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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발성 발달 단계별 하위유형

발성단계 하위유형 조작적정의

1단계(0-2개월):  
발성단계

Vegetative sound (VEG) 생리적인 소리들(기침, 트름, 딸꾹질 등)

Crying (CR) 울음, 으르렁 거리는 소리, 불편한 소리
울면서 산출되는 음절

Quasi-resonant nuclei (Q) 유사 공명음, 불완전 공명음
꿀꿀거리는 듯한 낮은 음도의 소리
2,000 Hz 이상의 에너지가 부족하여 산출되는 소리
성인 모음으로 전사가 불가능한 소리

Two or more quasi-resonant nuclei (Q2) Q가 2회 이상 산출된 소리

2단계(1-4개월):  
초기 옹알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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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소리

Two or more fully resonants (F2) F가 2회 이상 산출된 소리

Closant-vocant 모음과 같은 소리 또는 F+자음과 같은 소리
고립된 자음과 같은 소리(트릴, 입술사이로 진동내는 소리) 또는 고립된 자음 소리

Two closant-vocant combinations CV가 2회 이상 산출된 소리

Chuckle (CH) 싱긋 웃거나 연속적으로 웃는 소리, 웃으면서 함께 나타난 흡기음

3단계(3-8개월):  
확장 단계

Vowel (V) 단일 모음, 성인 모음으로 전사가 가능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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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wel glide (Vg) 음질에서 변화가 있는 모음류로 분절 사이가 막힘없이 부드러운 소리
포먼트 전이가 느림

Ingressive sound (IN) 연속적인 짧은 흡기 소리

Squeal (SQ) 높은 음도로 꽥 지르는 소리

Marginal babbling (MB) 경계선 옹알이
자음과 같은 소리와 모음과 같은 소리의 연속체 또는 활음의 연속체
모음과 같은 소리 혹은 자음과 같은 소리

4단계(5-10개월):  
기본음절단계

Single consonant-vowel syllable (CV) 단일 자모음 음절

Canonical babbling (CB) 중첩적 옹알이(CV음절이 두 개 이상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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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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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음 결합에 독립된 자음이 뒤따르는 소리
CV와 C사이에 묵음이 있을 수 있음

Disyllables (CVCV) CV음절이 두 번 산출되는 소리

5단계(9-18월):  
후기 옹알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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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gon (JN)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과 모음의 연속체이고 강세, 음도의 변화가 있는 소리
2음절 이상이어야 자곤으로 분류

Diphthongs (DIP) 이중모음(외, 야, 와, 유)
빠른 포먼트 전이와 전반적인 음절 길이가 500 ms 이하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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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