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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한국어의 치경마찰음 /ㅅ, ㅆ/ 음소는 정상 아동의 말소리 발

달 과정에서 가장 늦게 습득되는 말소리에 속하며, 긴 시간 동안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발달되는 소리이다. 또한 조음 오류를 

보이는 아동에게서 가장 자주 오조음되는 말소리로 알려져 있

기도 하다. Cheon & Lee(1999)에 의하면 한국어 치경마찰음 

/ㅅ, ㅆ/는 생략 및 /ㅎ/로부터 시작하여 치경파열음 /ㄷ, ㄸ, ㅌ/, 

파찰음 /ㅈ, ㅉ, ㅊ/, 구개음화된 마찰음 /ɕ, ɕ*/, 그리고 치간음화

된 마찰음 /ɵ, ɵ*/의 과정을 거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어권에서도 /s, z/ 음소는 학교 언어치료실에서 가장 빈번한 치

료 목표가 되고 있으며, 이 소리들을 치간음화시키는 오류가 말

소리 산출 오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hriberg 

& Kent, 2013). 

치경마찰음 /ㅅ, ㅆ/는 혀를 치경에 완전히 접촉시키지 않고 

일정 간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산출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

음 능력이 요구되는 소리이다(Heo & Seong, 2015). 또한 /ㅅ, ㅆ/

는 다른 소리에 비하여 습득 기간이 길고 조음의 정교성이 요

구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동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비교적 흔

한 말소리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소리들의 오류는 생략이

나 대치의 경우라면 청지각적인 평가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

내기 때문에 비교적 판단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왜곡된 /ㅅ, 

ㅆ/ 소리는 청지각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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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주관적 판단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

뿐 아니라 치료의 진전을 평가할 때도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Pyo et al., 1999).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들은 치경마찰음 /ㅅ, ㅆ/를 음향학적 

평가를 통하여 그 소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왜곡된 소리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Heo & 

Seong(2015)은 만 7세 아동의 완성된 치경마찰음 /ㅅ/와 관습적 

연령 단계인 만 3세 아동의 발달 과정에 있는 /ㅅ/를 비교 분석

하여 발달상 나타나는 음향학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ㅅ/ 음소의 왜도, 무게중심, 첨도, 중앙적률 값은 연령 집단 간, 

모음 환경 간, 음절 구조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

나, 그 구체적인 실현 양상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동시

에 3세 집단은 /수, 스/와 /소, 서/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음 치료 시에 이 

짝을 구분하는 훈련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라는 점을 제

안하였다. 또한 Yang(2016)은 /ㅅ, ㅆ/ 음소에서 구개음화, 치간

음화 또는 설측음화의 왜곡 오류를 보이는 초등학생 조음음운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치경마찰음 /ㅅ, ㅆ/ 소리를 결합된 모

음 종류에 따라 음향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능

적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치경마찰음 관련 음향학적 측정 값들

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평균 범위에서 넓게 퍼져 다양하게 분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ang(2016) 역시 /ㅅ, ㅆ/ 음소를 치간

음화, 구개음화, 설측음화로 왜곡시키는 4~6세 아동 10명의 발

화 자료를 음향학적으로 분석하여 언어치료사들이 평정한 청

지각적 평가 자료와 비교해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ㅅ, ㅆ/의 무게중심 값이 증가할수록 청지각적 평정 수치는 높아

지고, 고모음을 제외한 경우 왜도 값이 증가할수록 청지각적 평

정 수치는 낮아지며, 분산 값이 증가할수록 청지각적 평정 수치

가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ㅅ, ㅆ/ 음소를 음향학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들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왜도(skewness),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첨도(kurtosis), 중앙적률(center 

moment) 등의 파라미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로 연령 집단의 차이나 정상 발음과 왜곡된 발음의 차이를 객

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하였고, 또한 치

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의점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치경마찰음 /ㅅ, ㅆ/가 정조음되거나 또는 왜곡되는 

상황에서 청지각적 평가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객

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말소리 평가는 

자음정확도(percentage of correct consonant)나 모음정확도

(percentage of correct vowel)와 같은 조음정확도로 해당 음

소를 정확하게 산출하였는지 듣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

분의 말소리장애 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평가 방

법이기도 하다. 그 외에 말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나 말 

용인도(speech acceptability)는 조음정확도만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다양한 말소리장애 영역에서 그 특

성이나 중증도 및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

어 왔다. 말 명료도는 발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청자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가의 정도, 즉 청자가 얼마나 잘 알아들었

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며, 말 용인도는 전달되는 말에서 느껴지

는 자연스러움(naturalness)이나 호감(pleasantness)의 정도에 

대한 청자의 판단을 의미한다(Ellis, 1999). 이와 같은 파라미터

는 마비말장애 환자나 후두적출자의 식도 발성이나 인공후두 

발성의 말소리 평가, 구개열 아동의 말소리 평가 또는 구강개방

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의 말소리 평가, 그리고 말 속도에 따른 차

이를 평가하는 데 적용되어왔다(Dagenais et al., 2006; Han, 

2010; Law et al., 2009; Song, 2011). 

한편 의사소통 과정은 정보의 정확한 전달뿐 아니라 화자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말소리

는 의사소통 수단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화자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발음의 정확성을 넘어서서 음성 그 

자체만으로도 듣는 이로 하여금 “재미있다”, “편안하다”, “똑똑

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지루하

다”, “불안하다”, “우둔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

다(Choi, 2008). 더 나아가 정상 음성이 아닌 거친 음성의 발화에

서도 이와 유사한 이미지 차이를 초래하기도 하며, 강의 음성으

로서의 느낌이나, 말 명료도, 높낮이, 말속도, 강도 등에서 부정

적인 인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Song, 

2015). Lee & Cheong(2013)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화자 발화 내용의 논리적인 전문성과 발음의 유창성에 차이가 

있는 조작된 발화 샘플을 사용하여 이들의 평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영어 화자 발화 유창성은 반복, 연장, 막

힘과 같은 말더듬 증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

어민의 발화에 가깝게 느껴지는 발음과 연음 특성을 말한다. 

그 결과 영어 발음의 유창성으로 화자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won & An(2014)은 말더듬 

성인의 비유창성 정도에 따른 일반 청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보

았는데 그 결과, 일반인들은 정상 화자에 비하여 말더듬 성인

의 말을 들었을 경우 성격의 특성, 발화의 자연스러운 정도, 편

안함의 정도, 고용 호감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치경마찰음 /s/를 치간음화시키는 오류 발화를 들

려주고 평가하게 해보았는데, 그 결과, 비록 그 오류는 말 명료

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지는 않았지만 또래 집단으로부터 부

정적인 시선을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l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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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치경마찰음 /ㅅ, ㅆ/를 치간음화시키는 

성인들 역시 그 발음의 특성 때문에 자음정확도, 말 명료도, 말 

용인도에, 또는 더 나아가 화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이미지 메이킹이 매우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발음의 문제가 화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에 연구자는 정상 성인의 발화에서도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는 치간음화된 /ㅅ, ㅆ/ 음소의 단어나 문장을 듣고 훈련받은 

언어치료사가 아닌, 일반 성인들이 정상 조음에 비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치조마찰음 /ㅅ, 

ㅆ/의 정상 산출이 가능한 성인 여성의 단어와 문장, 그리고 이 

말소리들을 치간음화시키는 성인 여성의 단어와 문장의 낭독 

자료를 녹음하여 일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평정하게 하고 비교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ㅅ, ㅆ/ 단어와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

료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정상 /ㅅ, ㅆ/ 단어와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용

인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정상 /ㅅ, ㅆ/ 문장과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

료도에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정상 /ㅅ, ㅆ/ 문장과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용인도에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차이가 있는가?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말 자료 수집 대상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평정의 자료로 사용될 말 자료의 수

집은 정상 /ㅅ, ㅆ/ 말소리 산출이 가능한 성인 여성과, /ㅅ, ㅆ/ 

말소리를 치간음화시켜 발음하는 성인 여성 각 1명씩을 대상으

로 하였다. 정상 /ㅅ, ㅆ/ 산출 대상자와 치간음화된 /ㅅ, ㅆ/ 산

출 대상자 모두 부산에서 출생한 부산 거주자이며, 만 20세 6

개월과 만 21세로 연령이 유사한 성인 여성이었다. 임상 경력 

10년 이상인 언어치료사에게 이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

TAP)’ 영상을 보여주고 자음정확도와 모음정확도를 체크하게 

한 결과 정상 /ㅅ, ㅆ/ 산출 대상자는 자음과 모음 모두 100%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치간음화된 /ㅅ, ㅆ/ 산출 대상자는 /ㅅ, ㅆ/

와 어중초성 /ㄹ/를 제외한 자음과 모음에서 모두 정조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치간음화된 /ㅅ, ㅆ/ 산출 대상자의 치

경마찰음과 어중초성 /ㄹ/를 다양한 모음과 결합시켜 심화 검사

를 실시한 결과, 치경마찰음 /ㅅ, ㅆ/는 ‘ㅣ’ 모음과 결합된 경우에

만 정조음이 가능하였고 그 외의 모음과의 결합에서는 모두 치

간음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중초성 /ㄹ/의 경우 정

조음이 산출되는 모음 환경을 찾을 수 없었고, 비일관적으로 생

략하거나 설측음 /l/로 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언어치료사에게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의 문장 발화 자

료를 들려주고 두 대상자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정상 /ㅅ, ㅆ/ 산출이 가능한 성인 여성의 문장 발화에

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는 모두 100%로 채점되었다. 치간음화

된 /ㅅ, ㅆ/ 산출 대상자의 경우 /ㅅ, ㅆ/와 어중초성 /ㄹ/가 포함

되지 않은 어절만을 모아 채점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말 명료도

와 말 용인도 모두 10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취자: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자

녹음된 /ㅅ, ㅆ/ 단어와 문장 샘플을 듣고 말 명료도와 말 용

인도를 평정하는 청취자는 평균연령 20세 5개월(standard de-
viation 1.6)인 건강한 성인 여성 54명이었다. 이들은 청력장애

나 말·언어장애의 경력이 없었고, 평가 당시에 귀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 평정자들은 부산 시내 A 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 

1, 2학년의 저학년 학생으로 ‘한국어 문법’이나 ‘의사소통장애

개론’은 수강 완료한 상태이지만 정상 말소리나 장애가 있는 말

소리를 듣고 평가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음운론’이나 ‘조음음

운장애’ 교과목은 아직 수강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구 자료

단어검사 자료

단어 수준의 검사 자료는 2~3음절의 유의미 단어로 어두초

성이나 어중초성에 /ㅅ, ㅆ/가 위치하는 단어 총 36개였다. 검사 

단어는 1) 7개의 한국어 단모음 중에서 ‘ㅣ’를 제외한 ‘ㅐ’, ‘ㅏ’, ‘ㅗ’, 

‘ㅜ’, ‘ㅡ’, ‘ㅓ’ 6개의 단모음이 들어가는 단어, 2) 하나의 단어에 

/ㅅ/나, /ㅆ/가 한 번만 들어가는 단어, 3) 치간음화된 /ㅅ, ㅆ/ 

산출 대상자가 어중초성 /ㄹ/에서도 오류를 보이기 때문에 어

중초성 /ㄹ/가 없는 단어, 4) 일상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아

동용 발음평가(Assessment of Phonology and Articulation for 

Children)’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의 검사 단어 리스

트, 또는 Cheon & Lee(1999)의 /ㅅ, ㅆ/ 말소리 평가에 사용되

었던 단어들 중에서 선택하였고, 일부 낱말을 새로 첨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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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절 단어는 2~3음절 단어에 비하여 단어 독립적인 말 명

료도 평가 시 난이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본 연구의 사전 

검사에서 실시한 정상 /ㅅ, ㅆ/ 1음절 단어 발음의 말 명료도 평

정에서도 비교적 잦은 오류가 나타나 검사 단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ㅣ’ 모음과 결합된 /ㅅ, ㅆ/ 단어는 치간음화

시키는 대상자의 /ㅅ, ㅆ/ 발음에서도 정조음이 가능하였기 때

문에 ‘ㅣ’ 모음과 결합된 /ㅅ, ㅆ/ 단어는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36개

의 평가용 단어를 정리하였다(Appendix).

문장검사 자료

문장 수준의 검사 자료는 /ㅅ, ㅆ/ 음소가 어두초성이나 어중

초성에 분포하는 1~3음절 유의미 단어로 구성하였다. 검사 문장

은 1) 36개의 평가용 단어들 중에서 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2) 

일부 1음절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조사와 결합되어 있거나 의미상 

주변 어절과 하나의 구를 이루어서 연이어 발음하게 되기 때문에 

1음절이 독립적으로 발음되지는 않게 하였으며, 3) 하나의 문장에 

3~4번의 /ㅅ, ㅆ/ 산출이 들어가고, 4) 평서문으로 발음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하여 총 10개로 정리하였다(Appendix). 

실험 장비

총 36개의 단어와 10개의 문장은 2명의 대상자가 각각 R-05 

Wave/MP3 Recorder (Roland, Suzhou, China)에 마이크(ECM- 

719, Sony, Japan)를 연결하여 10 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발화하

도록 하여 수집하였다. 녹음된 두 대상자의 단어와 문장 자료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Multi-Speech 

Model 3700 (KayPENTAX, Inc., Lincoln Park, NJ, USA)의 

multi dimensional voice program (MDVP)에서 불러와 단어

와 문장을 각각 개별적으로 저장하였다. 

연구 절차 

단어와 문장의 수집 및 평정 자료 정리

평정을 위한 청취 자료는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송실 부

스 안에서 녹음하였다. /ㅅ, ㅆ/ 발음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음도나 강도, 말속도 등에서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의

하였다. 두 대상자의 발화 모두 일정한 크기로 녹음되도록 디지

털 소음계(Digital Sound Level Meter TES-1350A, TES Elec-
trical Electronic Corp., Taipei, Taiwan)에 60 dB SPL 이상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며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평가용 

낱말과 문장을 인쇄하여 제시한 뒤 보통 말속도의 평이한 높낮

이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2~3회 반복 연습하였다. 단어

와 문장 모두에서 두 대상자의 낭독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유사할 수 있도록 검사자가 미리 모델링을 하고 낭

독 연습을 하였다. 각 대상자가 녹음한 문장의 평균 음도를 평

가한 결과, 정상 /ㅅ, ㅆ/ 산출 대상자의 음도는 212 Hz, 치간음

화된 /ㅅ, ㅆ/ 산출 대상자의 음도는 208 Hz로 유사한 것을 확

인하였다. 두 대상자의 녹음된 자료는 청취자의 평정 시간 확보

를 위하여 각 단어와 각 문장 사이의 간격을 10초로 두었으며, 

정상 발음과 치간음화된 발음의 자료가 무작위로 섞이도록 하

였다. 다만 단어와 문장은 따로 분리하여 제시하였고, 단어나 

문장 중에서 먼저 제시하는 순서는 약 10명의 소그룹으로 나눈 

평정자 그룹마다 무작위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검사

총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정 검사는 음향 장치가 구비된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면 

나타날 수 있는 소음, 집중도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정자들을 약 10명씩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따로 진행하였

다. 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말 명료도, 말 용인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확인을 마친 후, 연습 문제 실습을 포함하

여 단어와 문장 평정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 정도였다. 연습 

문제 실습은, 연습용 단어와 문장인 /싸움/, /소네 소금 노코 쌈

싸머거/를 이용하여 정상 발음과 치간음화된 발음을 각각 들

려주며 전사하도록 한 뒤 명료도 및 용인도를 체크하게 하였다. 

평가하는 소그룹에 따라 정상 발음과 치간음화된 발음을 들려

주는 순서는 무작위로 하되, 진행 과정에서 두 종류 발음의 특

성을 비교하거나 오조음 언급 또는 오조음의 이유에 대한 설명

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최대한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을 것, 그리

고 미리 설명을 들어 이해하고 있는 말 명료도 또는 말 용인도

에 적절한 점수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치간음화된 

/싸움/을 듣고 전사한 후 말 명료도 체크, 정상 문장을 듣고 전

사한 후 말 명료도 체크, 정상 /싸움/을 듣고 전사한 후 말 용인

도 체크, 치간음화된 문장을 듣고 전사한 후 말 용인도 체크와 

같은 방식으로 연습하였다. 이때 평정자들이 듣기 적절한 강도

를 찾기 위하여 제시하는 단어와 문장의 음량을 조절하는 과

정을 거쳤으며, 각 소그룹마다 같은 강도로 평가 샘플을 제시

하였다.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유사하였다. 각 소그룹마다 

정조음과 치간음화된 단어와 문장 전체 자료를 듣고 전사하며 

말 명료도를 평정하고, 다시 단어와 문장 전체 자료를 듣고 전

사하며 말 용인도를 평정하였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평가의 

순서는 소그룹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였다. 단어나 문장을 듣고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한 번에 평정하게 하면 나타날 수 있

는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의 평정은 Song(2011)의 연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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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방법과 유사하다. 단어나 문장이 제시된 후 평정자들은 

우선 들은 단어나 문장을 받아 적었고, 그 후에 말 명료도 또

는 말 용인도를 평정하였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모두 0에서 

10까지의 등간척도로 점수화하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또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

는다’를 의미하며, 10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다’ 

또는 ‘매우 자연스럽고 마음에 든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전사 및 등간척도를 사용한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의 평가는 

임상과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평정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Law et al., 2009). 또한 평정자 내 신

뢰도 측정을 위하여 대상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5명의 학생

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다음 날 같은 평정 과정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평정자들의 반응에서 목표 단어와 목표 문장의 정답과 오답

을 찾고, 정답이 아닌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예: /염

소/를 /용호/로, /세타끼/를 /스타키/로 전사한 경우). 다만 치간

음화된 /ㅅ/ 소리를 /ㅆ/로 전사한 경우나, 치간음화된 /ㅆ/ 소리

를 /ㅌ, ㄸ/로 전사한 경우는 음향학적으로 다르게 산출되는 소

리를 다르게 듣는 증거이므로 이를 오답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예: /수박/ → /쑤박/, /쌍둥이/ → /땅둥이/로 전사한 경우). 또

한 치간음화된 음소 자체를 th로 표기해서 전사한 경우도 있었

는데(예: /사자/ → /thㅏ자/로 전사) 이 역시 오답으로 간주하지 

않았다(정조음 발화의 정답률: 단어 94.28%, 문장 91.66%, 치

간음화 발화의 정답률: 단어 86.11%, 문장 83.33%). 정답 문항

만을 대상으로 하여 0~10점으로 평정한 말 명료도와 말 용인

도 점수의 평균을 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식은 Park et al. 

(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정자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한 단어나 문장을 높은 말 명료

도와 말 용인도로 평정한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평정치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5명

의 학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정자 간 신뢰도를 구해보았다. 

Han(2010)의 신뢰도 계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0~10점 범위 중 

± 2점 차이로 평정한 경우는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치

도를 구한 결과, 말 명료도의 단어 평균 96.75%, 문장 평균 

94.66%, 말 용인도의 단어 평균 94.88%, 문장 평균 93.2%의 비

교적 높은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복 측정을 통한 

평정자 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5명의 자료

를 반복 측정한 결과, 말 명료도의 단어 평균 97.14%, 문장 평균 

95.45%, 말 용인도의 단어 평균 95.84%, 문장 평균 94.44%의 비

교적 높은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23(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학적 의

의는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RESULTS

정상 및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료도 비교

정상 산출된 /ㅅ, ㅆ/ 단어와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

료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조건의 단어 자료를 

청취하고 평정한 말 명료도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전체 36개

의 단어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정상 산출된 /ㅅ, ㅆ/ 단어의 

말 명료도 평정 점수가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료도 

평정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정상 및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용인도 비교

정상 산출된 /ㅅ, ㅆ/ 단어와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용인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조건의 단어 자료

를 청취하고 평정한 말 용인도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전체 36

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정상 산출된 /ㅅ, ㅆ/ 단어의 

말 용인도 평정 점수가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용인도 평

정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비교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 자료를 청취

하고 평정한 말 명료도 점수와 말 용인도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

다. 전체 36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료도 평정 점수가 말 용인도 평정 점수보다 유

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 

Table 2. Comparison of word speech acceptability between two 
conditions

Normal Interdental
t

Mean SD Mean SD
/s/ words 9.57 0.47 7.31 1.66 11.274**
/s*/ words 9.36 0.64 6.72 1.91 11.290**
**p < 0.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Comparison of word speech intelligibility between two con-
ditions

Normal Interdental
t

Mean SD Mean SD
/s/ words 9.83 0.26 9.01 1.13 6.352**
/s*/ words 9.75 0.39 8.85 1.21 6.793**
**p < 0.00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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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및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 비교

정상 산출된 /ㅅ, ㅆ/ 문장과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조건의 문장 자료

를 청취하고 평정한 말 명료도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전체 10

개의 문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정상 산출된 /ㅅ, ㅆ/ 문장

의 말 명료도 평정 점수가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

도 평정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정상 및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용인도 비교

정상 산출된 /ㅅ, ㅆ/ 문장과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용

인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조건의 문장 자료를 

청취하고 평정한 말 용인도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전체 10개

의 문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정상 산출된 /ㅅ, ㅆ/ 문장의 

말 용인도 평정 점수가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용인도 

평정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5).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비교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 자료를 청취

하고 평정한 말 명료도 점수와 말 용인도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

다. 전체 10개의 문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 평정 점수가 말 용인도 평정 점수보다 유

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6). 

DISCUSSIONS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의 발화에서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치간음화된 /ㅅ, ㅆ/ 음소의 단어나 문장을 언어치료사가 아닌 

일반 성인들이 정상 조음에 비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치경마찰음의 정상 산출이 

가능한 성인 여성의 /ㅅ, ㅆ/ 단어와 문장, 그리고 이 말소리들

을 치간음화시키는 성인 여성의 /ㅅ, ㅆ/ 단어와 문장 낭독 자료

를 녹음하여 여대생 54명을 대상으로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평정하게 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정상 산출된 /ㅅ, ㅆ/ 단어

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 점수가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

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치간음화된 /ㅅ, ㅆ/ 단어의 말 명료도 평정 점수가 말 용인도 평

정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 산출

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 점수 역시 치간

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평정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치간음화된 /ㅅ, ㅆ/ 문장의 말 명료도 평

정 점수가 말 용인도 평정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각한 조음 오류가 아닌 경우에 말 

명료도보다 말 용인도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Ellis(199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치간음화된 

단어나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을지라도 자연스럽게 들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치간음화된 /ㅅ, ㅆ/ 음소가 청지각적으로 

훈련된 언어치료사가 아닌 일반인에서도 명료하거나 자연스럽

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준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ong(2017)은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와 같은 청지각적 평가

에서 정상 발화의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치간음화된 /ㅅ, 

ㅆ/ 음소를 스펙트로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어떠한 특성을 보이

는지 살펴보았다. ‘ㅏ’, ‘ㅐ’, ‘ㅜ’ 모음과 각각 결합된 /ㅅ, ㅆ/ 음소 

단어인 /산, 새, 수박, 쌍둥이, 쎄미나, 국쑤/를 광대역 스펙트로

그래프로 그려서 관찰한 결과, 치간음화된 /ㅅ, ㅆ/의 자음 구간

이 정상 산출된 /ㅅ, ㅆ/의 자음 구간보다 더 긴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ㅅ, ㅆ/를 구개음화, 치간음화, 설측음화로 

왜곡시키는 초등학생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발화를 음향학적

으로 비교 분석한 Yang(201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

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조음음운장애 아동이 치조마찰음 /ㅅ, 

ㅆ/ 조음 시에 센 기류와 강한 에너지, 긴장을 동반하여 성대 

Table 6. Comparison of sentence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ceptability in interdentalized condition

Speech intelligibility Speech acceptability
t

Mean SD Mean SD
/s, s*/ sentences 8.85 1.31 6.96 1.87 9.170**
**p < 0.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5. Comparison of sentence speech acceptability between two 
conditions

Normal Interdental
t

Mean SD Mean SD
/s, s*/ sentences 9.44 0.84 6.96 1.87 11.073**
**p < 0.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Comparison of sentence speech intelligibility between two 
conditions

Normal Interdental
t

Mean SD Mean SD
/s, s*/ sentences 9.73 0.57 8.85 1.31 6.151**
**p < 0.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 of word speech intelligibility and speech ac-
ceptability in interdentalized condition

Speech intelligibility Speech acceptability
t

Mean SD Mean SD
/s/ words 9.01 1.13 7.31 1.66 8.743**
/s*/ words 8.85 1.21 6.72 1.91 8.808**
**p < 0.00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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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로 기류가 빠르게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소음의 

생성이 어렵고, 구강 내 혀의 긴장으로 민첩하고 순간적인 마찰

이 어려워 정확한 마찰음 산출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에 비하여 일반 아동은 /ㅅ, ㅆ/ 산출 시에 순간적인 마찰 에너

지가 생성되어 마찰 구간에 강한 에너지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 

음향학적 파라미터인 무게중심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Song(2017)의 스펙트로그래프에서도 유사

하게 관찰되는 특징인데, 치간음화된 /ㅅ, ㅆ/의 스펙트로그래프

에서 자음 구간의 에너지 분포는 영어의 /ɵ/와 유사하게 정상 

발화된 음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약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또한 마찰 소음의 에너지 분포 영역 자체가 더 넓은 

주파수 범위로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errand(2006)에 

의하면 일반적인 치경마찰음 /s, s*/는 4,000 Hz 이상의 범위에 

마찰 소음을 나타내는데, 이 연구에서 분석한 스펙트로그래프

에서 정상 산출된 /ㅅ, ㅆ/는 실제로 4,000 Hz 위에 에너지가 

분포하였으나, 치간음화된 /ㅅ, ㅆ/는 관찰 영역 0~17,000 Hz 전 

영역에 걸쳐 희미하게 에너지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치간음화된 /ㅅ, ㅆ/의 이와 같은 음향학적인 특성으로 인하

여 훈련받지 않은 일반 여대생의 청지각적 평가인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 평정에서 정상 산출 말소리와 달리 인식함으로써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Park(2013)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s/와 /ɵ/의 인지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초성을 /s/로 시작하

는 단어 ‘sigh’와 ‘sock’, /s/로 끝나는 단어 ‘peace’, 그리고 /ɵ/로 

시작하는 단어 ‘thanks’와 /ɵ/로 끝나는 단어 ‘youth’를 원어민 

교수의 발음으로 녹음하고, 자음 구간 및 모음 구간을 늘리거나 

줄여 실험 자료를 만들어 이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보았

다. 그 결과 ‘sigh’에서의 /s/는 대부분 /ㅆ/로 인식하였고, ‘sock’에

서의 /s/는 약 75%에서 /ㅅ/로 반응하였다. 또한 ‘thanks’에서 /ɵ/
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ㄸ/로 인식하였고, ‘youth’에서의 /ɵ/
는 대부분 /ㅅ/나 /ㅎ/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자

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차용어에서의 초성 /ɵ/는 마찰 구간

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말의 마찰음보다는 /ㄸ/로 인식하는 

것 같고, 끝소리에서의 /ɵ/는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나 청자의 개

인적인 차이에 따라 /ㅅ/나 /ㅎ/ 같은 마찰음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마찰 소음의 지속 시간이 청

지각적 평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이 연구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에도 치간음화와 같은 미세한 음향학

적인 차이는 그 자체로 정상 발화와 다르게 청지각적으로 인식

될 수 있으나, 인식되는 발음의 종류는 그 소음의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발성기관 및 조음기관의 다

양한 근긴장이나 민첩성에도 영향을 받아 음향학적인 파라미

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청자의 인상을 좌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치경마찰음 /ㅅ, ㅆ/를 치간음화시키는 오류

는 평정 점수의 특성상 말 명료도와 말 용인도를 심각하게 손

상시키지는 않지만, 결국 정상 발화보다는 덜 명료하고 덜 자연

스러운 발화로 듣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McKinnon et al. 

(1986)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말더듬, 과다비성, 그리고 설측

음화된 말소리를 정상 말소리와 같이 녹음하여 들려주고 그들

의 반응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정상 말소리에 비하여 장

애 말소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거리감, 저평가, 낮은 이해도, 

높은 불안감의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장애 말소리를 

산출하는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연구자들은 언어치료사들이 이러한 경향을 잘 인식하

고 대상자들의 치료에 적용할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Ha & Huh(2018)는 말소리에서 음도와 강도, 그리고 속

도를 변화시켜 그에 대한 청자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가지 또는 2~3가지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말소리에 대

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는 초분절적인 요소의 변화만으로도 부정적인 이

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며, 더 나아가 분절 

요소인 음소의 왜곡 역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언어치료사와 일반인

들의 유창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구어 

요인, 언어 요인, 태도 요인, 기타 요인 각각에서 일반인이 언어

치료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이 따로 있다는 점을 제

시한 Shin et al.(2013)의 연구와 같이 언어치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과 일반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들을 치료

에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겠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Shin(2015)은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말더듬 성인들이 일반 성인들에 비하

여 유창성 인식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말더듬는 대상들은 일반인들보다 의사소통 관

련 요인들에 더 민감하고, 더 신경을 쓰며, 더 잘해야 한다는 스

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참고하면, 일반 성인들에 비교

적 자주 나타나는 치경마찰음의 치간음화에 본인들이 어떤 인

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ㅅ, ㅆ/ 치간음화 오류를 보이

는 일반 성인들이 자신의 말에 대하여 인식하는 특성, 일반인

들이 이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 언어치료사가 받아들이

는 문제점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Lee(2013)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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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발음을 평가할 때 채점자의 교육 경력이나 전공 영역의 차

이로 채점 경향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1년 이상 한

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모두 평정자 간 신뢰도가 있었

으나 경력에 따라 채점의 관대함과 엄격함에 있어 차이가 있었

다. 또한 다양한 전공 영역에 따라서도 이들의 발음을 평가하

는 패턴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언어치료사의 경우에도 

경력이나 선행 전공의 차이에 따라 인식하는 민감도가 다를 수 

있음을, 더 나아가 일반인들도 평정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발

음 평가의 채점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그러

나 이러한 고려 사항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는, 말소리 평가를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도 음향학적으로 민감

하게 변별해야 하는 치간음화 오류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

한다는 점을 제시해주었다. 결국 /ㅅ, ㅆ/ 음소를 치간음화시키

는 성인의 발음은 언어치료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귀에도 덜 명

료하고 덜 자연스러운 것으로 들린다는 점과 함께 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향후 일

반 성인에서 흔히 나타나는 치간마찰음의 왜곡 오류에 대한 일

반인들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 대상자가 아닌 서로 다른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단어와 문장 발화를 수집하여 비교한 한계를 가지고 있

다. 두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말소리 높이나 말속도 등에서 최

대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소리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음색이나, 모음 공간 등 동일 대상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Choi, 200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마찰음의 치간음화 오류와 정조음이 

모두 동일 인물에서 비교 가능한, 예를 들면 치료 전의 치간음

화 발음과 치료 후의 정조음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

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또한 언어치료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말 명료

도 연구에서는 동일하게 정조음한 단어의 쌍 또는 오조음한 단

어를 포함한 쌍을 들려주고 “같다-다르다”와 같이 차이점을 변

별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간음

화된 치경마찰음이 결합된 모음에 따라 말 명료도 및 말 용인

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도 경상도 거주민의 경우 일부는 /ㅅ/와 /ㅆ/

를 구별하여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한 

말 명료도나 말 용인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치간음화·말 명료도·말 용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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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평가 단어 및 문장 리스트

단어(36개)

/s/ /s*/

/사자/, /생일/, /소금/, /수박/, /스키/, /우산/, /동생/, 

/염소/, /고수/, /풍선/, /구슬/, /사이다/, /세타끼/, 

/소방차/, /선풍기/, /스위치/, /나카산/, /앵무새/,  

/아기소/, /파ㄷ삥수/, /우주선/

/싼타/, /책쌍/, /학쌩/, /치쏠/, /국쑤/, /눈썹/, /버쓰/, 

/쌍둥이/, /쎄미나/, /씀바귀/, /눈싸움/, /코뿔쏘/, 

/복쑹아/, /낙써장/, /테니쓰/

문장(10개)

/s, s*/

/소네 소금 노코 쌈 싸머거/ /서메 인는 수페 새가 산다/ 

/쌍둥이 동생이 눈싸움 한다/  /싼타가 파ㄷ삥수 멍는 거 봐써/

/테니쓰 고수가 버쓰 타고 간다/  /책쌍에 국쑤와 씀바귀가 이꾸나/ 

/앵무새가 우산 쓰고 나카산 탄다/  /선풍기에 사이다만 이쓰면 그마니야/

/학쌩이 쎄미나 가서 복쑹아만 멍는다/ /낚써장에 원숭이하고 코뿔쏘만 이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