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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클리어스피치(clear speech)는 청자의 대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음 발성법으로서 말소리 산출 속도(speech rate)의 감

소, 음의 높낮이(pitch) 범위 확장, 중요 어휘의 강도(intensity) 

증가를 통한 음향학적 조음 수정 전략을 의미한다(Smiljanic 

& Bradlow, 2007).

난청자를 위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제안되기 이전에 클리어스

피치는 군사용 음성송수신기기의 사용 시에 명료한 음성을 전

달하기 위한 발성법으로 사용되어 왔다(Snidecor et al., 1944). 

주로 적용된 방법은 발성 속도를 늦추고 조음을 정확하게 하도

록 훈련하는 것이었으며, 최대 9%까지 어음인지도(speech in-
telligibility)가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Tolhurst, 1957).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클리어스피치는 난청자의 어음

인지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제안되어 왔다(Caissie 

& Tranquilla, 2010; Picheny et al., 1985).

클리어스피치의 발성 방법은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난청인 또는 외국인에게 이야

기하듯 발성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를 할 때처럼 발성

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는데(Godoy et al., 2014; Picheny et 

al., 1985; Smiljanic & Bradlow, 2007), 특히, Bradlow & Bent 

(2002)는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성법(conversational speech)

간의 차이는 발음에 들이는 노력의 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클리어스피치로 발성할 때 조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또

렷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Picheny et 

al.(1986)은 클리어스피치의 발성 특징은 일반 발성법보다 발성 

속도를 늦추고 정확하게 발음하며, 중요 단어를 강조하고 절 사

이에 휴지기(pause)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에

서는 클리어스피치의 특징은 말끝을 흐리지 않고 조금 더 천천

히 이야기하며 가능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동사, 명사, 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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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핵심 단어를 강조하고 목소리를 생동감(lively) 있게 유지

하도록 발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Caissie et al., 2005; Kri-
cos, 2006; Moon & Lindblom, 1994; Picheny et al., 1986).

클리어스피치 사용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어음인지도의 향

상이다. 선행 연구에서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의 사용 시

와 비교하였을 때, 건청인과 난청인 모두에서 어음인지도의 향

상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Gagné et al., 1994; Krause & 

Braida, 2004; Liu et al., 2004; Picheny et al., 1986; Schum, 

1996). 또한 클리어스피치는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어음인지

도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Bradlow et al., 2003), 클리어스피치 

사용 시에 비원어민이나 원어민 모두에게서 어음인지도 수행력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Bilbao, 2013; Smiljanic & Bradlow, 

2007). 

위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클리어스피치는 효

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이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클리어스피치의 발성 방

법, 일반 발성법과의 음향학적 차이 비교, 어음인지도 향상 효

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한국형 클리어스피치의 적

용을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METHODS aND RESULTS 

클리어스피치 발성법

클리어스피치의 발성법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

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던 발성법들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일반 발성법은 발성 시

에 따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성하는데 

반해 클리어스피치의 발성법은 정확한 발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서 명확하게 발음하는 노력이 동반된다고 보고하였다(Bradlow 

et al., 2003; Ferguson, 2004; Godoy et al., 2014; Helfer, 

1998; Picheny et al., 1985). 또한 일반 발성법에 비해 입모양을 

크게 만든 후 발음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Godoy et al., 

2014; Smiljanic & Bradlow, 2007).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입모

양을 크게 하여 발음하면 시각적 입력 정보와 청각적 입력 정

보 간의 혼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음인지도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턱 관절에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에서 발성하도록 제안하고 있다(Tye-Murray, 2004). 그리고 주

요 문구를 강조해서 발음해야 하는데, 특히 명사, 동사, 형용사를 

강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Caissie et al., 2005; Picheny et 

al., 1985; Tye-Murray, 2004). 전체 말 속도는 일반 발성법보다 

느리게 발음해야 하고, 주요 문구나 절 사이에는 휴지기를 유지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Godoy et al., 2014; Kricos, 2006; 

Smiljanic & Bradlow, 2007; Tye-Murray, 2004; Uchanski et 

al., 1996). 또한 목소리는 생동감 있게 유지하면서 말끝을 흐리

지 않는 것이 주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Helfer, 1998; Kri-
cos, 2006; Picheny et al., 1985).

 

클리어스피치의 음향학적 특성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과는 다른 음향학적 특징을 보인

다. 첫째,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에 비해 증가된 장기평균

어음스펙트럼(long-term average speech spectrum)을 보인다. 

특히 중주파수 대역인 1,000 Hz와 3,000 Hz 사이의 장기평균어

음스펙트럼의 에너지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rause & Braida, 2004). 둘째, 클리어스피치는 주파수와 강도

에 따른 진폭의 변화가 일반 발성법에 비해 크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인지도에서는 4 Hz와 16 Hz 사이의 진폭변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음소의 식별에서는 2 Hz 이하에서의 진폭변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Drullman et al., 1994a; Drullman et al., 

Table 1. Summary of production methods for clear speech

Production methods References
Speaking to a hearing impaired listener or a non-native speaker or 

in a noisy environment
Bradlow et al., 2003; Ferguson, 2004; Godoy et al., 2014; Helfer, 1998; 

Picheny et al., 1985
Greater (vocal) effort than in conversational speech Helfer, 1998; Picheny et al., 1985
Articulate all sounds precisely and accurately Caissie et al., 2005; Helfer, 1998; Kricos, 2006; Picheny et al., 1985; 

Tye-Murray, 2004
Exaggerated speech movements Godoy et al., 2014; Smiljanic & Bradlow, 2007
Place stress on the adjectives, noun, and verbs (key words) Caissie et al., 2005; Picheny et al., 1985; Tye-Murray, 2004
Slow speech rate just a bit Godoy et al., 2014;  Smiljanic & Bradlow, 2007; Tye-Murray, 2004; 

Uchanski et al., 1996 
Uses frequent pauses (slight pauses are used between phrases and 

thoughts)
Kricos, 2006; Tye-Murray, 2004

Strives to maintain a lively voice Kricos, 2006
Avoid slurring words together Helfer, 1998; Kricos, 2006; Picheny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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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b). 클리어스피치는 모든 옥타브 밴드에서 3~4 Hz까지의 

변조 주파수(modulation frequency)에 대해 일반 발성법보다 

더 큰 변조 깊이(modulation depth)를 가진다(Krause & Brai-
da, 2004). 이것은 클리어스피치의 시간축포락선(temporal en-
velope)이 더욱 크게 증폭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음인지

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Amano-Kusumoto 

& Hosom, 2011). 셋째, 클리어스피치는 모음의 확장성(vowel 

expansion)이 두드러진다. 영어의 모음 발성에서 일반 발성법과 

클리어스피치를 비교했을 때 클리어스피치에서의 모음축약현

상이 일반 발성법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Moon 

& Lindblom, 1994). Chen(1980)의 연구결과에서도 클리어스피

치의 긴장모음(tense vowels)이 동일한 모음을 여러 번 발성하

여 제1포먼트(F1)와 제2포먼트(F2)의 주파수 분산 범위를 분석

하였을 때, 일반 발성법에 비해 더 밀접하게 분포되었으며 모음

에 따라 명확한 위치에 분포되었고 더 넓은 모음 삼각도를 가지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어의 격음(aspirated)과 연폐

쇄음(lenis stop)을 구분할 때 두음의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의 차이가 클수록 두 말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발성법보다 클리어스피치로 두음을 발성했을 

때 F0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ang & Guion, 2008). 넷

째,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에 비해 느린 말 속도(speech 

rate)로 발성된다. 말 속도가 느려지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

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모음지속시간(vowel duration)이 

증가하고 공간이 확장되며 짧은 휴지기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mano-Kusumoto & Hosom, 

2011; Bradlow et al., 2003; Godoy et al., 2014; Picheny et al., 

1986). 영어를 기준으로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에 비해 약 

2배 정도 느린 말 속도로 발성된다(Picheny et al., 1986). 말 속

도가 어음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적으로 

분당 글자수(words per minute, wpm)가 100 wpm인 클리어스

피치 문장을 일반 발성법과 같은 속도인 200 wpm으로 균일하

게 시간압축(time-compressed)하여 어음인지도의 변화를 측

정하였을 때 점수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75%에서 약 45%로, 어

음인지도 수행력이 저하되었다(Picheny et al., 1989). 이 연구 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말 속도가 클리어스피치의 어음인지

도 향상의 모든 부분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클리어스피치는 자음에너

지의 증가와 발성시간에 따른 자모음비(consonant to vowel 

ratio, CVR)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클리어스피치가 일반 발성법

보다 자모음(CV) 인지에 있어서 무성자음일 때 발음을 위해서 

닫힌 입이 열리는 순간부터 성대의 진동이 개시되기까지의 시

간인 성대진동 시작시간(voice onset time)이 더 길고, 자모음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Chen, 1980). 또 다른 연구에서 자모

음강도 비율(consonant-to-vowel intensity ratios, CVR)은 남

성의 경우에는 일반 발성법에서 -4.73 dB CVR로 나타났으나 

클리어스피치의 경우에는 -3.46 dB CVR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 발성법에서 -10.09 dB CVR로 나타났으나, 클리

어스피치에서 -8.34 dB CVR로 나타나 남녀 모두 자모음강도 

비율이 증가하였고,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더 크게 증가하였

다(Bradlow et al., 2003).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클

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과는 뚜렷한 음향학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의 특징이 전체 어음인지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종합적인 어음인

지도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리어스피치의 어음인지도 향상 효과

클리어스피치는 어음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Payton et al., 1994; Picheny et al., 1985; 

Uchanski, 1988). 클리어스피치의 사용은 건청성인 및 아동의 

어음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건청인을 대상으로 3명의 

화자에 의해 녹음된 consonant-vowel (CV) 음소를 소음하에

서 제시하였을 때, 클리어스피치가 일반 발성법보다 약 22%의 

어음인지도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1980). 

또한 5 dB signal-to-noise ratio (SNR)의 신호대잡음비 상황에

서 클리어스피치의 사용은 건청성인의 경우에 약 15%에서 

20% 정도 어음인지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Uchanski, 

2005). Bradlow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학습장애가 있는 아

동 63명과 건청아동 36명을 소음하 환경에서 일반 발성법과 클

리어스피치를 사용하여 어음인지도 평가를 실시했을 때, 클리

어스피치를 신호음으로 제시한 경우에 정상아동 그룹의 경우

에는 8.8%, 학습장애아동 그룹의 경우에는 9.2%의 어음인지도 

향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클리어스피

치는 난청인의 어음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Pi-
cheny et al.(1985)의 연구에 의하면 3명의 화자에 의해 녹음된 

무의미 문장을 감각신경성 난청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클리어스

피치로 문장을 제시한 경우에 일반 발성법으로 제시한 경우보

다 약 17% 정도 더 높은 어음인지도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클리어스피치는 소음 속에서의 어음인지도 향상

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Payton et al.(1994)의 연구에 의

하면 10명의 건청인과 2명 난청인을 대상으로 무의미 문장을 사

용하여 무잔향음(anechoic) 환경, 거실(living room) 환경, 회의

실(conference room) 환경의 3종류 환경음과 어음소음(speech-

shaped noise), 백색소음(analog white noise)의 신호대잡음비

율을 4종류로 혼합하여 제시하였을 때, 어음인지도의 향상은 

건청인의 경우에는 약 20%, 난청인의 경우에는 약 26%로 일반 

발성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클리어스피치를 사용하였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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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인지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클리어스피치는 원어

민 및 비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음인지도의 향상

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영어 원어민 4명의 화자와 영어수행

력이 높은 크로아티아인 16명의 건청인을 대상으로 의미론적 

변칙문장을 사용하여 +5 dB SNR의 소음을 제시한 환경에서 

어음인지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발성법 사용의 경우에는 약 

54%, 클리어스피치 사용의 경우에는 약 70%로 두 발성법에 따

른 어음인지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동일 연구에서 영어가 유창한 크로아티아인 화자와 영어 원

어민 청자를 대상으로 0 dB SNR 상황에서 어음인지도를 비교

한 결과 일반 발성법의 경우에는 약 31%의 어음인지도를 보였

으나, 클리어스피치의 경우에는 약 41%의 어음인지도를 보여 

발성법에 따른 어음인지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영어가 유창한 크로아티아인 화자와 영어 수행력이 높

은 크로아티아인 건청인을 대상으로 +5 dB SNR 상황에서 어

음인지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발성법 사용의 경우에는 약 49%, 

클리어스피치 사용의 경우에는 약 62%로 두 발성법에 따른 어

음인지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 

세 번의 실험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청자들 사이에서 원어민의 

클리어스피치가 비원어민 클리어스피치보다 더 높은 어음인지

도 수행력을 보여주었으며, 이 연구 결과는 클리어스피치가 원

어민과 비원어민 청자와 화자에 상관없이 어음인지도에 효과가 

있는 조음방식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miljanic & Brad-
low, 2007).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클리어스피

치의 사용은 건청성인 및 아동, 난청인, 원어민 및 비원어민에

게 어음인지도 수행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클리어스피치의 사용은 소음 환경에서도 어음인지도 향

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ISCUSSIONS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클리어스피치는 일반 발성법과는 

다른 음향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발성법을 사용하며, 건청성

인 및 아동, 난청인, 비원어민의 어음인지도 수행력 향상에 기여

함은 물론, 소음 환경에서도 청취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

자 중심의 의사소통 전략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클리어스피

치의 효과는 영어를 기반으로 증명되어 음향학적 특성이 다른 

한국어 기반 클리어스피치를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한국형 클리어스

피치의 적용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한국어 기반 클리어스피치의 음향학적 특성 분석의 필요성

영어는 한국어와 언어적 및 음향적 특성이 다르다. 예를 들

어 한국어와 영어는 분절음의 특성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어

에는 영어에 없는 거센소리(/ㅋ/, /ㅌ/, /ㅍ/, /ㅊ/)와 된소리(/ㄲ/, 

/ㄸ/, /ㅃ/, /ㅆ/, /ㅉ/)가 존재한다. 물론 영어 자음 중 무성 폐쇄

음(/p/, /t/, /k/)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 /p/는 /ㅂ/, /ㅍ/, /ㅃ/

로 /t/는 /ㄷ/, /ㅌ/, /ㄸ/로 /k/는 /ㄱ/, /ㅋ/, /ㄲ/로 구분되어 사용

되므로 두 언어의 분절적 특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어에 존재하는 /f/, /v/, /ð/, /θ/, /Ʒ/, /ʃ/, /dʒ/와 같
은 발음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절음들이며, 한국어 분

절인 /ㄹ/은 영어에서 /l/과 /r/ 두 가지 이음으로 나뉘어 발성 

된다(Chong, 1984). 각 분절음은 음성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주파수영역이 존재하는데, 두 언어 간 음소 분포가 다르다면 주

파수별 에너지 분포도가 다를 수 있다(Lee et al., 2005). 이를 반

영하듯,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어음역동범위(speech dynamic 

range)를 비교한 Jin et al.(2014)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영어와 

한국어는 다른 주파수별 역동범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두 언어 간 언어적인 특성은 음절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음절구조적인 관점에서 두 언어를 구분하면 한국어는 음절 

중심 언어(syllable-based language)이고, 영어는 강세 중심 언

어(stress-based language)이다. 음절 구조는 한국어의 경우에

는 자음-모음-자음(consonant-vowel-consonant, CVC)이 기

본형으로 사용되고 때에 따라서 CV (예: /가/) 또는 V (예: /아/)

형태로 사용되어 자모음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영어의 

경우에는 ‘street’과 ‘glimpsed’처럼 자음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

는 특성이 있다(Chong, 1984).

위에서 언급한 차이 외에도 두 언어는 언어적 및 음향적인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형 클리어스피치의 효과를 검

증하기 앞서 음향적인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음인지도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증명된 말 속도, 장기평

균어음스펙트럼, 시간축포락선과 같은 특성들이 한국어 기반 

클리어스피치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영

어의 클리어스피치에서 나타난 음향적인 특성이 한국어 기반 

클리어스피치에서도 나타난다면, 다양한 대상군(난청인 및 건

청인)에 대한 어음인지도 향상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한국어 기반 클리어스피치의 어음인지도 향상 효과

가 증명된다면, 한국형 클리어스피치 훈련법은 효과적인 화자 

중심 의사소통 전략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클리어스피치 훈련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클리어스피치는 훈련(training)을 통해 발성법을 

습득할 수 있다. Tye-Murray & Witt(1997)의 의사소통 전략훈

련에 근거하여 Caissie et al.(2005)은 형식적 설명(form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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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ion), 안내 학습(guided learning), 실전 연습(real-world 

practice)의 3단계로 구성하는 클리어스피치 훈련법을 제시하

였다. 형식적 설명은 효과적인 듣기와 말하기, 수정 전략에 대

하여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발화 속도를 평소보

다 늦추고 중요 단어를 강조하며 주요 단어 앞에서 휴지기를 

갖는 클리어스피치와 일반 발성법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이 

단계의 주요한 내용이다. 안내 학습에서는 시나리오 또는 담화

문 등을 이용하여 클리어스피치 발성법의 안내를 받으면서 발성 

연습을 하는 훈련이 주된 내용이다. 실전 연습은 가정 등에서 

클리어스피치를 사용하여 자연스런 대화를 시도하면서 화자는 

발성법을 숙달하고 청자는 클리어스피치 청취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근거했을 때, 클리어스피치는 단순한 안내보

다는 훈련을 통해 발성법을 습득하였을 때 그 효과가 더욱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Caissie et al.(2005)는 두 명의 난청인 배

우자를 대상으로, 한 명은 클리어스피치에 대해 간단히 안내만 

하였고, 다른 대상자에게는 클리어스피치 습득에 적극 개입하

여 한 달 동안 훈련을 실시한 후에 클리어스피치를 각각 녹음 

하여 난청인 및 건청인을 대상으로 어음인지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클리어스피치 훈련을 받은 대상자의 목소리로 측정한 

어음인지도가 안내만 받은 대상자에 비해 난청인 및 건청인 그

룹 모두에서 약 9% 정도 더 높은 어음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클리어스피치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내보다는 체계적인 훈

련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영어 기반 클리어스피치의 훈련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Caissie et al.(2005)은 난청인 배우자를 위한 클리어스피치 발

성에 관한 훈련 지침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적극적 

개입 방법으로는 핵심 단어에 줄을 긋고 자연스러운 휴지기를 

표시하며 피드백을 통해 발성법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도록 하

였다. 발성법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면 문장 수준에서 읽기 연습

을 진행하였고, 문장 단위에서 클리어스피치 발성법이 자연스

러워지면 담화 수준에서 발성법을 연습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이때도 전문가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발성

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책자나 대화 샘플 자료를 

난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하여 가정에서는 난청인 대상자와 클리

어스피치를 실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정리하면, 처음에는 클리어스피치 발성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고 그 후에는 문장 수준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면 

길이가 긴 담화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클리어스피치를 발성하도

록 연습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가정에서 실전연습을 통해 숙

달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기반 클리어스피치는 약 15~20% 정도의 어음인지도 향

상 효과가 증명되어 하나의 의사소통 전략으로 적용되어 사용되

고 있다(Payton et al., 1994; Picheny et al., 1985; Uchanski, 

2005). 한국에서는 청자 중심 청능재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나 화자 중심 의사소통 전략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Kim & Bahng, 2017; Kim & Lee, 2017). 한국어 

기반 클리어스피치의 효과가 검증되고 체계적인 훈련법이 개발

된다면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

인 화자 중심 의사소통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어음인지도·클리어스피치·의사소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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