유/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를 제외한 

다른 이중모음에서의 F1 기울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울기 값이 비율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포먼트 기울기는 활음 지속시간당 포먼트 변화량의 값으로, 
두 집단 간에 활음 지속시간과 포먼트 변화량에 차이가 있더라

도 비율이 비슷할 경우에는 기울기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활음 지속시간과 F1 변화

량 각각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전반적

으로 적은 값을 가졌다. 또한 활음 지속시간과 F1 변화량 모두 /
유/와 /예/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유의하

게 적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말소리장애 아

동이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작은 범위로 혀를 움직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활음을 조음할 

때 비교적 작은 혀의 상하 움직임 범위를, 이로 인하여 더 짧은 

활음 지속시간을 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단모음을 산출할 때 혀의 전후 움직임과 턱

의 높낮이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선행연구와도 관련이 

있다(Eom & Shin, 2018).
다음으로 혀의 전후 움직임과 관련한 F2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F2 기울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
지만 F2 변화량을 살펴보았을 때, 말소리장애 아동의 /j/계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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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음(/야/, /여/, /요/, /유/)에서의 변화량이 일반 아동보다 작았

다. 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혀의 전후 움직임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제한적이라는 선행연구(Kang, 2018)와 연관 지을 수 있

다. 또한, F2 변화량과 기울기를 살펴보았을 때, 말소리장애 아

동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활음 /w/ 계열의 /위/에서는 작은 값을, 
/왜/, /와/, /워/에서  큰 값을 보였다. 이는 활음 /w/가 후설 고모음 

/u/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며, 후행 모음이 전설 고모음인 경우 

조음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혀의 전후 움직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혀의 전후 움직임의 어려움을 원

순음으로 입술을 오므리는 움직임을 통해 보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F2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는 /야, 예/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야/에서는 혀의 제한된 전후 움직임, /예/에서는 혀의 상하 

움직임(F1)뿐만 아니라 전후 움직임(F2) 범위의 상대적인 제한

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혀가 전방화 되거

나, 후방화 되더라도, 혹은 위치가 같더라도 움직임이 불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12). 이 밖에 활음 시작점과 끝점의 F2
값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 조음기관이 움직이는 패턴은 동일하나 조음기관의 

전후 움직임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F1, F2 모두 포먼트 변화량과 활음 지속시간에서 전반적으로 

집단 간 수치의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몇 개의 음

소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조음의 비일관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말소리장애 집단 내 다양성, 정조음된 음소라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지각적으로 정조음으로 판단

된 이중모음에 관하여 두 집단의 포먼트 기울기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유사한 이중모음 조음 패턴을 보인다 하더

라도 음향학적인 차이가 있었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비교적 작

은 혀의 상하 및 전후 운동 범위와 이로 인하여 짧은 지속시간

이 나타났다. 반면, 일반 아동은 포먼트의 확연한 변화와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긴 활음 지속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말소리장애 아동의 이중모음에 관한 

음향학적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조음 운동 특성을 기초

로 하여 이중모음 산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한다면, 기저의 조음 

운동 관련 요인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판단하여 중재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결과처럼 공식에 따른 기울기

값에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그 값의 구성 요소(분자, 분
모)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청지각적으로는 정조음한 것으

로 판단되는 음소라 할지라도, 이중모음 산출 특성의 차이를 세

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말소리장애 집단의 이중모음 산출 특성을 파악

할 때에는 기울기 자체보다 조음 범위 및 활음 지속시간 변인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말소리장애 아동은 이중모음 

산출에 있어 조음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서 활음 구간에서의 

포먼트 변화량이 이중모음 산출 능력의 객관적 파라미터로 사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가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말소리장애 아동의 이중모음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거

나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별로 소수인 연

구 대상 인원, 그리고 말소리장애 집단 내 다양성으로 인하여 

집단의 특성을 좀 더 분명히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
지각적인 평가를 동반하여 음향학적 평가와의 관련성을 파악

한다면 임상적으로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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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말소리장애 아동이 산출한 이중모음의 음향학적 특성*

조 윤 수1․표 화 영2․한 진 순1,3․이 은 주4

1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3이화말언어상담연구소, 4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말소리장애 아동이 산출하는 이중모음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 및 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말소리장애 아동의 이중모음 산출 특성에 관한 음향학적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간 이중모음 산출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각 10명의 만 4–5세 말소리장애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무의미 2음절 ‘이중모음+다’를 모방하도록 하였다. 산
출된 이중모음의 활음 구간 내 제1, 2 포먼트 기울기, 포먼트 변화량, 활음 지속시간을 Praat(version 6.1.16)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간 /유/의 F1 기울기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말소리장애 아동이 일

반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은 포먼트 변화량과 더 짧은 활음 지속시간을 보였다. 유의한 포먼트 변화량의 집단 

간 차이는 /유, 예/의 F1과 /야, 예/의 F2에서 나타났으며, 유의한 활음 지속시간의 차이는 /유, 예/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이 이중모음을 조음하는 범위가 일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그만큼 조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이중모음에 관한 평가와 중재를 할 때 말소

리장애 아동의 조음 범위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음향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핵심어: 이중모음, 말소리장애, 스펙트로그램, 음향학적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