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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오늘날 농아들의 유일한 언어는 수화라는 게 보편적인 사회

적 인식이다. 이 잘못된 명제로 인해 농아들을 위한 교육과정

에 수화는 필수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편견이 뿌리 박혀 건강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통을 통한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농아들도 구화교육을 통해 모국어를 사용

하는 일반인들과의 교제가 가능하며 특히 독화소의 습득을 위

한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독화소(viseme)는 특정한 소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포괄적인 안면부의 시각적 영상 특징을 의미한다. 독화소는 

구어에 있어서의 이 소리와 저 소리를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청각적인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phoneme)와 대응되는 시각

적인 최소 단위를 말한다. 이 독화소를 사용하면, 청각장애인들

도 소리를 시각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학

자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이 상대방의 말을 

읽을 때(독화, speech-reading), 저 말소리와 이 말소리가 같고, 

저 말과 이 말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독화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독화소와 음소가 1:1로 대응하거

나 그 단위들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간혹 몇몇의 음소들은 /크, 

그, 응(-ng)/과 같이 발음할 때나 안면부를 쳐다볼 때 모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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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ㅋ/처럼 보인다든지, /츠, 쉬, 즈, 스, 쓰/들을 각각 발음

할 때에도 역시 안면부의 독화소로서는 /ㅉ/와 대동소이하게 

인지될 수 있으며, 또한 /트, 드, 느, 르/ 등 잇몸소리 자음들을 

발음할 때에도, 모두 독화소 /트/와 비슷하게 인식하며, 양순음

인 /프, 쁘, 므/와 같은 것들도 독화소 /브(b)/와 대동소이하게 

보여서 이들 각 묶음의 말소리들을 독화하여 시각적으로만 구

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펜, 벤, 멘]과 같은 무의음절 군이나 [멍멍, 벙벙, 펑

펑, 뻥뻥]과 같은 의음단어들도 모두 독화소로서는 변별력이 

크지 않아서 시각적으로만 변별하려 할 때 혼돈을 일으키기 십

상이다. 즉, 독순-판독자들에게 있어서 동일 조음 계열의 자음

이 같은 모음과 받침구조를 지닌 음절이나 단어들은 변별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이러한 난해한 과제들을 발음한 구형 사진 한 장만으로 정확

히 포착해 낸다는 일은 독화훈련교육 자료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자료 제시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말하기 대화 장면 중에 주어진 

동작의 시각적 ‘특징’을 자료로 활용하여 시간적(timing) 차이와 

지속성(duration)의 미묘한 차이들을 감지해서 독화/판독할 수 

있게 하는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독화교육이나 독화 전문가들이 

전무하고 이와 관련된 논문이 없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독화의 

효용이 점차로 늘어나리라는 미래지향적 예견에 의해, 지금이

라도 독화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그 시발점으로 삼고

자 조금은 체계적이지 못할지라도 독화교육의 필요성과 그 유

의성을 알리기 위해 독화소 훈련자료를 위한 사전 연구들을 안

내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음소의 최소대립의 쌍(minimal pairs)과 독화소 훈련자료

최소대립쌍(minimal pairs: 最小 對立雙)이란 어떤 언어에 

있어서 한 말소리에 음운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두 개의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탈(/

thal/)’과 ‘딸(/tal/)’을 비교하면 ‘알(/al/)’은 공통 항으로 갖고 있

지만 ‘ㅌ(/th/)’와 ‘ㄸ(/t/)’가 달라서 의미를 구별한다. 이러한 한 

부분만 다른 한 쌍의 단어들을 최소대립쌍이라고 한다. 한국어

에서는 /th/과 /t/를 구분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도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th/와 /t/가 구분되지 않는 언어 환경에서 자란 사

람은 ‘탈’과 ‘딸’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소리로 인식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대립쌍은 외국어 교육에서 많이 쓰이지만, 원래 음

성학과 음운론을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많이 교수되던 

개념이다. 청각장애 구화교육의 청능훈련과 독화교육 및 판독

을 위한 교수에서는 음소의 최소대립쌍의 개념을 독화소로 대

체하여 눈으로 음소를 변별하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들을 알맞

게 훈련어휘로 배열하고 대립시키는 자료로 구성하기 위한 기

초 준거로 사용된다.

영어 음소 최소대립쌍 단어들 

영어에서는 이러한 알파벳에 의한 최소대립쌍의 차이가 명확

히 드러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소리 A, B가 하나의 음소인지 별개의 음

소인지 판별할 때 흔히 최소대립쌍(다른 조건은 동일, 하나의 

소리만 차이남으로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 짝)과 상

보적 분포를 이용(말소리가 동일한 환경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배타적 분포를 이룬다고 함), 배타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말소리들이 합해서 하나의 음소를 이루면 이 말소리들은 상보

적 분포를 이룬다. 두 소리가 최소대립쌍을 지니면 당연히 별개

의 음소인데, 그 출현 분포가 서로 겹치면 두 소리는 별개의 음

소일 가능성이 무척 크다.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말이다

(예: 북-붓). 반면 두 개의 소리가 최소대립쌍도 지니지 않으면

서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면 한 음소의 이음(allophone, 변이음)

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두 개의 소리가 최소대립쌍도 지니지 

않으면서 상보적 분포를 이루면 한 음소의 변이음일 확률이 낮

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답을 한다면, 음소의 변

이음 조건은 변이음의 변화로 인한 최소대립쌍이 없어야 하고 

분포가 상보적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하나의 음

소일 확률이 높다. 여기다가 음성학적 자질까지 유사하다면 사

실상 하나의 음소의 변이음이 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두 개

의 소리가 최소대립쌍을 지니지 않으면서, 상보적 분포를 이루

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에서 “ㅈ”을 누군

가는 경구개음으로, 누구는 치조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할 때는 최소대립쌍이 없다. 즉, 뭐라고 발음해도 의미 변

화는 없으니까 그렇다. 둘 다 초성에 나타나므로 상보적 분포는 

아니다. 이런 경우를 임의적 변이음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는 아니지만, 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이음은 결합적 변이

음이라고 한다. 

한국어 독화소 및 독화어의 대립적 난독 목록

시각적인 변별력 증진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시각적인 최소가

청역치라는 청각학적 용어와 대칭되는 시각적인 용어 최소가변

역치(minimum distinguishable threshold)를 사용하여, 먼저 

의미 있는 소리의 최소단위인 최소가청역치 vs. 변이음을 뒤섞

은 “최소가변역치”를 가장 잘 예증해 주는 어음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청각적으로 변별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청각학적 

어음리스트로 측정한 최소가청역치에 해당되는 어음청취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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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recognition threshold)와 독화소로서의 독화판독을 

객관화할 시각적 최소가변역치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함과 유사

함, 동질성과 이질성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독화소 대립 쌍 중 그 유사성이 커서 독

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목록(Appendix)을 제시해 보았으나 

이 난독 목록의 타당도는 앞으로 실제 독화판독 훈련교육과 평

가 등의 잘 구조화된 실험연구를 통해 더 잘 입증되고, 보완 연

구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

서 대화하는 것에 비해서 전화상으로 말하는 경우 청취해독의 

오류가 더 흔하게 많이 생기는 사실로서 잘 설명될 수 있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청각과 시각 양방향 모델을 통해서 최상

의 이해를 얻는다는 주장을 하거나, 또한 만일 이 두 영역 중에 

하나를 잃는다면, 언어수용의 이해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말소리 지각에 대한 

청각과 시각의 상대적 기여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특정 음절(예를 들어, ‘ba’)을 발화하는 소리를 동시에 보는 영

상을 제공받으면서, 다른 음절(예를 들어, ‘ga’)과 관련된 입술 

동작이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듣고 보는 실험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다른 음절(예를 들어, ‘da’)을 들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그들이 본 입술 동작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효과는 사람들이 자

신들이 보고 있는 것과 듣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

을 때조차도 발생하는데, 이는 시각과 청각의 통합이 자동적으

로 그 사람의 인지심리 속에서 작동하며, 새로운 지각을 일어나

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때때로 영어권에서, 독화소들의 배열

에 따라서는 독화에 의존하는 농인들이 “elephant juice(코끼리 

주스)”라는 구절을 말했을 때 독순으로 “I love you.”라고 잘못 

읽은 경우를 곧잘 익살스럽게 예화로 드는 것과 딱 일치하는 

웃지 못할 사례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독화소 연구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는 주로 어음처리와 어음인

지 및 컴퓨터 안면부 촬영 동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독순(입술읽기; Lip-reading) 

독순 혹은 독화로 알려진 입술읽기란 정상적인 말소리들이 

기능하지 못할 때, 문맥과 언어지식 그리고 어느 정도라도 잔존

해 있는 청력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의존하여, 양 입술과 얼

굴 및 혀의 움직임들을 시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말을 이해하

게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원초적으로는 농과 난청인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기능이기

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청력을 지닌 이들도 하위 의식 수준

(subconscious level)에서 움직이는 입모양으로부터 시각적 정

보를 함께 활용하곤 한다. 이 연구는 입술읽기를 잘하는 농인 

독화자들로부터 주의를 끌고 주목받았으면 한다. 일상의 대화

과정에서 정상적 청·시력과 사회기술을 지닌 이들에게도 언어

의 청각적 이해와 유창한 화자가 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써 입

술과 안면부로부터 하위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독화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이는 각 말소리, 

즉 음소들마다 특별한 안면부 및 구강부의 특징(독화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음소가 비록 그 음향이 별로 

소용에 닿지 않거나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청취의 질이 떨어지

는 한이 있더라도, 시각적 단서들의 바탕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

성하는지를 어느 정도 추론해 낼 수 있다. 독순이란 음성언어를 

듣고 있는 동안에 풍성한 시청각적 단서들을 언어 학습을 위하

여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은 

생후 4∼8개월 된 아기들이 말하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연

발생적이거나 혹은 자연발생적이 아닌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서도 구강부의 움직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연구한 르코비츠와 한센-티프트(Lewkowicz & Hansen-

Tift, 2012)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12개월 이후에는 자연언어인 

모국어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입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시

청각적 단서들을 충분히 획득하게 된다. 모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를 들어도 발화를 처리하고 이해하고 또 생산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맞물려 작용하도록 변환시키는 일

을 촉진시켜 간다. 

이 연구는 기대했던 대로, 농아 성인들은 정상청력을 가진 

성인들보다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독순을 더 잘하게 되면 될수

록 입술읽기에 의존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그들이 독

화와 독순의 연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증가시켜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같은 연구 팀들은 청각장애 

어린이들과 정상청력 아동들 간에 똑같은 실험연구를 시행했

을 때, 두 집단 간 입술읽기의 기술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밝혀냈다. 14살 이후는 농 아동이나 정상청력 아동 사이

에 기술의 수준들은 의미가 분명하게 차별화되기 시작하며, 초

기 생애의 독순기술은 청각 용적(auditory capability)과는 독립

적인 것이라 함을 지지해 준다. 이 사실은 정상청력인들의 독순

기술의 저하를 지적해 주는 일일 수 있거나 혹은 농인들은 연

령별로 입술읽기의 기술이 효율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

해 주는 결과라고 본다. 실제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에서 독화하는 일은 대뇌의 시각중추만이 아니라 똑같이 청각

중추까지도 활성화시킨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Lee, 2008). 

다감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오

히려 윤곽이 더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게 한 이 연구로 다감각 

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서로 다른 감각들에 대해 기여케 함으

로써 대뇌가 바람직하게 활성화된다고 한다. 독화는 제한적이

지만, 그럼에도 많은 음소들 중에서 동일한 독화소로 할당이 

되어 있어서, 시각적 정보 자체만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



222

Oral Education Teaching Method for Hearing PersonASR
에 가깝다. 사람의 조음 위치가 시각적으로 그 조음 위치와 조

음 양식을 간파하기에는 대부분의 혀의 동작들이 구강 혹은 

후두부 안쪽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성음과 무성

음의 짝들은 무성자음 [ㅍ]와 [ㅂ]에 유성자음 [ㅂ(b)], 그리고 무

성자음 [ㅋ]와 [ㄱ]에 유성자음 [ㄱ(g)], 무성자음 [ㅌ]와 [ㄷ]에 유

성 자음화된 [ㄷ(d)]는 물론 한국어에는 없는 영어 음소의 경우 

무성자음 [f]와 유성자음 [v] 및 무성 마찰자음 [s]와 유성자음 

[z], 이와 마찬가지로 비음 [ㅁ(m)] 대 유성 양순음 [ㅂ(b)]) 등의 

예와 같은 유성자음 vs. 무성자음의 짝들도 유사 독화소로서 

변별이 어려운 독화소의 짝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영어의 경

우 시각 단독으로 변별할 수 있는 것은 말소리 중에서 30~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Where there’s life, there’s hope.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

다.)”라는 관용구를 독화할 때에, 마치 “Where’s the lavender 

soap? (어디에 라벤더 비누가 있어요?)”라는 말로 혼돈하여 독

화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영어 사투리 사용자들 중에 흔히 일

어나는 혼돈이지만 독화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Kisor(2010)는 “What’s That Pig Outdoors?”라는 표

제로 출간한 그의 체험적 회고록에서 농 문제로 인한 체험에서 

청각적 청취오류의 예로 “What’s that pig outdoors?”라는 질

문을 듣고 그 자신은 “What’s that big loud noise?”라는 말로 

잘못 들었다고 회고하며 재미있는 농인의 구어생활 체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이 표제의 체험을 중심으로 독화의 불충분한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결론적으로 독화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의사소통 문맥으

로부터 단서에 단단히 입각해서 또한 어떠한 일들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고 있을까 하는 지식의 단서들 위에 단단히 기초해야

만 한다. 일상적으로 나누는 인사들이나 친숙한 화제를 가지고 

하는 관련된 연결 담화들과 같이 관용적인 어구들을 독화하기

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관계 고립적인 상황에 불쑥 튀어나온 발

화들이나 전혀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단어들과 같이 사전 정보 지원이 없이 나오는 발화를 독화하기

란 그렇게 만만치 않으며,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치부되는 숱

한 일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독화에 곤란을 주는 난관 시나리오

첫째로는 화자의 입술의 명료한 시각상의 부족; 이 점은 다

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된다. 1) 콧수염이나 입을 손으로 가리

거나 하는 방해요소들, 2) 화자가 머리나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

거나 내리거나 하는 버릇들, 3) 밝기가 어두운 주변 환경일 때, 

4) 화자의 등 뒤에 창문이 있어 밝은 빛이 비쳐져서, 안면부가 

어둡게 보일 때 등이다. 두 번째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연속적으로 말해 대는 집단 토론 장면이다. 어디를 보아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도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이상한 말의 리듬과 운율과 음정으로 말할 때는 독화가 

곤란하다.

독순/독화 연습을 위한 조언들

독순/독화 연습를 위한 조언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화를 위해 쉽게 변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어음들은 30%

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맥락 단서들을 동원하여 추론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다. 이렇게 독화할 수 있는 별로 안 

되는 요소들로 점차 조금씩 더 쉬워지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독화/판독훈련의 교육과정이다. 입술읽기

를 배우는 일은 책읽기를 학습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입술읽기

의 초보자는 하나하나의 말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놓친다. 마지막으로 개개의 말소리보다 전체적 전언으로 수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독화될 수 있다. 

말하는 화자에게 독화를 돕기 위한 발화조건 및 환경적 조언들

독화자 및 발화자 어느 한편이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당신의 입술을 안면부가 

명료하게 보이도록 확실히 말해 주도록 노력하라, 2) 입술모양

을 과장하지 말고 너무 천천히 말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말라, 3) 가급적 조용한 환경 및 좋은 밝기 환경에서 독화하도

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4) 주변에 시각적 방해 요소들을 치우

고 단순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라, 5) 창문이나 불빛이 말하는 

이의 등 뒤에서 비쳐오지 않도록 하라, 6) 전등이나 빛이 당신

이 독순하려는 대상이 아닌 당신 등 뒤에 놓이도록 확실히 배

치하라, 7) 말하는 자의 얼굴을 독화자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는 확신 속에서 말해 주도록 하라, 8) 만일 당신이 잘 알지 못

하는 화제들을 대화할 때에는 명확하게 확인 질문하도록 하

라, 9) 알맞은 밝기와 시각적인 방해물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환경 속에서 대화를 유지하라, 10) 말하는 이에게 그의 얼굴로

부터 그의 손이나 다른 물체들을 치워야 함을 알게 하라, 11) 화

자가 입모양을 과장하거나 너무 크게 말한다든지 하면, 정상적

으로 자연스럽게 말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도록 하라, 12) 사

람들이 당신의 입장을 깜박 잊었거나 당신으로부터 아래를 바

라보거나 시설물로부터 가려지는 경우에는 그의 안면부를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라, 13) 당신이 되풀이 말해

줬어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화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 표

현해 달라고 요청하라(rephrasing/paraphrasing).

독화교육의 원리와 방법 

독순은 구어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더 발전시키기 쉽게 만드

는 하나의 기술이다. Doucet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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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농인 성인들이 돌연성 농인들보다 훨씬 더 독화를 잘할 수 

있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연구결과이며, 이 결과는 독화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 바 있다.

입술읽기를 학습하는 일은, 독화가 분명히 가르쳐질 수 있는 

교과목이 될 수는 있지만, 영유아들은 우선적으로 태어나서 

6~12개월이면 스스로 입술읽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입술모양을 흉내 내려고 아기는 그들이 듣는 말소리와 

일치시켜서 자신의 입모양을 학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새로 

탄생한 신생아라 할지라도 혀를 입 밖으로 날름거리는 동작이

나, 입술을 벌리는 동작 등 그들의 입 동작은 성인의 동작을 모

방하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후의 모방 동작과 독순 

능력에 대한 전조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개월 정

도 된 영아들은 시각과 청각 정보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능력이 입술읽기를 학습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아기들에게 녹음된 음향으로 청각적 자극을 들려

주면서 동시에 시각적 자극을 제시했을 때 아기들은 시각적 자

극을 더욱 오랫동안 쳐다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신생아로부터 영유아의 독화 독순

에 관한 생래적인 학습능력을 인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독순독화의 훈련교육과정에 대한 타당도를 더

욱 높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독화교육과정이 음성학

적, 음운론적 관점에서는 물론 시각적 독화소론적인 체계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할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독화에 대

한 새로운 연구 중에는 독순의 관점에서 자폐성 장애 문제의 시

각적 기호의 적용 문제에 대한 검토를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플

로리다의 애틀랜틱 대학교의 연구(Lewkowicz & Hansen-Tift, 

2012)는 독순능력을 검사하고 있는 성인 집단에게 생후 12개월 

된 영유아 집단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했다.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말하기를 할 때 그들의 입모

양을 눈으로 보도록 영유아들과 성인들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며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토론하게 하였다. 

생후 4개월 된 영아들은 전형적으로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눈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 그리고 6∼8개월 사이의 영유아

들은 언어 획득 초기의 ‘옹아리’ 시기를 맞아 말하는 이의 입모

양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들은 생후 10개월이 될 

때까지 입술읽기를 계속하면서 그들의 주의와 시선이 닿지 않는 

후방까지 시선을 바꾸어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상의 말

하기가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출현은 ‘사회적 단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 이 발달의 제2단계로 칭하

였고 이러한 능력은 의미를 붙이고 자기 신념과 갈망들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들의 자연어(모국어)와 또 다른 언어를 들을 때 영유아들

은 그들이 현재 도달한 학습 획득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주의가 다시 입술읽기로 되돌아가, 약 12개월 정도까지 입술

읽기를 계속하게 된다. 그들의 자신만만한 주장을 지지할 수 있

으려면 더욱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료들은 “12개월이 된 영유아라면 나이에 적

절한 지각과 인지기능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며, 

자폐성 장애와 비슷한 장애 문제들로 인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입술읽기는 태어나서 얼

마 되지 않은 어린 시기부터 아기들에게 발달되는 자연스러운 

능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독순법은 교수될 수 있으

며, 누구나 연습에 의해 더 훌륭한 독순자들로 향상될 수 있다. 

사람들이 독순하기를 배우고 싶어 할 때 훈련사들이나 교사들

은 독순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확실

한 맥락에 초점을 두어 집중해야 할지 가르쳐 주고 학습을 도

울 수 있다(Choi, 2008). 

독순법을 가르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로서

는 1) 당신의 눈으로 귀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하

라, 2) 입 부위 그리고 치아와 혀의 움직임을 주시하도록 하라, 

3) 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함께 읽도록 하라, 4) 말하는 이

의 몸짓 언어들도 주시하라, 5) 잔존청력을 최대한 활용하라 등

이 있다.

독화의 효용이 점차 늘어나리라는 미래지향적 예견 

(anticipation)

농인들에 의해서 독화하기가 사용되는 일은 농으로 태어나 

자라나는 독화자들이 구어를 듣는 일은 결코 없을지도 모르며, 

또한 구어의 유창한 사용자들이 되는 일도 별로 있을 법하지

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남의 말을 읽

어내는 독화를 해 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역시 

교육적인 환경에서 의식적인 훈련에 의하여 개개인의 독화소들

을 학습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 덧붙여 독화하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초점을 동시에 맞추어야 하며, 따라서 독

화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농인들이 마임이나 제스처, 글씨 쓰기, 또는 수화 

통역자 보기 등과 같이 많은 의사소통 채널들을 주목해야 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인들 중에는 비수화적 의사소통으로서 

독화통역을 더 선호하고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이들도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시 클레그(Clegg, 1953)의 저서 “주

의 깊게 듣는 눈(The Listening Eye)”에서 인용한 다음의 표현

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코르크 뚜껑으로 잘 막힌 유리

병 안에서 살고 있는 농인이 되었다. 그 병 속에서 바깥세상을 

넋을 잃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세상 안으로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기란 쉽지 않다. 입술읽기를 학습한 이후에 코르크 마개

는 바깥을 향해 열려져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유리병 속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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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 있으려 한다. 코르크 마개가 열려졌지만, 외부 세계는 너

무나도 느리게 당신에게로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이상과 같이 

독화는 어렵지만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견해는 농인들의 세계 안

에서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논쟁상의 의견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쟁의 불완전한 역사는 늘 구화주의 대 수화주의의 

논쟁의 그늘 속에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화를 

활용하고 있는 농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과장된 구강부 동작으

로 말해 준다면, 시각적인 언어이해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사실상 유용한 단서들을 오히려 훼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언어이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실마

리들을 힘 주어 말함으로써 독화자들의 언어력의 증진이 일어

나는 학습 효과는 크게 증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곧 “입을 열어 말하기”를 함으로써 독화자의 발화기술도 발전

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독순독화의 특별한 

장점은 수화언어에 세뇌되고 경도된 뛰어난 인지력과 창의력을 

지닌 중도 농인은 물론 수화 위주의 농아인들까지도 독화를 통

한 미래를 향한 평생 교육적 재도전을 할 수 있을 가치가 이상

의 논의만으로도 충분히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화와 발음암시법(cued speech)의 결합법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

독화(말읽기)는 발음암시법(National Cued Speech Associ-
ationTM, 2018)과 결합함으로써 언어이해를 증진한다. 실제 눈

으로는 볼 수 없는 발음상의 섬세한 세부적 신체 동작들을 암

시적으로 상징하는 손짓신호를 독화의 보조수단으로 결합시켜 

표현하도록 발화자와 독화자 양쪽을 훈련-교육할 수 있다. 발

음암시법을 함께 활용하는 덕택으로 입는 도움과 논의 중 하나

는 농이나 난청이 아닌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 그

들이 이 발음암시 사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발

음암시법이 독회판독자의 독순기술을 높이는 데에도, 청각장애

인의 발어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결론이었다. 큐드 스피치는 

독화상의 모호성들을 줄이고 조정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결

국 독순의 연습과 발음암시법의 사용을 결합함으로써 더 큰 명

료성을 가져오게 되고 발화된 문장들의 이해를 명확하게 한다.

발음암시법과 독화법을 결합한 새로운 교수법의 창안자인 

코네트는 워싱턴 갤러뎃 대학에서 일하기 전부터 오랫 동안 독

화법을 연구하였는데, 코네트는 4년간 발음암시법 지도를 했던 

18명의 고심도 농 아동들에게 발음암시법과 독순 그리고 발음

암시법과 독화를 결합한 방식으로 문장명료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서로 다른 방법들로 훈련 후 언어이해도를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아동들의 언어명료도는 95% 이상의 증진을 나타내 

보였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방식으로, 청능훈련과 

독순에 발음암시법까지 지도한 농 아동들의 문장이해도에 있어

서도 현저한 증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엄격

하게 독화만으로 지도한 집단이 단어 중 30% 정도를 이해한 것

과 비교하면 결합법에 의해 의미 있는 독화명료도의 증진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농 아동의 교육훈련방법이 앞으로 어

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CONCLUSIONS

위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아래의 논쟁점들(Choi & Oh, 2015)

을 주도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 

1) 시청각적 어음 재인(audio-visual speech recognition) 능

력의 향상

2) 범죄과학수사로서의 독화 판독(forensic speechreading) 

능력 훈련 가능성 확장

3) 어음지각의 운동 이론(motor theory of speech perception)

의 실기실습

4) 또박또박 말하기(mouthing)와 자연스럽게 말하기의 차이

와 독화 효율성 측정 방식

5) 내 입술을 읽게 하라(read my lips). 입술 움직임의 차이로 

의미를 분명히 구별하게 함(Deafness Cognition and Language 

Research Centre, 2013)

6) 말읽기 처리과정(reading process)의 도식화

7) 침묵-말하기와의 상호작용(silent speech interface)의 의

미화 과정 향상

8) 복화술(ventriloquism)의 관심과 눈에 보이는 발화에 관

심 증대

9) 시각적 포착(visual capture)의 효율성에 대한 예민한 관찰

력 환기

10) 발음암시법(cued speech)과 독순법의 결합 등의 새로운 

착상들을 가능케 함

“주의 깊게 듣는 눈(The Listening Eye: A Simple Introduc-
tion to the Art of Lip-Reading) (Clegg, 1953)”이라는 책이나. 

미국 NBC 뉴스의 건강 프로그램 중 아기들이 입술을 읽으며 

말하기를 학습하는데, 이것이 자폐장애 문제 해결책의 한 실마

리가 될 수도 있다(NBC News, 2015)는 등을 참조해서 볼 수 

있는 관련 분야에 대한 주의 환기의 계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해 본다. 신생아는 성인의 얼굴 동작들을 흉내 낸다는 연

구결과나,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구절들의 독화 오

류 양상들을 음미해 보면 독화의 세계가 얼마나 심오한 명상과 

탐구를 통한 지혜와 더불어 특유의 익살과 유머감각까지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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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구화 습득의 가능성은 수화

만으로 교육 받은 농아인 모두에게 100% 가능한 일이다. 단지 

독화습득능력과 말하기 능력 발전을 성공적으로 교수할 수 있

는 교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Kim et al., 2009). 

중심 단어0:0�독화소·한국독화소체계·평생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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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Korea Viseme Pairing Word

아-사 소-오 이-시 시-치

북-붓 탈-딸 발-팔 맛-밭

달-날 빵-방 짱-창-쌍 밥-박-발-밤

밤-감 밤-삼 담-탐-곰 실-일-올-울

발-달 살-산 오-이 아-이

갈비-갈피 북어-복어 사랑-사람 담배-담대

칠십-실습 구시-육시 무시러-무치러 삼육-삼구

구상-육상 사십만-사심발 소라-소가 십구-십육

최종-쾌종 칠십구팔-칠십구만 오이만-오이팔 구구-육육

만-팔-발 복-봉-불 에-어 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