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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일반아동의 말소리발달과 기능적 음운장애 아동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중 두 자음 연쇄 조건에서 3～4세 일반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오류, 어중종

성의 종류에 따른 오류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어중종성의 음운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진 후행 어중초성의 종류에 따라 오류율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3세부터 4세까지의 아동을 6개월 단위로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각각 남아 

4명, 여아 4명,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32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어중종성과 어중초성의 

가능한 연쇄 77개의 경우에 대하여 고유낱말로 평가문항을 구성하고 전달구에 넣어 따라 말하

기를 통해 유도하여 녹음하고 전사한 뒤 분석에 이용하였다. 결과:  연령별로 네 집단 특히 

3세 전후반 집단은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4세에 이르면 어중종성이 따라 말하기 

조건에서 완전습득 되었다. 어중종성의 발달은 치경음, 양순음, 연구개음 순서로 이루어지며 

어중초성에 폐쇄음이 올 때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 결과는 3∼4세 일반아

동의 어중종성 발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말소리장애가 있는 아동의 어중종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오류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가문항이 

보강되어야 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177-186.

핵심어:  어중종성, 조음음운발달, 두 자음 연쇄

Ⅰ. 서 론

구어의 모든 소리들은 독립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항상 특정 환경에서 여러 소리들과 어울리면서 산출

된다. 이런 산출과정에서 소리들은 변화를 겪게 되고 

특히 우리말을 사용하는 성인들은 우리 말소리에서 

허락하지 않는 연쇄가 나타날 때 소리를 대치시키거

나 축약하거나 탈락 및 첨가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렇게 원래 형태의 소리를 낼 수 없게 하는 것을 한

국어의 음운 현상(혹은 음운변동)이라고 하며, 이 중 

특히 연쇄 제약을 살펴보면 경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유음화, 격음화, /j/탈락, 동일 조음위치 장애음 탈락, 

유음의 비음화를 들 수 있다(신지영, 2011). 이 가운데 

/j/탈락(/ㅈ,ㅉ,ㅊ/와 활음/j/의 연쇄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지 변동은 모두 어절(혹은 음운구) 내

에서 어중 두 자음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변동이다. 모

음이 중간에 없이 자음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유일한 

상황인 어중종성과 어중초성의 연쇄는 한국어를 사용

하는 성인들도 형태소의 음소를 모두 살려서 발음하

기 어려운 환경으로 다양한 음운 현상이 나타난다. 따

라서 어중종성과 어중초성의 두 자음 연쇄 조건은 우

리말에서 이웃하는 음소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 소리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절 내 위치와 

음절 내 위치를 모두 고려해 본다면 어중종성은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어두초성에서라면 폐쇄음

과 비음은 우리 말 소리 중 가장 먼저 습득되는 소리

이지만 초성에 비해 종성의 발달이 늦고, 또 어두와 어말

에 비해 어중이 늦기 때문이다(김수진․신지영, 2007). 

어중종성에서의 음소발달을 살펴보면 조음위치에 따

라 양순음이 2～4세에 발달하고 치경음과 연구개음은 

5세 전후에 습득된다. 또한 조음방법 측면에서 본다면 

비음이 2～4세에 발달하고 유음은 3～4세, 폐쇄음이 

5세 전후에 습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정, 2006; 

홍진희․배소영, 2002). 권진영(2012)은 3세 전반과 후

반 사이에도 어중종성의 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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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세부터 4세에 이르

는 시기가 어중종성 발달에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습득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아동

들은 어중종성에서 늦게 습득되는 소리를 제대로 산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자신이 산출할 수 있는 다른 

소리로 대치하거나 탈락하는 등의 오류 음운 패턴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조음음운장애 아동이나 일반 아동의 어중 종성에

서 나타나는 오류 음운 패턴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

(권진영․김수진, 2011; 김민정, 1997; 2006; 김민정․

배소영, 2000; 김수진, 2010)을 통해 찾아낸 결과를 요

약해 보면, 어중 종성은 바로 다음에 오는 어중초성의 

조음위치에 따라 역행동화 되거나 탈락되는 형태가 가

장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민정(2006)은 

2～6세 사이의 일반 아동에게서 어중종성 오류 중 66%

가 후행하는 어중초성의 조음위치에 따라 역행동화 되

고, 30%가 탈락형태였지만, 최종적으로 음운변동 분

석도구에서는 ‘전형적 어중단순화’라는 명칭으로 어중

종성의 탈락과 역행동화를 합하여 분석하였다.

어중종성에서 나타나는 오류변동 분석에서 역행동

화와 탈락의 구분이 애매해진 이유는 성인의 발화에

서도 어중에서 두 자음이 만나면 경음화, 유음의 비음

화를 통해 연쇄되는 어중초성이 변화되거나, 장애음의  

비음화, 유음화, 동일 조음위치 장애음 탈락을 통해 어

중종성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의 오류 

형태에 이미 연쇄되는 어중초성에 음운 현상이 반영되

고 어중종성이 탈락된 경우 어중종성이 역행동화된 것

인지 혹은 탈락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구체적인 예

를 들어 본다면, 책상을 /채(ㄷ)쌍/(실현되는 형태는 

음향학적으로 /채쌍/과 /챋쌍/이 구별되지 않는다)이

라고 오조음한 아동은 연쇄된 어중초성 /ㅆ/에 의해 

조음위치 역행동화가 일어난 후에 동일 조음위치 장

애음이 탈락되어 종성 /ㄷ/가 생략된 것인지, 연쇄된 

/ㅆ/와 상관없이 종성 /ㄱ/가 생략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어중종성 오류가 탈락인지 동화대치인지 그 

오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중초성에서 경음이

나 격음이 오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맥락에서 평가를 

하여 나타난 음운 현상의 기저 원인을 찾아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홍진희․배소영(2002)은 3세의 경우 어

중초성에 치경마찰음이 오는 경우 조음오류가 더 빈

번해진다고 하면서 어중종성의 오류에 음소환경이 중

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어

중종성의 오류는 후행하는 어중초성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연

구는 거의 없다(권진영․김수진, 2011). 

특정 위치에서 나타나는 조음음운현상의 발달을 살

펴보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바

람직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자발화로부터 가장 통제

가 완벽하지만 일상의 의사소통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무의미 낱말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중종성이 우리말에서 어중초성과 만

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의사소통적 기능은 있지만 어느 정도 통

제된 상황에서 실험적인 평가과제를 통해 3세에서 4세 

아동의 어중종성이 어떻게 습득되어 가는지 6개월을 

단위로 나눈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어

중종성의 음소별 습득순서와 함께 각 종성이 어떤 어

중초성과 연쇄될 때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지 분석하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3～4세 아동을 연령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3세 전반(3;0～3;5), 3세 후반

(3;6～3;11), 4세 전반(4;0～4;5), 4세 후반(4;6～4;11) 

각 집단별로 8명씩(성비 동일) 총 32명이 참여하였다. 

선정 기준은 어린이집 교사가 인지 및 전반적 발달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우리말 조음-음

운평가(U-TAP)(김영태․신문자, 2004)에서 -1SD 

이상,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김영태 외, 

2009)에서 수용어휘력 검사 결과 -1SD 이상인 아동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도구

어중이라는 조건에서 따라 말하기를 통해 종성 조

음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 고유 낱말을 

실험자료로 채택하였으며 3음절어로 통일하였다. 고

유 낱말을 채택한 이유는 의사소통 유용성 측면과 실험

적 통제 조건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낱말과 무의미 낱

말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사소통 유용성 측면

에서 보면, 고유 낱말은 무의미 낱말보다는 실제로 의

사소통 상황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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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조음이 요구되는 낱

말이다. 실험적 통제조건 측면에서 보면, 모든 고유 낱

말은 무의미 낱말에 비해서는 사용빈도와 친숙도 통

제가 어려운 편이지만, 일반 낱말과 비교할 때 사용빈

도와 친숙도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다. 평가낱말의 정반응 기준은 성인 5명이 읽으면서 

보인 반응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평가낱말을 <부록 - 1>에 제시하

였다. 원래 우리말 종성 7개 이어서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초성의 개수 18개를 곱하면 126개의 경우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말 음운규칙에서 함께 오지 않

는 음소연쇄 조건 25개(신지영, 2008)를 배제하고, 어

중초성 /ㅎ/가 오는 경우 약화되거나 생략되어 어중종

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제외

하고, 어중 종성 /ㄷ/의 경우 연쇄된 자음의 조음위치

로 동화된 후 탈락되기도 하여 발음된 것을 지각적으

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여 총 77개의 경우에 

해당하는 평가낱말을 제작하였다. 

3. 절차

모든 아동이 동일한 조건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자가 시범을 보인 뒤 따라 말하도록 하였

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 아동에게 사람이나 가게 혹은 

동네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좀 크고 똑똑하게 말하되 끊

어서 말하지 말고 한 숨에 문장으로 이어서 말하도록 

하였다. 세 개의 연습문항을 실시한 뒤 숙지되었으면 

실험을 시작하였고, 같은 연습문항을 모두 성공할 때

까지 반복한 뒤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각 낱말은 “---

이에요”라는 전달구에 넣어서 발화하도록 하였다. 잘 

못 들은 경우 손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표시한  

경우 다시 한 번 들려주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녹음한 뒤  

바로 전사하였고 아래 공식과 같이 정확도 및 오류율

을 구하였다. 어중종성 이외의 오류는 분석하지 않았

다. 전체 자료의 약 20%인 6명의 자료를 무선적으로 

선정한 자료에 대하여 언어치료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1급 치료사가 평가한 결과 97.6%의 평가자간 일치도

를 보여주었다.

정확도(%)=
정확하게 조음한 어 종성

×100
어 종성 평가 기회

(모두 오반응이면 0%, 모두 정반응이면 100%)

오류율=
어 종성 오류 수

어 종성 평가 기회

(모두 오반응이면 1, 모두 정반응이면 0)

Ⅲ. 연구 결과

1. 연령집단에 따른 어중종성 정확도

네 개의 연령집단별 어중종성 정확도는 <그림- 1>, 

<표 - 1>과 같다. <그림 - 1>의 상자도표는 중앙값

과 ±1 표준편차 및 범위를 보여준다. 평균과 중앙값을  

통해 연령별로 정확도가 증가되고, 표준편차와 범위를  

통해 집단 내 분산의 정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확도 평균을 살펴보면 3세 전반은 약 

84%이며, 4세에 이르면 약 99%의 정확도를 보인다. 

3세의 경우에는 전반과 후반 두 집단 모두 집단 내 범

위와 편차가 크지만 4세에 이르면 범위와 편차 모두 줄

어든다.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F(3, 28)=13.874, p< .001), 사후분석을 통해 3세 전반

은 나머지 세 집단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3세 후반도 4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4세는 전후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1> 연령집단별 어 종성 정확도 상자도표

<표- 1> 연령집단별 어 종성 정확도
(단위 : %)

집단 평균 표 편차

3세 반 84.30 9.35

3세후반 91.45 4.07

4세 반 98.54 1.90

4세후반 99.03 1.90

체 93.33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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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에 따른 어중종성 음소별 오류율 

네 개의 연령집단에 따른 어중종성 음소별 오류율

은 <표- 2>, <그림- 2>와 같다. 모든 연령 집단에서  

가장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은 연구개폐쇄음 /ㄱ/였으

며, 그 다음으로 오류가 많은 것은 연구개비음 /ㅇ/이고  

다음으로 양순폐쇄음 /ㅂ/와 양순비음 /ㅁ/와 유음 /ㄹ/

였다. 가장 오류가 적은 것은 치경비음 /ㄴ/였다. 어중

종성 음소별 오류는 조음방법과 조음장소가 모두 영향

을 미쳐, 조음장소별로 나열한다면 연구개음에서 가장  

오류가 많았고 다음이 양순음, 치경음 순서로 나타났

으며, 조음방법별로는 폐쇄음이 공명음보다 많은 오류

를 보였다. 

<표- 2> 연령에 따른 종성 음소별 오류율

ㅂ ㄱ ㅁ ㄴ ㅇ ㄹ

3세 반 .14 .57 .11 .01 .19 .13

3세후반 .06 .16 .12 .02 .12 .06

4세 반 .02 .04 .01 .00 .02 .01

4세후반 .04 .04 .00 .00 .00 .01

평균 .06 .20 .06 .01 .08 .05

<그림- 2> 연령에 따른 종성 음소별 오류율

종성 음소별로 각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폐쇄음 /ㅂ/와 비음 /ㄴ/의 오류율은 연령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ㄱ/((F(3, 28) =

20.90, p<.001), /ㅁ/(F(3, 28) =4.86, p<.01), /ㄹ/(F(3, 28) =

3.42, p< .05), /ㅇ/(F(3, 28 )= 7.86, p< .01), 네 개 종성

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

정 결과 음소 /ㄱ/는 3세전반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 

사이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ㄱ/

와 달리 나머지 세 음소 즉 /ㅁ/, /ㅇ/, /ㄹ/는 모두 3세

와 4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음소 /ㅁ, ㅇ, ㄹ/는 모두 3세와 4세 안에서 전후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어중 두 자음 연쇄 조건에 따른 종성 오류율 비교

우선 폐쇄음 /ㅂ/와 /ㄱ/의 오류를 살펴보면 <표-

3>, <표 - 4>와 같다. 표의 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는 

32명의 대상 아동 가운데 오류를 보인 아동의 수이다. 

또한 0이 표시된 칸은 기회가 있었으나 오류가 나타나

지 않은 것이고 빈 칸은 원래 기회도 없었던 칸을 의미

한다. 가장 어려운 연쇄는 각 표(<표- 3～7>)에서 굵

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종성 /ㅂ/에는 같은 폐쇄음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어려웠으며 거리가 먼 연구개음에

서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성 /ㄱ/에 이어지는 

초성별 오류율에서는 같은 폐쇄음이면서 거리가 먼 양

순음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파찰음이 나올 때 

오류율이 높았다. 어중종성에서 폐쇄음이 올 때 가장 

어려운 조건은 같은 폐쇄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개폐쇄 종성은 양순폐쇄음이 초성으로 이어질 때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종성ㅂ에 이어지는 성별 오류율(인원수)

종성ㅂ 폐쇄음 찰음 마찰음

설정음 .14(8) .05(2) .05(3)

연구개음  0(0)

<표- 4> 종성ㄱ에 이어지는 성별 오류율(인원수)

종성ㄱ 폐쇄음 찰음 마찰음

양순음 .28(13)

설정음 .14(8) .20(11) .16(5)

다음으로 비음 /ㅁ/와 /ㅇ/의 오류를 살펴보면 <표-

5>, <표 - 6>과 같다(/ㄴ/의 경우 모든 오류가 조음

위치 동화된 수의적 형태이므로 제시하지 않았다). 종

성 /ㅁ/에는 거리가 먼 연구개폐쇄음이 올 때 가장 오

류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어중초성에 폐쇄음이 올 

때 가장 오류가 많았다. 종성 /ㅇ/에 이어지는 초성별 

오류율에서도 거리가 가장 먼 양순폐쇄음에서 가장 높

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같은 폐쇄음이라도 거리가 가

까운 연구개음에서는 오류율이 가장 낮았으며, 거리

가 먼 양순음이라도 방법이 같은 비음이 이어지는 경

우 오류가 거의 없었다. 전반적으로 양순비음 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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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음이 뒤에 오는 경우에 오류율이 높았으며, 연구

개비음 종성은 조음위치가 먼 양순폐쇄음이 올 때 가

장 어렵고 치경음이나 치경경구개의 다양한 소리들에

서는 오류율이 유사한 반면, 같은 조음위치인 연구개

폐쇄음과 같은 조음방법인 비음이 초성으로 이어지면 

거의 오류가 없었다. 

<표- 5> 종성ㅁ에 이어지는 성별 오류율(인원수)

종성ㅁ 폐쇄음 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양순음 .03(3) .06(2)

설정음 .06(6) .02(2) .04(4) .06(2) .03(1)

연구개음 .08(7)

<표- 6> 종성ㅇ에 이어지는 성별 오류율(인원수)

종성ㅇ 폐쇄음 찰음 마찰음 비음

양순음 .17(13) .03(1)

설정음 .06(5) .04(4) .02(2) .08(3)

연구개음 .02(1)

마지막으로 유음 /ㄹ/의 연쇄 오류는 <표 - 7>과 

같다. 종성 /ㄹ/에는 같은 공명음인 양순비음이 초성

으로 올 때 오류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같은 위

치인 치경폐쇄음이 올 때 가장 많은 아동이 오류를 보

였다. 양순비음 이외의 오류는 나타나기는 하지만 미

미한 수준이다. 

<표- 7> 종성ㄹ에 이어지는 성별 오류율(인원수)

종성ㄹ 폐쇄음 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양순음 .03(2) .14(5)

설정음 .09(6) .08(4)  0(0) 0(0)

연구개음 .03(1)

Ⅳ. 논의 및 결론

3세 전반 아동의 경우 어중종성에서 평균정확도가 

85%내외로 개인차도 크게 나타난 반면, 4세 전후반에 

이르러서는 약 99%의 정확도를 보이고 개인차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만 4세가 되면 친숙도가 낮고 거의 

사용빈도가 없는 고유낱말을 전달구 수준의 따라 말하

기 조건에서 어중종성을 완전습득하였다고 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어중종성 음소별 오류율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폐

쇄음/ㄱ/가 가장 어렵고 다음이 연구개비음/ㅇ/, 양순

폐쇄음/ㅂ/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양순비

음/ㅁ/, 치경설측음/ㄹ/, 치경비음/ㄴ/의 순서이며 연

구개폐쇄음은 특히 3세 초반의 경우에 다른 집단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오류율이 높았다. 어중

종성 /ㅇ/, /ㅂ/, /ㅁ/, /ㄹ/는 3세와 4세 사이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

본다면, 어중종성은 조음위치에 따라서 분명한 난이도

를 갖고 있었는데 치경음의 오류가 가장 적고 다음이 

양순음이었으며 연구개음이 가장 어려웠다. 연구개음

이 가장 어려운 이유를 추정해본다면 시각적 단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조음

방법에 따라서 어중종성의 오류율을 살펴보면 폐쇄음

이 공명음보다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음이 

어중종성으로 올 때 어려운 이유는 후행하는 어중초성

의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어중종성의 오류형태는 

대부분 어중초성의 조음위치로 역행동화되는 것이었

는데, 폐쇄음 /ㄱ, ㅂ/의 후행초성은 모두 조음위치가 

다른 소리가 오게 되므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지기 때문일 수 있다.

3세 집단의 경우 어중종성의 오류율에 큰 차이가 나

타난 반면 4세 집단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어중종성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순서는 네 

집단이 동일한 패턴이었으며 이전 연구 결과(홍진희․

배소영, 2002)와도 유사하였다. 결과에서는 오류율만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아동들의 오류패턴을 살펴

보면 폐쇄음과 비음은 모두 같은 조음방법의 다른 조

음위치 음소로만 대치되었다. 실험과정에서 아동 32명

은 종성에서 폐쇄음과 비음을 각 아동별로 61회씩 산

출하게 되는데 약 2000번의 기회 가운데 120회의 오류

가 있었고, 이 중 탈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동 

두 명이 보인 비음 중/ㅁ, ㄴ/의 탈락 2회씩 총 4회로 

전체 오류 중 탈락은 3%에 불과하고 97%가 같은 비

음의 조음위치 이동으로 인한 오류였다. 

이에 비해 유음은 약 500회 산출 기회 가운데 나타

난 27회의 오류 중 21회가 탈락이었으며 6회는 모두 

비음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음의 경우에

도 뒤에 설정음의 격음이나 경음이 온 것은 모두 폐쇄

음화 즉 ‘ㄷ’로 변동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1회 탈락 중 16회가 설정음의 경음과 격음 앞이었으

며(‘이길태’를 /이기(ㄷ)태/라고 발음한 경우 어중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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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이 치경폐쇄음으로 대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음), 또한 설정음 중 평음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 ‘여솔

주’를 /여소(ㄷ)쭈/, ‘설도우’를 /서(ㄷ)또우/라고 하여 

경음화되었는데 이는 설정폐쇄음으로 어중 종성이 대

치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설정음  

경음과 격음이 아닌 경우의 분명한 탈락은 27개의 오

류 가운데 단 3회에 불과하였다. 어중 유음의 변동은 

폐쇄음화가 18회, 비음화가 6회, 탈락이 3회라고 해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비음의 탈락이 4회, 유음의 

탈락이 3회로 종성탈락이 일반아동의 발달과정과 말

장애 아동에게서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밝힌 많은 이

전 연구 결과들(김민정, 1997; 김영태, 1992; 조정연․

김상선, 2007)과는 매우 다르게 오류형태를 해석할 수

도 있다. 이후 구체적인 오류 형태에 대한 분석 연구에

서 이 문제는 다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의 평가낱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말소리 

특성상 어중초성에 설정음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설정

음 앞에서 설정음화 특히 /ㄷ/로 되면서 어중초성이 

경음과 격음이 되면 탈락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탈락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분석 분

류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탈락이 된 것인지 

역행동화가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중초성에 

평음이 오는 경우나 어말종성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를 충분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사용한 말자료는 폐쇄음의 경우 한 아동 당 7회의 기

회밖에 없으며 특히 비설정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ㅂ/

는 1회, /ㄱ/는 2회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어중종성 중 

폐쇄음의 오류 특성에 대해서 탈락, 대치, 동화의 기준

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

된 평가 기회만으로 과제를 구성하였기에 평음, 경음, 

격음과 같은 발성유형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없었다. 

어중종성의 오류패턴에 대한 결론 역시 후속 연구 과

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중의 음소 연쇄 가운데 전반적

으로 어중종성은 후행하는 초성이 공명음이 오는 것이  

용이한 것을 보여주었다. 후행초성으로 폐쇄음이 오는  

것이 가장 어렵고 다음이 파찰음 다음이 마찰음 순이

었다. 폐쇄의 정도가 클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쇄음 종성은 다음 초성에 설정음이나 양순음이 

오는 것이 어려운 반면 연구개음이 오는 것은 쉽다. 

비음종성은 자신의 조음위치와 멀수록 힘들고, 설측음

은 조음위치랑 가까운 것이 더 어려웠다. 이전에 마찰

음과 비마찰음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홍진희․

배소영, 2002)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한 집단의 

아동이 단지 8명에 불과하였으며 어중종성과 어중초

성의 각 연쇄에 대한 문항이 한 개씩만 있는 과제의 

특성상, 이 연구 결과로 특정 연쇄가 다른 연쇄들보다 

유의미하게 어려운 지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쇄마다 기회를 1회로 제한하였

기에 충분한 경우의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어중

종성의 오류만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결과

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람 이름이라는 인위적 실

험조건이라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어중종성의 위치가 첫 번째 음절에 들어간 경우 마치 

성과 같이 인식되고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간 경우 이름

의 중간으로 인식될 수 있어 다른 일반 낱말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었다. 음절구조와 친숙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본 연구 도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권진영(2012)이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2∼

3음절의 일반낱말 조건에서 그림과 모방으로 유도한 

반응의 어중종성 오류양상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음

은 조심스럽게 일상 발화 조건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

음을 기대하게 한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조건을 

통제한 무의미낱말수준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일반 낱

말수준, 나아가 자발화 수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분

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말소리 장애가 있는 

집단은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다

양한 말장애 집단에서 각기 어중종성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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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어 종성 평가과제 고유어 목록

ㅂ ㄱ ㅁ ㄴ ㅇ ㄹ

ㅂ X X 엄부경
오운보

오움보
* 강백호 이설보

ㅃ X 이각뿔 이담빠
이원뿔

이웜뿔
* 풍빠모 이알뿌

ㅍ X 이국포 김평도
이원

이웜 * 병포리 설푸름

ㄷ X X 동이 간동이 이상동 설도우

ㄸ
/입떵니/

입떡리

/박 리/

박똘이
해남땅 까인따 장 리 길똥이

ㅌ 오갑태 이 태 김태안 오분토 이강토 이길태

ㄱ X X 김경자
이은경

이응경
* 이상규 이길구

ㄲ 이압꿀 X 김꼬미
김은꽃

김응꽃
* 오앙끄 우달꼬

ㅋ X X 심코호
이안카

이앙카
* 아잉카 필로코

ㅈ X X 남지훈 이민 오성진 여솔주

ㅉ 짜리
/박쩌꼴/

박쩍골
이암짜 신짜호 이강짜 이말짜

ㅊ 이갑천 오숙철 엄창수 아인창 이성찬 최일창

ㅅ X X 담서리 송민서 강승민 알사투

ㅆ 김갑썽
/이덕쑤/

이덕수
이 조원 오쿵쓰 우알싸

ㅁ X X 이삼무
오순미

오숨미
* 오성민 이돌마

ㄴ X X 김나라 이안나 이정남 X

ㄹ X X X X X 이길라

평가기회 6 7 16 16 16 16

X :우리말 음운배열규칙에 의해 배제된 연쇄 (신지영, 2008)
*
 :수의적인 음운현상으로, 예비실험 중 성인이 읽는 형태에서도 나타나 정반응으로 채점

/ /:실제 발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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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da Error Patterns at Word-Medial Position for 3 to 4 Year Ol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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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Korean children differ in the phonological process of coda at word- 
medial and word-final position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error patterns in word-medial position codas when working with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s. In order to further develop evaluation tools to aid these children, this study investigated
coda error patterns in word-medial positions in normally developing Korean children between 
the agesof 3 and 4.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24 children, ages 3 to 4, without speech 
and language delay.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age(with 6 month 
age gaps). Seventy-seven artificial words with every possible bi-consonants matrix at the word- 
medial position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Results: The findings are described below. First, the
early 3 year old group(group I) showed more significant errors than the three other groups(group
Ⅱ,Ⅲ, and Ⅳ). Second, the difficulty level of the coda consonant pronunciation went from velar,
bilabial, and alveolar sounds according to the place of articulation. The most difficult sound was 
velar stop /k┓/. Third, stop sounds after a coda showed more errors than other sounds(affricate, 
fricative, nasal, and lateral). In addition, sonorant sounds after a coda showed fewer errors than 
obstruent sounds.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developmental
patterns in Korean word-medial position codas. Error rates differed according to (1)age, (2) 
placement and manner of articulation for coda consonants, and (3)consecutive sound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s, we should continue to develop a test for codas 
in the word-medial posi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177-186)

Key Words: phonological process, coda error pattern, phonological development, word- 
medi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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