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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음운변동 분석은 정상아동의 음운발달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음운오류 패턴을

연구하는 데 흔히 사용되어 왔다. 많은 연구자들은(김영태, 1996; 배소영, 1994, 1995; 엄정희,

1994) 정상아동이 비음, 파열음, 성문음을 3세 전에, 파찰음, 치조마찰음, 유음을 그 이후에 습득

하고, 이 중 비음과 파열음은 음절구조 측면에서 종성을, 조음위치 측면에서 후설음을 늦게 습득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음운발달 과정에서 종성생략, 후설음의 전설음화, 파찰 및 마

찰음의 정지음화, 유음의 과도음화라는 음운오류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다.

음운발달 과정에서는 인접한 말소리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동화변동도 흔하게 나

타난다(Stoel- Gammon & Dunn, 1985). 그리고 동화변동 분석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대치변동이

아니라는 검증이 필요하다(Lowe, 1994). 동화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김영태(1992b, 1995)는 정상아동

에게서 치조음동화와 정지음동화가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문헌에서도 음운발달 상 2- 3세 아동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변동이 어말종성생략, 자음

군축소, 전설음화, 정지음화, 유음의 과도음화라고 지적하였는데(Dy son & Paden, 1983;

Grunw ell, 1987; Robert s, Burchinal & F oote, 1990), 영어의 특이성에 기인한 자음군축소를 제외

하면 한국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동화변동에서는 양순음동화, 연구개음동화, 비음동화가

빈번하다고 지적하여(Bernthal & Bankson, 1988; Low e, 1994; Stoel- Gammon & Dunn, 1985) 한

국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김영태(1995)는 60명의 조음장애 아동들과 정상 2- 4세 아동의 음운변동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두 집단에서만 모두 빈번한 변동은 종성생략, 후설음의 전설음화, 정지음화, 이완음화이고,

조음장애 집단에 편향적으로 나타난 변동은 성문음의 전설음화와 긴장음화이며, 조음장애 집단에

서 나타난 특이한 변동은 음절감소, 경구개음생략, 후설음화, 성문음화, 마찰음화, 유음화 및 비음

화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연구대상에 언어장애나 정신지체와 같은 동반장애를 수반한 아동들

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음장애 아동의 보편적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을 갖는다.

미국 문헌에서는 Low e (1994)가 조음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변동을 4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비전형적인 자음군축소, 초성자음생략, 비음과 유음의 정지음화, 정지

음의 마찰음화, 후설음화, 양순음의 전설음화, 성문음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정지음화와

전설음화는 정상발달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변동이지만 어떤 음운의 변동인가에 따라 조음

장애 아동에게 특이한 것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는 우리나라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들의 음운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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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살피는 것이다. 우선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음운변동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생략- 첨가변동, 대치변동, 동화변동을 중심으로 살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이 어떤

음운환경에서 더 빈번한 지를 고찰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3- 7세의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개열, 마비성말장

애(dysarthria), 청각장애 그리고 정신지체가 있는 아동은 제외하였다. 또한 그림어휘력검사에서

백분위점수가 10%ile 이하이거나, 이야기하기나 놀이에서 자발적 발화가 단순언어장애의 가능성

이 있어 보이는 아동도 모두 제외하였다.

<표 - 1>에 연령별 아동수, 평균자음정확도 및 자음정확도에 따른 아동수를 제시하였다.

성별비율은 17:1로 남자가 월등히 많았다. 이들의 자음정확도(바른 조음 1점, 대치나 왜곡음 0.5

점, 생략음 0점)는 51.60%에서 96.07%까지 다양하였고 80%대의 자음정확도를 갖는 아동이 과반수

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평균정확도는 만 3세 그룹만 67.73%였고 그 이후 연령 그룹은 모두 80%

전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 - 1> 대상 아동의 연령분포 및 자음정확도 분포

연 령 3;0- 3;11 4;0- 4;11 5;0- 5;11 6;1- 6;11 7;0- 7;11 계

아동수 5명 5명 4명 3명 1명 18명

평균자음정확도 67.73% 80.49% 87.49% 78.52% 85.06% 79.80%

자음정확도

분포

50- 59% 2명 2명

60- 69% 1명 1명 2명

70- 79% 2명 2명

80- 89% 1명 2명 3명 2명 1명 9명

90- 99% 2명 1명 3명

2 . 연구 방법

가 . 자 료 수 집

자료수집은 주로 낱말발음검사를 사용하였고, 이야기하기와 놀이에서의 발화도 포함하였다.

발화 중 치료사의 말을 따라한 것은 제외하였고, 형태음운론의 오류를 보이는 부분도 제외하였

다. 그리고 오류자음에 대해서는 1음절( 자음- 모음 형태) 따라하기 자료를 수집하여 동화오류를

분류할 때 적용하였다.

분석낱말은 평균 약 40개였고, 낱말발음검사의 비중은 66%였다. 분석낱말은 대부분 명사였

으나 동사, 부사, 조사(예: 입에, 철이가), 명사구(예: 우리 엄마, 하얀 색깔), 동사구(예: - 하는 거)

도 포함되었다. 분석낱말에는 19개의 자음이 낱말내 여러 위치(어두초성, 어중초성, 어중종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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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종성)에 수 회 포함되어 있었으나, 어두초성 / / , 종성 / / , 기식음과 긴장음, 성문음은 다른

자음에 비해 그 수가 적었다. 빈번하게(7회 이상) 나타난 낱말들은 <부록 - 1>에 정리하였다.

나 . 자 료 분 석

(1) 음소 분류체계와 음운변동의 정의

한국어 음소분류는 배주채(1996)의 분류체계를 참고로 하였고 조음장애 아동에게 흔한 성

문파열음도 한 음소로 간주하였다(<부록 - 2> 참조). 배주채의 분류체계 특징은 치조음과 경구

개음을 전설음으로 묶은 것이다. 왜냐하면 치조음과 경구개음은 조음위치로 변별되는 것이 아니

라 조음방법으로 변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소 분류체계는 중복되는 음운변동을 제거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다.

음운변동 중 대치변동의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대치오류

에 대해 한 가지 대치변동만을 적용시켜서 대치변동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방법변동은 동일 조음위치로의 대치로만 한정하였고 다른 조음위치로의 대치는 위치변동

만을 적용하였다(<부록 - 3> 참조). 이에 따라 파찰음화는 / / - 계열, / / - 계열, / / , / / 가 /

/ - 계열로 대치된 것을 말하며, / / - 계열이 / / - 계열, / / - 계열로 대치된 것은 전설음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마찰음화는 / / - 계열, / / - 계열, / / , / / 가 / / - 계열로 대치된 것을 말하며,

어떤 음이 / / 로 대치된 것은 위치변동인 성문음화로 정의하였다.

동화변동은 대치변동 중 1음절검사에서 바른 조음이 가능하였고, 일관된 오류패턴을 보이

지 않았으며, 인접한 자음에 의한 오류로 판단되는 것만으로 정의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목표음은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음운변동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배주채,

1996). 예를 들어 평정지음화(예: 꽃 → / 꼳/ ), 비음화(예: 밥 먹어 → / 밤머거/ ), 유음화(예: 난로

→ / 날로/ ), 긴장음화(예: 책상 → / 책쌍/ , 없다 → / 업따/ ), 조음위치 동화(예: 선풍기 → / 섬풍기/ ,

감기 → / 강기/ , 자전거 → / 자정거/ ), 탈락(예: 비행기 → / 비앵기/ , 전화기 → / 저나기/ ), 중복

자음 탈락(예: 됐다 → / 돼따/ ) 등을 적용하였다. 이 중 조음위치 동화, 탈락, 중복자음 탈락

은 또박또박 이야기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빠른 발화에서는 나타나는 수의적인 음운변동들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들도 모두 적용하였다.

음운변동은 각 변동을 보인 아동수, 오류횟수, 음운변동 출현율로 분석하였다. 음운변동 출

현율은 각 변동의 실제 출현 횟수/ 각 변동의 출현 가능 횟수 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평균 변동

율은 그 변동을 보인 아동 수로 나누었다(<부록 - 3> 참조). 단 동화변동은 아동 수와 횟수로만

분석하였다.

(3) 신뢰도

아동이 말- 언어평가를 받는 동안 아동의 발화를 녹음하였고, 발화는 본 연구자가 그 자리

에서 표기하였다. 그 중 5명(28%)을 무작위로 뽑아 언어병리학 전공 학생에게 들려주고 아동반

응과 음운변동을 표기하게 하였다. 그 결과 반응기록에 대한 검사자간 신뢰도는 97.41%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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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변동 표기에 대한 신뢰도는 96.21%였다.

III. 연구 결과

1. 생략 - 첨가 변동

가 . 빈 번한 변 동

생략- 첨가변동은 크게 음절수준에서의 변동과 음소수준에서의 변동으로 나타났다. 음절수준

에서의 변동은 생략변동만 나타났고 그 비율도 매우 낮았다(2명, 2회, 2.09%). 음절생략이 일어난

낱말은 그 길이가 4음절 이상이었고 생략된 음절에는 모두 / / 이 포함되어 있었다(예: 하라버지

→ / 하버지/ , 테레비젼 → / 테비던/ ).

음소수준에서의 생략- 첨가변동은 <표 - 2>에 정리하였다. 첨가변동에 비해 생략변동이 모

든 면에서 더 높았다(9명:17명, 19회:174회, 3.00%:8.13%). 아동 수가 7명(전체의 1/ 3) 이상이거나,

변동율이 10% 이상 나타나는 빈번한 생략- 첨가변동은 낱말내위치로 보면 어두초성생략이, 음소

특성으로 보면 마찰음생략을 제외한 모든 변동이 이에 해당되었다. 특히 50% 이상의 아동에서

25% 이상의 변동율을 보인 매우 빈번한 생략변동은 종성생략, 비음생략, 후설음생략, 유음생략이

었다. 또한 어중초성 생략은 아동수에서, 성문음생략은 변동율에서 가장 빈번한 생략변동이었다.

<표 - 2> 음소수준에서의 생략- 첨가변동

아동수

(명)

횟수

(회)

변동율

(% )

예

단

어

내

위

치

에

따

라

서

음소

첨가

어두초성 2 2 2.27 애기/ 매기

어중초성 2 4 4.85 아빠/ 아 빠

어중종성 6 14 5.86 그림/ 글림, 하마/ 함마, 기린/ 진닌

어말종성 0 0 0 없음.

음소첨가 계 9 19 3.00

음소

생략

어두초성 4 9 8.03 모자/ 우자, 리본/ 이본, 하마/ 아마

어중초성 12 45 2.66 기린/ 기잉, 자동차/ 하운차

어중종성 10 78 39.27 밥/ 빠, 수박/ 후가, 몰라/ 모나

선물/ 서무, 식빵/ 시빠, 장낭깜/ 짜따까어말종성 7 37 32.80

음소생략 계 17 174 8.13

음

소

특

성

에

따

라

서

방법

측면

비음생략 9 80 38.70

정지음생략 8 33 14.44*

파찰음생략 1 1 11.11

마찰음생략 0 2 0

유음생략 15 56 28.49

위치

측면

양순음생략 8 36 23.11

전설음생략 14 83 24.69

후설음생략 8 59 33.81

성문음생략 2 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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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음과 기식음은 변동율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나 . 변 동이 일 어 난 음 운 및 음운 환 경

생략- 첨가변동은 목표음이 초성에 위치하는지, 종성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변동율이 달랐

다. 첨가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구강내 압력이 많이 필요한 자음에 성문파열음을 첨가하는

경우(예: 아빠 → / 아 빠/ )와 모음 사이에 낀 공명자음을 길게 늘여서 어중종성 첨가를 만드는 경

우(예: 하마 → / 함마/ , 그림 → / 글림/ )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자는 모두 어중초성에서, 후자는

모두 어중종성에서 나타났다. 생략의 구체적인 예는 초성생략은 대부분 / / 이었고(12명, 초성 첨

가 54회 중 40회), 종성생략은 / / 이 가장 많았다(8명, 종성 생략 115회 중 37회).

2 . 초성 대치변 동

가 . 빈 번한 변 동

초성 대치변동을 크게 방법변동과 위치변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 3>과 같다.

아동수와 횟수로는 방법변동이 좀더 빈번하였지만(18명:16명, 312회:204회), 변동율은 차이가 없었

다(17.24%:16.50%). 그밖에 2회의 도치변동이 있었다(예: 테레비 → / 테비디/ , 짜장면 → / 짜잔념

/ ).

아동수가 7명 이상이거나, 변동율이 10% 이상 나타나는 빈번한 대치변동을 살펴보면, 방법

변동은 정지음화(14명, 25.63%), 과도음화(8명), 긴장음화(18.86%)였고, 위치변동은 후설음의 전설

음화(10명, 49.35%), 전설음의 후설음화(8명, 23.43%), 양순음의 전설음화(24,11%), 양순음의 후설

음화(15.34%), 성문음화(11,21%)였다. 특히 위치변동은 양순음화를 제외한 모든 변동에서 10% 이

상의 높은 변동율을 보였다.

<표 - 3> 초성 대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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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명)

횟수

(회)

변동율

(% )

예

방

법

변

동

정지음화 14 179 25.63 치쏠/ 치토, 추워/ 뚜워, 놀아/ 노다, 문/ 붕
파찰음화 6 20 9.03 라디오/ 라지오, 머리/ 머지, 섬풍기/ 쩌뿌찌

마찰음화 1 5 9.09 침대/ 심매, 자동차/ 다도샤

비음화 4 11 3.72 라면/ 나면, 침대/ 심매

과도음화 8 10 2.57 트럭/ 트역

긴장음화 5 57 18.86 포도/ 뽀도, 시소/ 띠도

기식음화 5 21 9.16 시소/ 티토, 아저씨/ 아다티

이완음화 3 9 9.38 단추/ 다수, 눈싸람/ 누사담

방법변동 계 18 312 17.24

위

치

변

동

후설음의 전설음화 10 86 49.35 거부기하고/ 더부디하두

후설음의 양순음화 0 0 0 없음.
전설음의 양순음화 5 15 6.20 포도/ 포보, 침대/ 침매

앞으로 가기 계 12 103 12.14
양순음의 전설음화 4 14 24.11 피/ 티
양순음의 후설음화 3 6 15.34 포크/ 코크

전설음의 후설음화 8 83 23.43 눈썹/ 구껍, 라디오/ 라기오

성문음화 3 21 11.21 시소/ 히도, 빨때/ 아 애

뒤로 가기 계 11 106 13.76
위치변동 계 17 219 16.50

나 . 변 동이 일 어 난 음 운 및 음운 환 경

방법변동은 특정 음소군에서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표 - 4> 참조> ). 정지음

화는 방해음(파찰음과 마찰음)에서 높은 변동율을 보인 반면(39.14%와 34.58%) 공명음(유음과 비

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20.33%와 10.74%). 반대로 비음화와 과도음화는 대부분 공명음인

유음에서 나타났고(18.33%와 15.44%) 정지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2.66%와 0.00%). 파찰음화

는 마찰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14.08%) 마찰음화는 파찰음에서만 나타났다(27.78%).

긴장음화는 이완음(16.70%)보다 기식음(33.27%)에서 빈번하였다. 기식음화는 주로 마찰음에

서 나타났고(38.58%), 이완음화도 정지음보다는 파찰음이나 마찰음에서 더 빈번하였다

(11.90%:27%).

<표 - 4> 음소군에 따른 방법변동율 비교

정지음화 (% ) 파찰음화(% ) 마찰음화 (% ) 비음화 (% ) 과도음화(% )
정지음의 7.53 0.00 2.66 0.00
파찰음의 36.00 27.78 0.00 0.00
마찰음의 34.58 14.08 0.00 0.00
비음의 10.74 0.00 0.00 0.00
유음의 20.33 8.33 0.00 18.3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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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음화(% ) 기식음화(% ) 이완음화(% )
긴장음의 6.67 6.67
기식음의 33.27 11.90
이완음의 16.70 8.82
파찰음의 18.74 0.00 27.04
마찰음의 23.71 38.58 27.78

<표 - 5> 모음에 따른 위치변동율 비교

해당 아동수 / 이/ 앞에서

변동율 (% )

/ 에, 애/ 앞에서

변동율 (% )

후설모음앞에서

변동율(% )
후설음의 전설음화 10명 중 8명 88.14 > 2.46
전설음의

후설음화

type 1
8명 중 7명

6.82 < 51.85
type 2 55.17 > 4.71

양순음의 전설음화 4명 중 4명 100.00 > 1.67

위치변동은 모음의 위치자질에 영향을 받아 변동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표

- 5> 참조). 먼저 후설음의 전설음화는 10명에서 나타났는데 그 중 2명은 모든 후설음을 전설음

화 하였지만, 나머지 8명은 전설모음 앞의 후설음(/ 기, 게, 개/ 계열)에서만 변동을 보였다

(88.14%:2.46%). 또한 양순음의 전설음화는 모두 / 이/ 모음 앞에서만 변동을 보였고(100% :1.67%)

성문음화는 / 이/ 모음 앞에서 변동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17.77% :6.25).

전설음의 후설음화는 8명에서 나타났고 모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었

다. 첫 번째 유형은 후설모음이 올 때만 후설음화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예: 시소 → / 시고/ ,

51.85%:6.83%)로 4명에게 있었고, 두 번째 유형은 / 이/ 가 올 때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예: 라디

오 → / 라기오/ , 55.17% :4.71%)로 3명에게서 나타났다.

3 . 동화변동

가 . 빈 번한 변 동

대치변동 중 1음절검사에서 바른 조음이 가능하였고, 일관된 오류패턴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접한 자음에 의한 오류로 판단되는 동화변동은 모두 49회였다. 방법동화로는 비음동화와 파찰

음동화가 있었고 위치동화로는 양순음동화, 전설음동화, 후설음동화가 있었다(<표 - 6> 참조).

아동 수와 횟수로 보면 치조음동화가 가장 빈번하였고(7명, 18회), 양순음동화(5명, 11회)와 후설

음동화(6명, 10회)도 빈번하였다.

<표 - 6> 동화변동 횟수와 빈번한 음운환경



말-언어장애연구

비음동화 파찰음동화 양순음동화 전설음동화 후설음동화 계

아동수 4 2 5 7 6 12
횟수 5 5 11 18 10 49

순행동화 2 3 4 0 5 12
역행동화 3 2 7 18 5 37

Cv Cv * 1 5 1 0 4 11
cv Ccv C 0 0 1 2 0 3
- v CCv - 4 0 8 16 3 31

Cv C 0 0 1 0 3 4

예

침대/ 침매

썰매/ 썸매

이거는/이너는

단추/ 잔추

아저씨/아저찌

포도/ 포보

눈썹/ 눔썹

침대/ 침배

문/ 뭄

침대/ 찐대

짜장면/짜잔면

포크/코크

손잡꾸/송갑꾸

꼳/ 꼭

*c는 자음, v는 모음을 의미하며, 동화에 영향을 주고받는 자음들은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나 . 빈 번한 음 운 환 경

동화변동은 영향을 주는 자음과 영향을 받는 자음의 선후관계에 따라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로 분류할 수 있었고, 또 두 자음의 낱말내 위치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었다. 즉 초성끼리의

동화(예: 포도 → / 포보/ ), 종성끼리의 동화(예: 눈썹 → / 눔썹/ ), 인접한 종- 초성간의 동화(예: 침

대 → / 친대, 침매, 침배/ ), 1음절 낱말에서 인접하지 않는 초- 종성간의 동화(예: 꼳 → / 꼭/ )로 분

류되었다. 이 중 인접한 종- 초성에서의 동화가 가장 빈번하였고(전체 49회 중 37회) 대부분(33회)

이 역행동화였다.

Ⅳ. 요약 및 고찰

본 연구는 3- 7세의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음운변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자음정확도는 51.60%에서 96.07%까지 매우 다양

하였고 8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김영태(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아동의 자

음정확도와 비교할 때(2세 평균85%, 3세 평균 92%), 2- 3세 아동의 정확도에 해당한다.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빈번한 음운변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첨

가변동은 종성, 비음, 후설음 및 유음의 생략이 빈번하였다. 방법변동은 정지음화, 과도음화, 긴장

음화가 빈번하였다. 위치변동은 후설음의 전설음화가 가장 빈번하고 전설음의 후설음화, 양순음

의 전설음화, 양순음의 후설음화, 성문음화도 빈번하였다. 동화변동은 전설음동화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존의 정상 2- 3세 아동의 음운변동 연구에 비추어 보았다. 김영태

(1992a, 1992b, 1995)와 김영태·신문자(1992)에 의하면 종성생략, 비음생략, 후설음생략, 유음생

략, 정지음화, 후설음의 전설음화 및 치조음동화는 정상아동에게도 10% 이상의 변동율을 나타내

는 빈번한 것들이었고, 배소영(1994)에 따르면 유음의 과도음화 및 긴장음화도 빈번한 음운변동

이었다. 전설음의 후설음화는 김영태(1992a, 1995)에 의하면 2세에서 5- 10% 정도의 변동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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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가 3세가 되면 5% 이하로 떨어졌고, 김영태·신문자(1992)에 의하면 2세 아동에게도 5% 이

하의 변동률을 보였다. 양순음의 설음화와 성문음화는 김영태(1992a, 1995)와 김영태·신문자

(1992)에 따르면 정상아동에게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음장애 아동이 2- 3세 정상아동에 비해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음운변동은 위치변동

중 뒤로가기(backing), 즉 성문음화, 양순음의 전설음화, 양순음의 후설음화, 전설음의 후설음화였

다. 이러한 변동들은 Low e (1994)가 지적한 조음장애 아동의 특이한 음운변동에 대부분 포함된

것들이다.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음운변동은 목표음이 처한 음운환경에 따라 그 변동율이 많이 달

랐다. 생략- 첨가변동과 동화변동은 목표음이 낱말 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방법변동은

목표음의 음운자질에 따라서, 위치변동은 뒤에 오는 모음의 위치자질에 따라서 변동율의 변화가

많았다.

예를 들어 빈번한 생략- 첨가변동 중 비음생략과 후설음생략은 종성에서, 유음생략은 초성

에서 더 빈번하였다. 방법변동에서 정지음화는 방해음에서, 비음화와 과도음화는 공명음에서, 파

찰음화는 마찰음에서, 마찰음화는 파찰음에서 빈번하였고, 긴장음화는 기식음에서, 기식음화는 마

찰음에서, 이완음화는 마찰음과 파찰음에서 빈번하였다. 위치변동에서 후설음의 전설음화는 전설

모음에서, 양순음의 전설음화는 전설고모음에서 몇십 배의 변동율 증가를 보인 반면, 성문음화는

전설고모음에서 변동율이 감소하였다. 전설음의 후설음화는 후설모음에서 변동율이 증가하는 경

우와 전설고모음에서 변동율이 증가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다. 동화변동에서는 어중종- 초성

에서 역행으로 일어나는 동화가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중종- 초성이라는 음절구조가 한

국어에 특이한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의 음운변동을 분석할 때는 초성, 종성뿐만 아니라 어중종-

초성도 고려해야 하며, 변동이 일어나는 목표음의 음운자질, 그리고 뒤에 오는 모음의 위치자질

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음장애 아동을 위한 음운평가도구

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조음장애 아동의 음운변동을 기술할 때 단순히 무슨음화 로 기술하기보

다는 어떤 음운이 어떤 음운환경에서 변동하는지를 모두 기술해야 장애의 특성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기능적 조음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음운변동 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자음정확도나 음운변동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음장애 아동

의 개인별 특성이 무시된 것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동일한 자음정확도를

갖는 정상아동과 조음장애 아동을 개인별로 비교해 보는 것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음운변동 정의 중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전설음으로 묶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기능적 조음장애 이외에 기질적 문제를 동반한 조음장애 아동의 음운

변동, 다양한 원인의 조음장애 아동의 음운변동 비교, 각 음운변동의 치료효과 등 다양하다. 그리

고 정상아동의 음운변동도 장애아동과의 비교를 위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넘어서 각 음운변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조음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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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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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1> 빈 번하 게 나 타 난 낱 말 들

1. 의미적 분류

(1) 소리: 짹짹

(2) 동물: 개구리, 기린, 곰, 낙타, 코끼리, 토끼, 하마

(3) 탈 것: 비행기, 자동차

(4) 음식: 당근, 딸기, 바나나, 수박, 양파, 포도

(5) 옷: 단추, 모자, 바지

(6) 가정용품: 라디오, 빨대, 안경, 칫솔, 컵

(7) 가구: 침대, 테레비

(8) 바깥 것: 꽃, 그네, 눈사람, 사다리, 시소, 해바라기

(9) 사람: 아빠

2. 음소적 분류

어두초성 어중초성 어중종성 어말종성

모자 하마 침대 곰 눈싸람

바지 비앵기 수박 테레비 해바라기 컵

빨때 빠나나 아빠

포도 양파

낙타 눈싸람 그네 빠나나 단추 눈싸람 기린 당근

단추 당근 침대 단추 사다리

라디오 자동차

꼳

딸기 빨때

토끼 낙타

자동차 모자 바지

짹쨱 짹쨱

치쏠 침대 단추 자동차

시소 수박 사다리 시소

치쏠 눈싸람

라디오 기린 코끼리 개구리

사다리 눈싸람 해바라기

딸기 빨때 치쏠

양파 앙경 당근

비앵기 자동차

앙경

곰 그네 기린

개구리

딸기 앙경 당근 개구리

비앵기

낙타 짹짹 짹짹 수박

꼳 토끼 코끼리

컵 코끼리

하마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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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2 > 국 어음 소 체 계

1. 자음체계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전설음 후설음 성문음

장해음

정지음

이완음

긴장음

기식음

( )

파찰음

이완음

긴장음

기식음

마찰음

이완음

긴장음

기식음

공명음

비음

유음

2. 모음체계

혀의 앞뒤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입술모양

혀의높이
평순 평순 원순

고모음 이 으 우

중모음 에 어 오

저모음 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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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3 > 대 치 음 운 변 동 의 정 의 및 변 동 율 계 산법

1. 초성 방법변동

변동이름 변동의 정의 및 변동율 계산법

정지음화

파찰음, 전설마찰음, 유음, 비음 (/ , / )이 정지음으로 대치된 경우

성문마찰음 변동은 위치변동에서 다룬다.

= 정지음으로 된 오류음 수/ (파찰음+전설마찰음+초성유음+초성비음 수)

파찰음화

전설정지음, 전설비음, 전설마찰음, 유음이 파찰음으로 대치된 경우

후설정지음의 파찰음화와 성문마찰음 변동은 위치변동에서 다룬다.

= 파찰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전설음 수- 파찰음 수)

마찰음화

전설정지음, 전설비음, 파찰음, 유음이 전설마찰음으로 대치된 경우

성문마찰음화는 위치변동에서 다룬다.

= 마찰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전설음 수- 전설마찰음 수)

비음화

이완정지음, 파찰음, 치조마찰음, 유음이 비음으로 대치된 경우

비음에는 이완음만 있기 때문에 이완정지음의 비음화만을 고려한다.

=비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이완정지음+파찰음+전설마찰음+초성유음 수)

과도음화
전설이완정지음, 전설비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이 과도음으로 대치된 경우

= 과도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 전설음 수

긴장음화
초성이완음, 기식음이 긴장음으로 대치된 경우

= 긴장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이완음+기식음 수)

기식음화
초성이완음, 긴장음이 기식음으로 대치된 경우

= 기식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이완음+긴장음 수)

이완음화
기식음과 긴장음이 이완음으로 대치된 경우

= 이완음으로 된 오류음 수/ (긴장음+기식음 수)

방법변동

계
= 초성 방법변동 자음 수/ 초성 자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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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성 위치변동

변동이름 변동의 정의 및 변동율 계산법*

앞

으

로

후설음의

전설음화

초성후설음이 전설음으로 대치된 경우

= 초성후설음 중 전설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후설음 수

후설음의

양순음화

초성후설음이 양순음으로 대치된 경우

= 초성후설음 중 양순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후설음 수

전설음의

양순음화

초성 전설음이 양순음으로 대치된 경우

= 초성전설음 중 양순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전설음 수

앞으로 계 = 초성자음 중 앞으로 간 오류음 수/ (초성자음수- 양순음 수)

뒤

로

양순음의

전설음화

초성양순음이 전설음으로 대치된 경우

= 초성양순음 중 전설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양순음 수

양순음의

후설음화

초성양순음이 후설음으로 대치된 경우

= 초성양순음 중 전설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양순음 수

전설음의

후설음화

초성전설음이 후설음으로 대치된 경우

파찰음화는 방법변동에서 다룬다.

= 초성전설음 중 후설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전설음 수

성문음화
초성양순음, 초성전설음, 초성후설음이 성문음으로 대치된 경우

= 성문음으로 된 오류음 수/ (초성자음 수- 성문음 수)

뒤로 계 = 초성자음 중 뒤로 간 오류음 수/ (초성자음 수- 성문음 수)

위치변동

계
= 위치변동 오류 수/ 초성자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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