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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이이이 청청청각각각장장장애애애인인인의의의 파파파열열열음음음 지지지각각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모음환경은 인공 와우(cochlearimplant:이하 CI)를 이식한 청각장애
인의 자음지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아
직 우리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청각장애인의 말소
리 지각능력을 높이기 위해,각 자음별로 청각장애인들이 쉽게,그리고 어
렵게 지각하는 모음환경을 알고,이를 청능 훈련에 적극 활용한다면 임상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에서 양적,그리고 질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열음과 세 가지 모음환경(/a,i,u/)을 결합한 자극어를 사용하
였으며,선행,후행하는 모음환경이 자음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초성(C+V)과 중성(V+C+V)위치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인공 와우 수술 후 25-45dB의 청력을 가지고 있고,언어습
득 후 청력을 상실했으며,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청각장애성인 3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9가지 파열음을 모음환경 /a,i,u/,그리고 초성(C+V)과 중
성(V+C+V)위치에서 결합한 54개의 자극어를 디지털로 녹음하여 대상자
에게 들려주고 받아 적게 하였다.목표자음과 일치하면 1점씩 점수를 주어
각 대상자의 자음지각정확도를 구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모음환경에서 가장 높은 지각정확도를 보였으며,그 다음으로는
/i/와 /u/모음환경에서 비슷하게 높았다.각 모음들이 파열음 지각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각 모음이 가지고 있는 음향학적 특징과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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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길이,그리고 지각과 산출 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2.CI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초성 위치의 자음보다 중성 위치의 자음

을 지각 할 때 모음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중성 위치의 자음은 선행하는 모음과 후행하는 모음으로부터 영향
을 받기 때문에,더 많은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3.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보다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이 모음환경의 영

향을 더 많이 받았다.이는 파열음의 지각적 특성들이 청각장애인보다 지
각력이 더 우수하지 못한 청각장애인의 수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 생각한다.
4.조음 방법보다 조음 위치가 더 많은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조음 위치를 지각하기 위한 단서가 앞 뒤 모음의 포만트
주파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따라서 모음환경에 가장 민감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5.개별적인 음소 지각에 모음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음소는 /ㅂ,ㅃ,ㅍ,ㄷ,ㄱ,
ㅋ/의 6개 음소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말소리 지각 검사 시,다양한 모음환경 속에서 자음
지각능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청각장애인들이 어려워하는
파열음 지각능력을 높이기 위한 청능 훈련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앞으로는 우리말의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하고,조음 위치를 종성까
지 확장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핵심어 :청각장애인,인공 와우,모음환경,파열음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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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남남남 아아아 미미미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말소리 지각(speechperception)
에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청각장애인은 일차적으로 소리를 잘
못 듣는다는 사실로 불편을 느끼며,이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를 겪게 된다.
청각장애가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청각장애 아동 또한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며,말,언어,학문적 성취,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서 지체를 보일 수도 있다.1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청각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청각장애의 조기
진단과 함께 보청기 및 인공 와우(cochlearimplant:이하 CI)등의 보조
기구 착용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가가...청청청각각각장장장애애애인인인의의의 말말말소소소리리리 지지지각각각능능능력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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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착용이나 CI이식 이후,가장 일차적인 목적인
말소리 지각에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였는지를 알아보려는 연구들이 활발
하게 이루어져왔다.말소리 지각이란 단순히 소리의 존재를 지각하는 능력
이 아니라2말을 청취한 청자가 어음의 강도,고저,시간 등의 기본적 속성
을 지각하고 음색,엑센트,억양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말이 가진 언어적
정보 단위를 분해하여 해독하고 판단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의 말소리 지각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첫째,청각장애인은 초분절적인 자질보다는 분절적인 자질 지각에
더 어려움을 보인다.4즉,말소리의 고저,억양,길이 등을 자음이나 모음보
다 잘 지각한다는 것이다.둘째,청각장애인은 분절음의 지각 시,모음보다
자음지각에 더 어려움을 보인다.4,5 셋째,청각장애인은 자음의 유성성
(voicing),조음 방법(mannerofarticulation),조음 위치(placeofarticulation)
자질 중에서,유성성 자질을 제일 잘 지각하며,그 다음으로는 조음 방법
자질을 잘 지각한다.청각장애인이 가장 지각하기 어려워하는 자질은 조음
위치 자질이었다.5-7넷째,청각장애인의 순음청력검사(puretoneaudiometry;
PTA)결과와 자음지각 정확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
다.6청력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말소리 지각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PTA 결과가 90dB이상인 아동도 말 대조(speechcontrasts)를 지각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8그러나 PTA 결과에 따라 자음지각 시
질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Erber9의 실험에 의하면 PTA 결과가 7
0～95dB인 청각장애인 집단은 조음 방법보다 조음 위치를 지각하는 데에
서,96dB이상인 청각장애인 집단은 모든 자음의 자질을 지각하는 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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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보였다고 한다.
말소리 지각 검사는 CI이식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주로 잔존청력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일부 청각장애인만을 포함 하였을 뿐,심도청각장애
인은 제외되었다.그 이유는 보청기를 사용하여 소리를 듣더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말소리 지각능력이 너무 낮아서 기존의 검사에 반응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그러나 1980년대 CI이식이 상용화 되자 심도청각장
애인의 수술 전후 말소리지각능력 비교와 최소한의 지각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1990년대에는 소아에 대한 CI이
식이 미국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다.이에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CI이
식이 급격히 늘게 되었으며,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소아의 말소리 지각능
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0

먼저,CI를 이식한 언어 전 청각장애아동이 일반적으로 보청기 착용
아동보다 말지각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11,12또한,두 아동군간에 말
지각의 질적이 차이도 규명되었는데,CI아동들은 파찰음에서 가장 정확한
반응을 보인 반면,파열음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보였고,보청기 착용 아
동은 그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12

나나나...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이이이 청청청각각각장장장애애애인인인의의의 자자자음음음지지지각각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말소리 지각 검사는 보청기를 착용한,그
리고 CI를 이식한 청각장애인의 말소리 지각능력의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
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자음지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하지만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 대화에서 연결된 발화를 지각 할 때에는,특정 자
음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모음과 결합된 음절들을 듣게 되며,모음들은 각
각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자음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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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지각 검사에서도 모음과 결합된 형태의 음절 단위의 자극음을 들
려주고 반응을 평가하나,이러한 검사에서의 /a+Cons.+a/1)문맥에서 자극
음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그 이유는 /a/가 모음 중에서 인접 자음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모음이기 때문이다.지금부터,모음환경이 자음지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최근 이지영6은 자음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모음환경(/a,i,u/)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를 알아본 결과,
모음환경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Loizou등13의 연구자는 모음환경이 청각장애인의 자음지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그는 CI의 어음 처리기(speech
processors)의 높은 자극 속도가 /i+Cons.+i/와 /u+Cons.+u/환경에서
/a+Cons.+a/에서의 자음지각보다 더 큰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a+Cons.+a/자극이 /i+Cons.+i/와 /u+Cons.+u/자극보다 어음 처리
전략(speechprocessingstrategies)에서의 파라메트릭 변화로 일어나는 차
이를 수행하는 데 덜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또한 그들은 전반적인
자음지각은 선행하는 그리고 후행하는 모음의 지각에 따라 변할 것이라고
하였다.

Donaldson과 Kreft14는 모음환경이 CI이식자들의 자음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자음의 유무성,조음 방법,그리고 조음 위치 중
에 모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질은 조음 위치였으며,대체로 /a/와
/u/환경이 /i/환경에서보다 더 나은 자음지각정확도를 보였다고 한다.자음
별로 살펴보면,대체적으로 /a/와 /u/환경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가 /i/환경
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보다 높았으나,/k/음소는 /a/와 /u/환경이 /i/환경보
다,/d/음소는 /u/환경이 /a/와 /i/보다,그리고 /l/음소에는 /i/환경이 /a/와
/u/환경에서보다 더 높은 지각정확도를 보이는 등 19개 음소 중 6개 음소

1)Cons.는 consonant(자음)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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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독특한 결과를 보였다.또한 Cv,vCv음절 구조에 따른 모음환경
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5개 음소에서 뚜렷한 모음의 영향이 나타났는데,
/s/음소의 경우 초성 위치(Cv)에서,그리고 /g,w ,b/와 /ɚ/음소는 중성 위
치(vCv)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였다.또한 /s/의 경우는 초성 위치의 /u/환
경과 결합했을 때가 /i/와 /a/환경에서보다 수행률이 높았고,/d/와 /g/는
중성 위치의 /a/와 /u/환경이 /i/환경에서보다 수행률이 높았다.그리고 /b/
와 /w/에서는 중성 /i/환경에서의 수행률이 /a/와 /u/환경에서보다 높았다.

또한 자음지각은 유성성,조음 방법,조음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다양한 음향학적 단서의 사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유성성과 조음
방법 단서는 주로 시간적 영역(temporaldomain)에 의존하는 반면,조음
위치 단서는 공간적 영역(spectraldomai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단서 중에서,조음 위치 단서는 앞 뒤 모음의 포만트 주파
수(formantfrequency)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따라서 모음환경에 가
장 민감하다. 이러한 단서들은 모음-자음 그리고 자음-모음 전이
(transition)가 일어나는 동안의 모음 포만트 주파수에서의 역동적인 변화
를 포함한다.포만트 전이(formanttransition)의 방향과 범위는 선행,그리
고 후행하는 모음의 포만트 주파수에 따라 변화한다.따라서 자음지각에
대한 포만트 전이 단서는 모음환경의 변화에 의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이러한 영향은 건청인에 비해 특히 부족한 공간적 해석능력(spectral
resolution)을 가지고 있는 CI사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14

다다다...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이처럼 외국에서는 모음환경은 CI를 이식한 청각장애인의 자음지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아직 우리말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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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청각장애인의 말소리 지각능력을 높
이기 위해,각 자음별로 청각장애인들이 쉽게,그리고 어렵게 지각하는 모
음환경을 알고,이를 청능 훈련에 적극 활용한다면 임상현장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에서 양적,그리고 질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파열음과 세 가지 모음환경(/a,i,u/)을 결합한 자극어를 사용하여,
선행,후행하는 모음환경이 자음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성
(C+V)과 중성(V+C+V)위치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라라...우우우리리리말말말 자자자음음음 및및및 모모모음음음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연구에 필요한 자극어를 선정하고,모음환경이 자음지각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모음과 자음의 특성에 대해 아는 것
이 필요하다.

(((111)))우우우리리리말말말 파파파열열열음음음의의의 특특특징징징
파열음이란 두 조음기관을 접촉시켜 구강 안에 막음을 형성했다가 개

방하면서 조음하는 소리로 우리말에는 /ㅂ,ㅍ,ㅃ,ㄷ,ㄸ,ㅌ,ㄱ,ㅋ,ㄲ/
의 9개가 있다.우리말 파열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ㅂ,ㅍ,ㅃ/,치
(조)음 /ㄷ,ㄸ,ㅌ/,연구개음 /ㄱ,ㅋ,ㄲ/으로 나눌 수 있으며,조음방법,
즉 긴장과 기의 유무에 따라 무기연음 /ㅂ,ㄷ,ㄱ/,유기경음 /ㅍ,ㅌ,ㅋ/,
그리고 무기경음 /ㅃ,ㄸ,ㄲ/으로 나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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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우리말의 파열음

(((222)))우우우리리리말말말 모모모음음음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모음은 폐에서 올라온 기류가 성도를 통과할 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만들어진 소리들을 말한다.모음을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분류할 때는
모음의 음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예:혀의 최고점이나 좁힘점의 위치와 간
극,입술의 모양)이나 모음 사각도에서의 위치를 고려한다.그러나 모음을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분류할 때는 모음 음소들 사이의 대립 관계를 고려한
다.15

표표표 222...우리말의 모음

모음은 제 1포만트 주파수(thefirstformantfrequency:F1)와 제 2
포만트 주파수(thesecondformantfrequency:F2)에 의해 음향학적 그리
고 지각적으로 서로 구별된다.또한 제 3포만트 주파수(thethirdformant
frequency:F3)와 모음의 길이는 부가적인 단서를 제공한다.14F1의 주파수

조음방법 양 순 음 치 (조)음 연 구 개 음
(무기) 연 음 ㅂ ㄷ ㄱ

경 음
유 기 음 ㅍ ㅌ ㅋ
무 기 음 ㅃ ㄸ ㄲ

고저
전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l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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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음의 개구도와 관련이 있는데,개구도가 클수록 높고,개구도가 작을
수록 낮다.따라서 고모음은 F1이 낮고,저모음은 F1가 높다.F2의 주파수
는 모음의 전후설과 관련이 있는데,전설모음일수록 높고,후설모음일수록
낮다.따라서 전설모음은 F2가 높고,후설모음은 F2가 낮다.청각적으로 모
음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F1과 F2를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한다.16그러나
청각장애인은 비슷한 F1과 F2를 가진 모음(예:/i/와 /ɪ/)과 비슷한 F1을
가진 모음(예:/i/와 /u/)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17

모음별 차이를 살펴보면,/a/는 F1이 여타의 모음에 비하여 높게 형
성되는 반면,F2가 상대적으로 낮아 광역 스펙트로그램에서의 두 띠가 서
로 매우 가까운 반면에 F3은 F2와 멀리 떨어져서 나타난다.이와는 반대
로 /i/는 F1이 상대적으로 낮고,F2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두 띠가 서로 아
주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에,F2와 F3은 서로 아주 가까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u/의 경우는 F1,F2,F3이 모두 낮아 띠들이 저주파수
쪽에서 서로 가까이 형성된다.또 한 가지 /u/의 특징적인 모습은 에너지
가 1,000Hz아래의 저주파수 쪽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18이 세 모음은 조
음적․음향적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다.따라서 이지영6과 Donaldson과
Kreft14는 이 세 모음(/a,i,u/)을 뽑아 지각 검사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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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CI를 이식한 청각장애인의 말소리 지각능력의 향상
을 위해,우리말에서 양적,그리고 질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열음
의 각 음소별로 청각장애인들이 쉽게,그리고 어렵게 지각하는 모음환경을
알아보고,이를 청각장애인의 청능 훈련에 활용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CI
를 이식한 청각장애 아동 및 성인에게 세 가지 모음환경(/a,u,i/)을 결합
한 자극어를 들려주었으며,모음환경이 초성(Cv)과 중성(vCv)위치의 자음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CI를 이식한 청각장애인은,
(1)모음환경 /a,i,u/에 따른 파열음 지각정확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2)모음환경 /a,i,u/에 따른 초성(Cv)과 중성(vCv)위치의 자음지각

정확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3)파열음 지각정확도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모음환경

의 차이를 보이는가?
(4)모음환경 /a,i,u/에 따른 파열음 지각 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에 따른 지각정확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5)모음환경 /a,i,u/에 따른 파열음의 각 음소별로 지각정확도에 차

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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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 지방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이하(평
균 연령 38.7세)인 청각장애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대상자는 모두
CI를 착용하고 있으며,주로 구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연
령의 상위 한계선은 Kirt등19의 선행연구와 Vaughan과 Lefowski20의 연
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60세를 상한선으로 정하였다.그 이유는 같은 조건
하의 지각 검사에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60세 이상 집단의 말소리 지각
능력이 노화 등의 이유로 떨어진 때문이었다.

청각장애인의 말과 언어 능력은 청력손실의 발생 시기,청력손실의 정
도,진단과 교육의 시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그러나 말소리 지각 검사에서
청각장애 개개인은 각각의 지각정확도의 수행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말을 지각할 때 같은 양상으로 반응한다고 하므로14,21청력손실의 정
도와 진단과 교육의 시기를 통제하지는 않았다.이지영6의 연구 역시 PTA
와 자음의 지각정확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
고 있다.단,언어 습득 이전에 청력을 손실한 경우(prelingual)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청력손실의 발생
시기가 5세 이후,즉 언어 습득 이후(postlingual)인 사람22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실험의 자극어가 파열음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므로,본 실험 이전
에 Ling six soundtest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대한 선별검사를 하였다.
Lingsixsoundtest는 감지 검사로서 /u/,/a/,/i/,/m/,/ʃ/,/s/의 6가지
말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말소리 스펙트럼(speechspectrum)의 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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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파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23검사자는 일상 대화 수준의 음
성으로 위의 6가지 말소리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대상자에게 감지 반응을
하게 하였고,이를 100% 감지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인공와우를 이식하였으며,25dB에서 45dB의 청력
을 가지고 있었고,평균 수술 후 기간은 36개월이었다.

대상자의 동반장애 유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청각장애
이외에 시각장애 등의 감각장애,인지장애,말기관의 기질적․기능적 장애,
행동장애 등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대상자의 연령,성별,
청력손실 원인,청력손실 기간,수술 후 기간,CI종류,교정 청력에 대한
정보를 (표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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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연구 대상자 정보

번번번
호호호

연연연령령령
(((세세세)))

청청청력력력손손손실실실
원원원인인인

청청청력력력손손손실실실
기기기간간간
(((개개개월월월)))

수수수술술술후후후
기기기간간간
(((개개개월월월)))

인인인공공공 와와와우우우
기기기기기기

보보보정정정
청청청력력력
(((dddBBB)))

점점점수수수

1 28 SNHL1) 72 27 Nucleus2) 35 23
2 30 suddenSNHL 120 134 Nucleus 28 21

3 60 progressive
SNHL 72 53 Nucleus 35 11

4 25 SNHL 216 16 Nucleus 35 5
5 19 SNHL 84 40 Nucleus 35 19

6 21 infection;
SNHL 168 16 Nucleus 35 29

7 27 SNHL 180 76 Nucleus 35 38
8 18 SNHL 144 41 Nucleus 30 17

9 26 progressive
SNHL 288 44 Nucleus 30 44

10 42 SNHL 336 12 Nucleus 32 32
11 55 SNHL 120 40 Nucleus 25 33

12 59 progressive
SNHL 156 13 Nucleus 28 14

13 58 suddenSNHL 60 23 Clarion3) 35 12
14 47 suddenSNHL 12 91 Clarion 38 10
15 54 suddenSNHL 50 16 Clarion 28 24

16 58 progressive
SNHL 48 47 Clarion 35 28

17 20 SNHL 95 5 Nucleus 30 16
18 27 SNHL 180 11 Nucleus 3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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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nsorineuralhearingloss
2)Cochlear,호주
3)Bionic,미국

19 33 suddenSNHL 18 13 Nucleus 30 15
20 59 suddenSNHL 40 17 Clarion 32 9
21 58 COM;SNHL 67 38 Nucleus 35 34

22 32 congenital
SNHL 65 20 Nucleus 35 21

23 22 congenital
SNHL 192 22 Nucleus 43 17

24 56 ototoxic,
suddenSNHL 252 63 Nucleus 43 26

25 24 Mumps;
SNHL 197 84 Nucleus 31 31

26 59 progressive
SNHL 144 37 Nucleus 35 22

27 39 SNHL 297 17 Nucleus 40 3
28 60 SNHL 60 6 Nucleus 30 25

29 26 progressive
SNHL 146 47 Nucleus 35 19

30 19 SNHL 155 6 Nucleus 3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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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검검검사사사과과과제제제

가가가...말말말소소소리리리 지지지각각각과과과제제제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말소리 지각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피검자와 관련된 요인
들과 검사도구에 관련된 요인들로 나눌 수 있다.피검자와 관련된 요인은
말소리 지각 검사를 받는 청각장애인의 발달수준,인지수준,언어수준,청
력수준 등이 있다.본 실험에서는 Geers23의 말소리 지각 평가 방법에 따라
검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첫째,말자극의 의미 유무이다.청각적인 말소리 지각은 음소,음절,
낱말,문장 등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24이상적으로 말소리 지각 평가
는 음운론적인 지식과는 별개로 아동이 지각할 수 있는 특정한 음성대조를
사용하여야 한다.이것은 최소변별쌍 음절을 사용할 때 가능하지만,어린
아동에게는 종종 친숙한 낱말을 자극으로 사용하여 음소지각에 포함되는
정보를 추론하여야 한다.본 실험에서는 무의미 음절로 이루어진 자극어를
사용하였는데,이는 자음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의 친숙도 요
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말자극의 제시방법이다.말소리 지각 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말자극의 녹음여부이다.말 자극을 육성으로 제시했을 때에
는 검사결과가 화자의 기본 주파수,음성특징,강세패턴 등에 따라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Moog와 Geers25는 말 자극을 육성으로 제시했을
때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0.50～0.62)디지털로 녹음하여 제시했을 때보
다(0.83～0.93)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말 자극을
디지털로 녹음한 음성 파일을 통해 제시하였다.음성자료는 조용한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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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Disc녹음기(Sony,MZ-r91)를 이용하여 녹음하며,마이크의 위치는
파열음을 발음할 때 생길 수 있는 마이크와의 마찰음을 피하기 위해서 화
자의 입으로부터 측면 아래쪽 5Cm 떨어진 곳에 고정시켰다.말소리 지각
평가 시 남성 화자의 목소리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각각 들려주었을 때
지각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Donaldson과 Kreft14의 연구가 있
었으므로,표준말을 쓰는 성인 여성의 목소리를 녹음하였다.녹음하는 동안
화자는 모든 말 자극에 대해 최대한 같은 크기,높이,길이 등을 유지하며
명료하게 말하였다.편집 과정을 통해 각 말 자극이 1.5초의 간격으로 두
번씩 제시되도록 복사하였고,다음 말 자극이 나오기까지 대상자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5초의 간격을 두었다.제시하는 말자극의 크기를 정하기 위
해서 soundlevelmeter를 사용하며,말소리 크기는 보통 대화 시 말소리
크기에 해당하는 60dB로 하였다.

셋째,아동의 반응양식이다.폐쇄형 검사(closed-settest)에서는 대안
적인 반응이 제공되기 때문에 특정 낱말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낱말의 일
부분만을 지각하여도 정반응으로 처리될 수 있다.반면,개방형 검사
(open-settest)에는 선택항목이 제공하는 문맥적인 단서가 없다.일반적으
로 폐쇄형 검사가 개방형 검사보다 더 쉽다.폐쇄형 검사의 난이도는 음절
이나 낱말의 수 등 각 자극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양,선택 항목의 수,
선택 항목 간의 유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즉 각 자극에 포함된 음절이
나 낱말의 수가 적을수록,선택항목의 수가 많을수록,선택 항목이 비슷할
수록 과제는 어려워지고 점수는 낮아진다.개방형 검사의 난이도는 각 자
극이 포함하는 정보의 양과 친숙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본 실험에서는 대
상자의 반응양식을 보기가 없는 개방형 검사를 사용하였으며,말 자극을
듣고 받아쓰도록 지시하였다.개방형 검사를 택한 이유는,보기가 있는 폐
쇄형 검사(closedsettest)를 실시할 경우 우연히 맞출 확률을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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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이다.또한 말 자극을 듣고 받아쓰기를 하는 이유는,청각장애인의
대부분은 조음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말하기로 말 자극
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보다 받아쓰기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신뢰도
높게 자료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음소를 포함하는 54개의 말 자극을 무작위순으로 녹음하여 하나
의 음성 파일을 만들었다.또한 54개의 말 자극은 환자의 피로효과를 막기
위해 각각 2개의 파일로 나누어 첫 번째 파일을 들려준 후 잠시 휴식을 취
한 후 두 번째 파일을 들려줄 수 있게 하였다.

나나나...자자자극극극어어어의의의 선선선정정정
자극어는 세 가지 모음환경(/a,i,u/)에서의 초성과 중성 위치에서의

파열음이다.목표 자음은 우리말 양순 파열음 /ㅂ,ㅃ,ㅍ/,치조 파열음 /
ㄷ,ㄸ,ㅌ/,그리고 연구개 파열음 /ㄱ,ㄲ,ㅋ/이다.각 자음을 3개의 모음
환경과 초성,중성 위치(Cv,vCv)에서 결합시켰다.

파열음을 자극어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청각장애인은 청
력 손실로 인해 말소리 지각 과정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대부분의 청
각장애인은 모음에 비하여 자음을 지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자음
중 마찰음과 파열음은 청각장애인이 가장 지각하기 어려운 음소이다.26둘
째,한국어 파열음은 장애음 중 가장 많은 음소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조
음위치와 조음방법으로 분류됨에 따라,청각장애인에게 고주파수의 음향정
보 손실과 함께 양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27셋째,파열음은 양적인 비
중 뿐 아니라,자음의 조음 방법별 사용 빈도 측면에서 36%로 비음
(31.7%),마찰음(10.8%)보다 높았다.28넷째,파열음은 지각될 때 이용되는
음향적 단서가 중첩적이며,단독으로 산출될 수 없고,선․후행하는 모음과
자음에 음향학적 단서가 일부 중첩되어 인접하는 소리의 환경에 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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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학적 특징이 결정되는29특성을 가지므로,청각장애인에게는 더욱 지각하
기 힘든 음소들이다.

대화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모음 중에 세 가지 모음환경을 선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다양한 모음환경을 검사하는 것은 많은 임상적 그
리고 연구적 적용에 실용적인 시간을 넘어서는 것이므로,조음적․음향학
적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으며,지각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모음인
/a,i,u/를 선정하였다.둘째,/a,i,u/모음들은 우리말 모음의 사용 빈도
측면에서 이중모음을 포함한 17개의 모음 중에서 각각 첫 번째,두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로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는 음소들이다.

333...연연연구구구 절절절차차차

가가가...예예예비비비실실실험험험

2007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청각장애인 3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
험을 하였다.검사 중 주의를 집중하지 않거나 판단이 확실하지 않아서 말
자극을 한 번 더 듣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따라서 본 실험에
서는 각 말 자극을 두 번씩 들을 수 있도록 음성파일을 만들었다.

나나나...본본본실실실험험험

모든 검사는 소리의 반사가 없으며 조용한 방(주변 소음 50dB이하)에
서 개별적으로 하였으며,한 명에게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스
피커로부터 1m 떨어진 의자에 앉아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말 자극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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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로 쓰게 하였다.스피커는 CI의 마이크로폰이 있는 쪽에서 제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이름,성별 및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글로 적힌 지시사항

을 짚어가며 설명하듯이 천천히 읽어주었다.반응지는 (부록-1)에 제시하
였다.검사에 앞서 말 자극이 무의미 1음절어 또는 2음절어라는 것을 설명
한 후,사전검사용 음성 파일을 듣고 말 자극을 적도록 훈련과정을 거쳤다.
검사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연구자가 입을 가리고 말한 것을 적게
한 후에 사전검사용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다.다음 항목이 제시되기 전까
지 정해진 시간 내에 반응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확실히 모를
때에는 비슷하게 들리는 것으로 적도록 하였다.대상자가 검사방법을 이해
했음을 확인한 후에 본 실험에 들어갔다.검사 중에 시각적인 단서나 촉각
적인 단서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대상자는 앉은 위치에서 일상 회화 수준
의 강도인 60～70dB의 크기로 말 자극을 들었다.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에
서 대화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또한 정상아동의 말소리 지각능력이
4～580dBHL에서 평균 99%의 최고치를 동일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30이
들에게는 말 자극을 60～70dB로 제시하였다.

피로효과를 막기 위해서 27개의 항목을 수행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
며 말로 동기를 부여하였다.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자,이제 여기 할 차례
입니다.”라고 말하며 다음 항목의 번호를 손으로 지적해주었다.

다다다...자자자료료료평평평가가가

대상자가 답안지에 작성한 반응을 자료로 사용하였다.대상자는 지각
자료를 자음지각반응지에 기록하였는데,자음지각 반응지는 (부록2)에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음환경이 자음지각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자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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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정확도를 평가하며,모음의 오류는 고려하지 않았다.대상자의 반응이 목
표자음과 일치하면 ‘+’를,일치하지 않으면 반응음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
였으며,모든 자료는 모음별(/a,i,u/)로 분리하여 기록하였다.

라라라...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대상자의 반응을 (부록1)의 지각평가표에 기록하고 채점을 하였다.(정
반응:1점,오반응:0점)연구문제 1번을 알아보기 위해,각각 /a/,/u/,/i/
별 자음지각정확도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비교하였다(각 총점:18
점).연구문제 2번을 알아보기 위해,초성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와 중성에
서의 자음지각정확도를 구하여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하였다
(각 총점:9점).연구 문제 3번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성과 중성 위치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하였으며(각 총점:27점),연구 문제 4를 알
아보기 위해서 대상자를 지각정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a/,/u/,/i/별 자음지각정확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하
였다(각 총점:18점).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4를 알아보기 위해,개별 음소
별 /a/,/u/,/i/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
하였다(각 총점:6점).

마마마...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StatisticalPackage for the
SocialScience,version12.0)을 사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우선 연구
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a,i,u/별 자음지각정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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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인 분산 분석(onewayANOVA)를 실시하였다.그리고 연구 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초성과 중성 위치에서의 모음환경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
는 독립적인 두 표본 t-검정(independenttwo-samplet-test)를 실시하였
다.연구 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지각정확도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 간의 모음환경의 영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일요인 분산 분석을 실시하
였고,연구 문제 4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시 모음환경이 파열음의 조음 위
치와 조음 방법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일요인 분산 분
석을 실시하였다.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5를 알아보기 위해,각 음소별로
/a,i,u/에 따른 자음지각정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일요인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유의한 차이가 나는 분산에 대해서는 Tukey사후검정을 하였
고,통계학적 검정에 대한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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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 ///aaa,,,iii,,,uuu///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파파파열열열음음음 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의의의 비비비교교교

모음환경 /a,i,u/에 따른 파열음 지각정확도에 차이를 보기 위해 일요
인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사후 검정으로 Tukey방법에 의한 다중비교
를 실시하였다.각 모음환경에 따른 파열음 지각정확도의 기술 통계량 분
석은 다음과 같다(표 4).

표표표 444...모음환경 /a,i,u/에 따른 지각정확도의 차이
모음환경 N 평균(±표준편차) F
a 30 8.30(±3.456)

3.729*i 30 6.60(±3.276)
u 30 5.73(±4.299)
합계 90 6.88(±3.815)

*p<0.05

자음지각정확도 총점수의 평균은 /a/모음환경에서 8.3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u/모음환경에서는 5.73점으로 가장 낮았고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28)=3.729,p=0.028).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ukey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a/모음환경에서 /i/나
/i/모음환경에서보다 훨씬 파열음을 잘 지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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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모음환경 /a,i,u/에 따른 지각정확도 점수의 사후 검정 결과

*p<0.05

모음환경 평균차
a-i 2.021*
i-u 0.867
a-u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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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초초초성성성(((CCCvvv)))과과과 중중중성성성(((vvvCCCvvv)))위위위치치치의의의 파파파열열열음음음 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비비비교교교

가가가...초초초성성성과과과 중중중성성성 위위위치치치의의의 전전전체체체 파파파열열열음음음 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점점점수수수 평평평균균균 비비비교교교
초성과 중성 위치의 전체 파열음 지각정확도 차이를 보기 위해 각 위

치별로 자음지각정확도 평균 총점을 독립 표본의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성 위치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평균은 10.13이고,중성 위치의
자음지각도 평균은 10.5로 중성 위치에서의 평균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따라서 모음환경 /a,i,u/에
따른 초성과 중성 위치의 자음지각정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
다.

표표표 666...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지각도의 차이
위치 N 평균(±표준편차) t
초성 30 10.13(±5.029) 0.286중성 30 10.50(±4.890)

나나나...초초초성성성과과과 중중중성성성 위위위치치치에에에서서서 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파파파열열열음음음 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양양양
상상상 비비비교교교

그러나,파열음 지각 정확도를 초성 위치에서의 모음환경 /a,i,u/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모음 /a/의 평균값은 4.0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모음환경 /i/의 평균값이 3.33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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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777...초성 위치에서의 파열음 지각정확도 비교
모음환경 N 평균(±표준편차) F
a 30 4.03(±2.042)

2.863i 30 3.33(±2.040)
u 30 2.77(±2.079)
합계 90 3.38(±2.096)

한편,파열음이 위치가 중성일 때에는 모음환경에 따라 지각정확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2,28)=3.280,p=0.042)비교한 결과 모음 ‘a'의 평
균값은 4.27로 가장 높았으며 모음 'u'와 'i'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8).

표표표 888...중성 위치에서의 파열음 지각정확도 비교

모음환경 N 평균(±표준편차) F
a 30 4.27(±1.701)

3.280*i 30 3.27(±1.856)
u 30 2.97(±2.526)
합계 90 3.50(±2.111)

*p<0.05

Tukey사후 검정 결과,/a/모음환경이 /i/및 /u/모음환경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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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999...중성 위치에서의 모음환경에 따른 지각정확도 평균 차이 비교

*p<0.05

모음환경 평균차
a-i 1.100*
i-u 0.300
a-u 1.300*



-26-

333...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점점점수수수가가가 높높높은은은 집집집단단단과과과 낮낮낮은은은 집집집단단단 간간간의의의 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
의의의 영영영향향향 비비비교교교

   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과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이 모두 비슷한 모음
환경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모든 대상자들을  중위수를 기준
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15명의 대상자들이 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에
포함되었고(>50%ile),15명의 대상자들이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에 포함되
었다(<50%ile).

    가가가...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점점점수수수가가가 높높높은은은 집집집단단단의의의 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 ///aaa,,,iii,,,uuu///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지지지각각각
정정정확확확도도도 차차차이이이

지각정확도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의 모음환경 /a,i,u/에 따른 지각정
확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요인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모음환경 /a/
의 평균값은 10.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음환경 /u/와 /i/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또한 모음환경에 따른 지각정확도 점수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각
모음환경에 따른 자음지각도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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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000...지각정확도 점수가 높은 집단의 모음환경 /a,i,u/에 따른 지각정
확도 차이

모음환경 N 평균(±표준편차) F
a 15 10.80±2.007

2.688i 15 8.73±2.374
u 15 8.80±3.688
합계 45 9.44±2.889

                나나나...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점점점수수수가가가 낮낮낮은은은 집집집단단단의의의 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 ///aaa,,,iii,,,uuu///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지지지
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차차차이이이

지각정확도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의 모음환경 /a,i,u/에 따른 지각
정확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모음환경 /a/의 평균값은 5.80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모음환경 /i/의 평균값이 4.47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음환경에 따른 지각정확도 점수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각 모음환경
에 따른 자음지각도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28)=35.958,p=0.005)(표 11).

표표표 111111...지각정확도 점수가 낮은 집단의 모음환경 /a,i,u/에 따른 지각정
확도 차이

모음환경 N 평균(±표준편차) F
a 15 5.80±2.704

5.958*i 15 4.47±2.762
u 15 2.67±2.127
합계 45 4.31±2.762

*p<0.05



-28-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ukey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a/모음환경과 /i/모음
환경 사이,/a/모음환경과 /u/모음환경 사이의 지각정확도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으나,/u/모음환경과 /i/모음환경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즉,/a/모음환경에서의 지각정확도 점
수가 /i/와 /u/모음환경에서의 지각정확도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표표 111222...지각정확도 점수가 낮은 집단의 모음환경 /a,i,u/에 따른
지각정확도 평균 차이 비교

p<0.05  
**p<0.005

모음환경 평균차
a-i 1.333*
i-u 1.800
a-u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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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이이이 파파파열열열음음음의의의 조조조음음음 위위위치치치와와와 조조조음음음 방방방법법법 지지지각각각에에에 미미미치치치
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가가가...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이이이 파파파열열열음음음의의의 조조조음음음 위위위치치치 지지지각각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파열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나누었을 때 집단(양순음,치조음,연구개
음)에 따른 지각정확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일요인 분산 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13).양순음의 지각정확도 평균은 7.9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구개음의 평균이 7.20으로 높았으며,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F(2,28)=3.423,p=0.037).따라서,모음환경이 파열음의 조음 위치 단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표표 111333...모음환경이 파열음의 조음 위치에 미치는 영향
파열음의
조음 위치 N 평균(±표준편차) F
양순음 30 7.93(±4.042)

3.423*치조음 30 5.50(±3.361)
연구개음 30 7.20(±3.652)
합계 90 6.88(±3.795)

*p<0.05

나나나...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이이이 파파파열열열음음음의의의 조조조음음음 방방방법법법 지지지각각각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파열음을 조음방법에 따라 나누었을 때 집단(연음,무기음,유기음)에
따른 지각정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요인 분산 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14).유기 경음의 평균이 7.63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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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경음의 평균이 6.93으로 높았으나,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F(2,28)=1.455,p=0.239).즉,모음환경이 파열음의 조음 방법 단서 지
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표표 111444.모음환경이 파열음의 조음 방법에 미치는 영향
파열음의
조음 방법 N 평균 표준편차 F
연음 30 6.07 3.403

1.455무기 경음 30 6.93 3.393
유기 경음 30 7.63 3.873
합계 90 6.88 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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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 ///aaa,,,iii,,,uuu///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각각각 음음음소소소별별별 자자자음음음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비비비교교교

모음환경과 조음 위치에 따른 각 음소별 자음지각정확도를 알아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15).가장 높은 자음지각정확도를 보인 음소는 1.00으
로 /ㅃ/음소였고,그 다음으로는 /ㅍ/음소의 평균값이 0.99로 높았다.가장
낮은 자음지각정확도를 보인 음소는 0.54로 /ㄸ/음소였고,그 다음으로는 /
ㄷ/음소의 평균값이 0.59로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음소는 /ㅂ,ㅃ,ㅍ,ㄷ,
ㄱ,ㅋ/의 6개 음소이다.그 중 가장 높은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음소는
/ㅃ/와 /ㄷ/음소였다./ㄸ,ㅌ,ㄲ/음소는 모음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
았다.또한 각 음소별로 조음위치에 따라 자음지각정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모든 음소들은 초성과 중성의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지각정확도의 평균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명확한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음소들의 지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가가...///ㅂㅂㅂ,,,ㅃㅃㅃ,,,ㅍㅍㅍ///
/ㅂ/와 /ㅃ/,그리고 /ㅍ/음소에 대한 자음지각정확도 점수는 /i/모음환

경에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는 /a/모음환경에서 높았다./u/모음환
경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는 /i/와 /u/모음환경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보다 상당히 낮았다.초성과 중성 위치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나나...///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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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음소에 대한 자음지각정확도 점수는 /a/모음환경에서 가장 높았
고,그 다음으로는 /u/모음환경에서 높았다./i/모음환경에서의 자음지각
정확도 점수는 /a/와 /u/모음환경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보다 상당히
낮았다.초성과 중성 위치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다다...///ㄱㄱㄱ///
/ㄱ/음소는 /a/모음환경과 /u/모음환경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가

/i/모음환경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보다 높았다.초성과 중성 위치에
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라라라...///ㅋㅋㅋ///
/ㅋ/음소에 대한 자음지각정확도 점수는 /a/모음환경에서 가장 높았

고,그 다음으로는 /u/모음환경에서 높았다./i/모음환경에서의 자음지각
정확도 점수는 /a/와 /u/모음환경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보다 낮았다.
초성과 중성 위치에서의 자음지각정확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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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555...모음환경과 조음 위치에 따른 각 음소별 자음지각정확도

*p<0.05,**p<0.01,***p<0.001

파
열
음

전체
평균

모음환경 조음 위치

/a/ /u/ /i/ F 초성 중성 F

ㅂ 0.66 0.80 0.27 0.90 6.669** 0.97 1.00 -0.143
ㅃ 1.00 1.30 0.37 1.33 18.742*** 1.30 1.70 -1.852
ㅍ 0.99 1.13 0.67 1.17 4.223* 1.43 1.53 -0.385

ㄷ 0.59 0.87 0.73 0.17 10.763*** 0.97 0.80 0.761
ㄸ 0.54 0.43 0.73 0.47 2.158 1.03 0.60 1.923
ㅌ 0.70 0.80 0.77 0.53 1.110 0.93 1.17 -0.973

ㄱ 0.78 0.93 0.90 0.50 3.157* 1.17 1.17 0.000
ㄲ 0.80 0.73 0.77 0.77 0.060 1.00 0.30 -1.179
ㅋ 0.86 1.23 0.57 0.77 5.646** 1.33 1.2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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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111...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 ///aaa,,,iii,,,uuu///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파파파열열열음음음 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의의의 비비비교교교

CI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파열음을 지각 할 때,/a/모음환경에서 가
장 높은 정반응을 보였다.이러한 결과는 Loizou13등의 연구 및 Donaldson
과 Kreft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모음환경에서 가장 높은 파열음 지각정확도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
모음 /a/가 가진 음향학적 특징 때문이다.모음 /a/와 /u/,/i/를 광역 스펙
트로그램 상에서 비교해 보면,/u/와 /i/보다 강도가 강하다.18즉,더 큰 음
향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지각되는 소리이며,이러한 특
징이 파열음 지각을 더 쉽게 만들었을 것이다.둘째,모음 /a/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리의 길이가 긴 모음에 속한다.말소리의 길이는 조음
기관의 조음 시간으로 결정된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음 기관의 이동거리
가 짧은 경우(예:고모음 /이/)는 큰 경우(예:저 모음 /아/)보다 길이가 짧
다.31실제로 지민제31는 우리말의 표준말 모음의 고유지속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같은 음성 환경에서 발음한 단모음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우리말의
모음 중 /애/와 /아/가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모음 /a/는
다른 모음보다 긴 내재적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열음 지각에 도움
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셋째로는 지각과 산출 간의 관계
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모음은 음절의 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접한 자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므로,부정확한 모음의 산출은 청자가
모음뿐만 아니라 자음을 잘못 지각하도록 이끌 수 있다.32 Mangan33과
Nober34는 청각장애아동이 대체로 전설모음보다는 후설모음을,중/고모음보
다는 저모음을 더 정확히 산출한다고 보고하였다.Boone35도 농인 사람은



-35-

혀의 위치를 입 속에서 매우 뒤로,낮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설모음과
고모음보다는 후설모음과 저모음을 더 잘 산출한다고 하였다./a/는 [+후설
성]과 [+저설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u/나 /i/에 비해 모음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쉽고6,이러한 특성이 /a/와 결합된 자음의 지각정
확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모음환경 /a/다음으로는 /i/와 /u/순서대로 높은 자음지각정확도를
보였는데,통계적으로는 /i/와 /u/모음환경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이것은 /a/와 /u/모음환경이 /i/모음환경에서보다 훨씬 높은
자음지각정확도를 보였다는 Donaldson과 Kreft14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다./i/와 /u/모음환경이 파열음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던 이유를 음향학적으로 설명해보면 첫째,/i/와 /u/가 비슷한 F1
을 가진 모음6이기 때문에 부족한 듣기 경험을 가진 청각장애인들은 이 두
모음이 포함된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u/와 /i/는 모음의 내재적 길이가 비슷한 모음들이다.구희산36은 모
음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결과,/i/와 /u/가 각각 219.3ms와
229.9ms로 8개의 모음 중 가장 짧은 모음들에 속한다고 하였다.따라서
/i/와 /u/의 비슷한 F1과 내재적 길이로 인해 이 두 모음환경에서의 자음
지각정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22...초초초성성성(((CCCvvv)))과과과 중중중성성성(((vvvCCCvvv)))위위위치치치간간간의의의 자자자음음음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비비비교교교

CI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초성과 중성 위치의 파열음을 지각할 때,
초성 위치의 자음을 지각하는 것과 중성 위치의 자음을 지각하는 것에는
수행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모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중성 위치
의 자음은 /a/모음환경일 때가 /i/및 /u/모음환경에서의 자음지각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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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신지영37은 ‘모음-자음-모음 연결’에 대한 연구에서,‘모음1-자음-모음2’

의 연결체에서는 이론적으로 여섯 종류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
였다.따라서 초성 위치의 자음은 후행하는 하나의 모음의 영향을 받지만,
중성 위치의 자음은 선행하는 모음과 후행하는 모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성 위치의 자음을 지각 할 때 더 많은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33...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점점점수수수가가가 높높높은은은 집집집단단단과과과 낮낮낮은은은 집집집단단단 간간간의의의 모모모음음음환환환
경경경의의의 영영영향향향 비비비교교교

본 연구에서는 본 실험에 참가한 청각장애인들을 높은 수행을 보인 집
단과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이 같은 모음환경의 영향
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에서만 모음환경 /a/의 지
각정확도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음환경 /i/가 높은 특징을 보
였다.각 모음환경에 따른 자음지각도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였다.따라서 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보다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이
모음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과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이 모
두 같은 양상으로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Donaldson과 Kreft14의 연
구와는 대치되는 결과이다.파열음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지각될 때 이용되
는 음향적 단서가 중첩적이며,선․후행하는 모음과 자음에 음향학적 단서
가 일부 중첩되어 인접하는 소리의 환경에 따라서 음향학적 특징이 결정되
는19특성을 가지므로 모음환경에 더 예민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
다.그리고 파열음은 청각장애인이 특히 지각하기 힘들어하는 음소들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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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각력이 더 우수한 청각장애인보다 지각력이 더 우수하지 못한 청각장
애인의 수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444...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이이이 파파파열열열음음음의의의 조조조음음음 위위위치치치와와와 조조조음음음 방방방법법법 지지지각각각에에에 미미미
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모음환경이 파열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파열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누고,집단에 따른
지각정확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조음 방법별 분류에서는 모
음환경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조음 위치별 분류에서만 유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성성,조음 위치,조음 방법별 분류 중에서 조음 위치 자질이
가장 높은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Donaldson과 Kreft14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그는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단서 중에서,
조음 위치를 지각하기 위한 단서는 앞 뒤 모음의 포만트 주파수에 의해 가
장 큰 영향을 받고,따라서 모음환경에 가장 민감하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부족한 공간적 단서는 CI를 착용한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말 지각
능력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14,38이므로,공간적 단서를 이용해 주로 전달되
는 조음 위치 자질을 훈련하는 것에 모음환경의 영향을 활용하는 것은 더
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55...모모모음음음환환환경경경 ///aaa,,,iii,,,uuu///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각각각 음음음소소소별별별 자자자음음음지지지각각각정정정확확확도도도 비비비
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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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음환경이 청각장애인의 파열음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인 수행 뿐 아니라,각 음소별 자음지각정확도에서도 알아보았다.본
연구는 우리말의 모든 자음을 자극어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파열음
지각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 뿐 아니라,개별적인 음소 지각에
대한 경향성 역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음소는 /ㅂ,ㅃ,ㅍ,ㄷ,
ㄱ,ㅋ/의 6개 음소였다.따라서 이들 음소들은 더욱 모음환경을 고려한 청
능 훈련의 이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우
리말 모든 음소를 대상으로 모음환경의 영향을 알아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소리 지각 검사 시,기존의 /a/모음환경에서 주로 자음지각정확도를 검
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다양한 모음환경에서 자음지각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임상적으로,하나의 모음환경에서 자음지각 검사
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그러나 모든 모음환경에서
자음지각 검사를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따라서 임상과 연
구의 적용에 비실용적이다.본 연구 결과,CI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파열음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모음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았고,모
음환경 /a/에서 가장 높은 자음지각력을 보이며,/i/와 /u/에서는 낮은 자음
지각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히 통계적으로 /a/와 /u/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두 가지 모음환경 /a/와 /u/를 이용하여 자음
지각 검사를 한다면,대상자들의 말소리 지각능력을 더 잘 하는 상황과 더
못 하는 상황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인
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의 자음지각에 모음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청각장애인의 말소



-39-

리 지각능력을 높이기 위해,각 자음별로 청각장애인들이 쉽게,그리고 어
렵게 지각하는 모음환경을 알고,이를 청능 훈련에 적극 활용한다면 임상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66...제제제한한한점점점과과과 후후후속속속 연연연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에는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우리말의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모음환경이 자음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말의 파열음만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음환경이 한국어의 자음지각
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따라서 우리말의 모든 자음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의 결과가 나온다면,다양한 모음환경에서 자음지각정확도를 평
가할 수 있는 말소리 지각 검사도구의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임상 현
장에도 많은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초성,중성 뿐 아니라 종성 위치의 자음에 미치는 모음환경의 영
향을 연구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초성,중성에 따른 파열음 지각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인은 낱말 시
작보다 낱말 끝 위치에 있는 자음을 지각하는 데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
다9고 하며,실제로도 청각장애인들은 종성에 위치한 자음들을 변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구희산36은 음절 유형이 모음 길이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음절 유형 V,CV,CVC음절 유형의 순서
에 따라 모음의 길이가 줄어듦을 발견하였는데,이러한 결과 역시 자음지
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어떠한 모음환경이 CI어음처리기 맵(speechprocessorma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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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파라메타 변화(parametricchange)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연
구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CI의 어음처리기,어음 처리 전략,
자극 속도 등의 변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지만,외국에서는 이러한 변인
들이 말소리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들의 청능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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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CI를 이식한 청각장애인들이 우리말에서 양적,그리고
질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열음과 파열음의 각 음소별로 청각장애
인들이 쉽게,그리고 어렵게 지각하는 모음환경을 알아보았다.또한 파열음
지각할 때,지각력이 우수한 집단과 우수하지 못한 집단 사이의 지각 양상
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파열음의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모
음환경이 미치는 영향 또한 살펴보았다.

CI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파열음을 지각 할 때,/a/모음환경에서 가
장 높은 지각정확도를 보였으며,그 다음으로는 /i/와 /u/모음환경에서 높
았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a/와 /i/그리고 /a/와 /u/
모음환경 간이었다.각 모음들이 파열음 지각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각 모음이 가지고 있는 음향학적 특징과 내재적 길이,그리고 지각
과 산출 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초성과 중성 위치의 파열음을 지각할 때,초성 위치의 자음을 지각하
는 것과 중성 위치의 자음을 지각하는 것에서 전반적인 수행 능력의 차이
는 없었다.그러나 초성 위치의 자음(Cv)을 지각할 때와 중성 위치의 자음
(vCv)을 지각할 때는 다른 양상의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중성 위치의 자음을 지각 할 때가 초성 위치의 자음을 지각할 때보다
모음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중성 위
치의 자음은 선행하는 모음과 후행하는 모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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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과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이 같은 양상으로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 결과,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보다 낮은 수행을 보인 집단이 모음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이는 파열음의 지각적 특성들이 청각장애인보다 지각
력이 더 우수하지 못한 청각장애인의 수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모음환경이 파열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해 본 결과,조음 방법보다 조음 위치가 더 많은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조음 위치를 지각하기 위한 단서가 앞 뒤 모
음의 포만트 주파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따라서 모음환경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음소 지각에 모음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본 결과,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음환경의 영향을 받은 음소는 /ㅂ,ㅃ,
ㅍ,ㄷ,ㄱ,ㅋ/의 6개 음소였으며,/ㄸ,ㅌ,ㄲ/음소는 모음환경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말소리 지각 검사 시,다양한 모음환경 속에서 자음
지각능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청각장애인들이 어려워하는
파열음 지각능력을 높이기 위한 청능 훈련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앞으로는 우리말의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하고,조음 위치를 종성까
지 확장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3-

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1)Tye-MurrayN.FoundationsofAuralRehabilitation:children,adults,
andtheirfamilymembers.2nded.Boston:SingularPublishingGroup
Inc;2004.

2)윤미선.Speechperception의 발달과 평가.동산난청연구소 인공 와우
심포지움 2005:2:106-115;서울,동산난청연구소.

3)이상희.청각장애 아동 및 성인의 어음지각 연구에 관한 고찰-어음변별
능력과 어음식별능력을 중심으로.언어치료연구 2001;10:105-17.

4)SmithCR.Residualhearingandspeechproductionindeafchildren.J
SpeechLangHearRes1975;18:795-811.

5) Flynn MC,DowellRC.Speech perception in a communicative
context:aninvestigationusingquestion/answerpairs.JSpeechLang
HearRes1999;42:540-52.

6)이지영.심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아동의 자음지각 및 자음산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7) Carney AE,Moeller MP.Treatment efficacy:hearing loss in
children.JSpeechLangHearRes1998;41:S61-S84.

8)BoothroydA.Auditory perceptionofspeechcontrastsbysubjects
with sensorineuralhearing loss.JSpeech Lang HearRes1984;27:
134-144.

9) Erber NP.Auditory,visual,and auditory-visualrecognition of
consonantsbychildrenwithnormalandimpairedhearing.JSpeech
LangHearRes1972;15:413-22.



-44-

10)윤미선.청각장애 언어치료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동산난청연구소
부모교육 세미나 2005123-6;서울,동산난청연구소.

11)MeyerTA,Svirsky MA,Kirk KI,MiyamotoRT.Improvements
in speech perception by children with profound prelingualhearing
loss:effectsofdevice,communicationmode,andchronologicalage.J
SpeechLangHearRes1998;41:846-58.

12)MildnerV.Speechperceptionofchildrenwithcochlearimplantsand
children with traditionalhearing aids.Clin LinguistPhon 2006;20:
219-29.

13) Loizou PC,Poroy O,Dorman M.The effect of parametric
variationsofcochlearimplantprocessorsonspeechunderstanding.J
AcoustSocAm 2000;108:790-802.

14) Donaldson GS,Kreft HA.Effects of vowelcontext on the
recognition ofinitialand medialconsonants by cochlear implant
users.EarHear2006;27:658-77.

15)이호영.국어 음성학.서울:태학사.1996.
16)Ling D,Ling A.AuralHabilitation.Washington DC:Alexander
Graham BellAssociationfortheDeaf;1978.

17)ErberNP.Vibratoryperceptionbydeafchildren.IntJRehabilRes
1978;1:27-37.

18)신지영.말소리의 이해.서울:한국문화사;2000.
19)KirtK,PisoniDB,MiaymotoC.Effectofstimulusvariabilityon
speech perception in listeners with hearing impairment.J Speech
LangHearRes1997;40:1395-405.

20)VaughanNE,LetowskiT.Effectofage,speechrate,andtypeof



-45-

testontemporalauditoryprocessing.JSpeechLangHearRes1997;
40:1192-200.

21)HanselJ.Speechperceptioninelderlypatientsfollowing cochlear
implantation.ActaOtoLaryngol2005;125:1272-6.

22) Tyler R, Parkinson AJ, Fryauf-Bertechy H, Lowder MW,
Parkinson WS,Gantz BJ.Speech perception by prelingually deaf
children andpostlingually deafadultswith cochlearimplant.Scand
Audiol1997;26:65-71.

23)GeersAE.Techniquesforassessingauditoryspeechperceptionand
lipreading enhancementinyoung deafchildren.VoltaReview 1994;
96:85-96.

24)김수진,김리석,조명준,이규식.인공와우이식 아동들의 말인지력 평
가.대한이비인후과학지 1998;41:1391-9.

25)Moog JS,GeersAE.Early speechperceptiontestforprofoundly
hearing-impairedchildren.2nded.St.Louis:CentralInstituteforthe
Deaf.1996

26)OwensE.Consonanterrorsandremediationinsensorineuralhearing
loss.JSpeechHearDisord1972;43:331-47.

27)신혜정.청각장애 아동의 어두 파열음 지각 연구.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5.
28)신지영.한국어 전체 말소리의 사용 빈도.서울:한국어학회;2005.
29)조명한.언어심리학.서울:학지사;2003.
30)최성규.어음변별력 검사결과에서의 음압,검사환경,검사 단어수의
적절성 연구.특수교육논총 1996;13:109-27.
31)지민제.소리의 길이.새국어생활 1993;3:39-57.



-46-

32) Monsen RB. Normal and reduced phonological space: the
production of English vowels by deafadolescents.J Phon 1976;
4:189-98.
33)Mangan K.Speechimprovementthrougharticulationtesting,Am
Ann Deaf1961;361-96

34)NorberE.Articulationofthedeaf.ExceptChild1967;33:611-21.
35)BonneD.Modificationofthevoicesofdeafchildren.VoltaReview
1966;68:686-92.

36)구희산.모음 길이에 미치는 자음 환경의 영향.음성과학 1998;4:
7-17.

37)신지영.모음-자음-모음 연결에서 자음의 조음특성과 모음-모음 동시
조음.음성과학 1997;1:55-81.

38)NieK,BarcoA,ZengFG.Spectralandtemporalcuesincochlear
implantspeechperception.EarHear2006;27:208-17



-47-

부록 1.지각 평가표

번번번호호호 제제제시시시
순순순서서서

자자자극극극
반반반응응응 번번번호호호 제제제시시시

순순순서서서

자자자극극극
반반반응응응

구구구조조조 모모모음음음
환환환경경경 자자자극극극어어어 구구구조조조 모모모음음음

환환환경경경
자자자극극극
어어어

111 19

/Cv/

/a/

바바바 222888 31

/vCv/

/a/

아아아바바바
222 30 다다다 222999 39 아아아다다다
333 40 가가가 333000 44 아아아가가가
444 1 빠빠빠 333111 49 아아아빠빠빠
555 32 따따따 333222 2 아아아따따따
666 46 까까까 333333 53 아아아까까까
777 20 파파파 333444 22 아아아파파파
888 50 타타타 333555 54 아아아타타타
999 52 카카카 333666 12 아아아카카카
111000 41

/u/

부부부 333777 21

/u/

우우우부부부
111111 13 두두두 333888 34 우우우두두두
111222 6 구구구 333999 45 우우우구구구
111333 33 뿌뿌뿌 444000 16 우우우뿌뿌뿌
111444 37 뚜뚜뚜 444111 3 우우우뚜뚜뚜
111555 29 꾸꾸꾸 444222 28 우우우꾸꾸꾸
111666 25 푸푸푸 444333 11 우우우푸푸푸
111777 18 투투투 444444 7 우우우투투투
111888 4 쿠쿠쿠 444555 15 우우우쿠쿠쿠
111999 42

/i/

비비비 444666 23

/i/

이이이비비비
222000 10 디디디 444777 38 이이이디디디
222111 24 기기기 444888 43 이이이기기기
222222 47 삐삐삐 444999 35 이이이삐삐삐
222333 36 띠띠띠 555000 48 이이이띠띠띠
222444 5 끼끼끼 555111 14 이이이끼끼끼
222555 26 피피피 555222 8 이이이피피피
222666 17 티티티 555333 51 이이이티티티
222777 9 키키키 555444 27 이이이키키키

소계 /a/ /u/ /i/ 소계 /a/ /u/ /i/

합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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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자음지각 검사 반응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잘 듣고 들리는 대로 쓰세요.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에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적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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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Program inSpeechandLanguagePathology,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EunSookPark)

Therehavebeenmanystudiesdoneonthegreateffectofvowelcontext
onconsonantperceptionofcochlearimplantusers(CI).Yet,therehasbeenno
researchdoneonthatsameissueconsidering Koreanlanguage.Inorderto
raisethespeechperceptionabilityofCIusers,thereneedstobeanenormous
amountofhelpdoneintheclinicalfieldforCIusers.Theyneedthelevelof
effectsofvowelcontexton each consonant.Ifthisispositively appliedin
auralrehabilitationthentheywillbegreatlyhelpedinthisfield.

Therefore,in thisstudy,Korean stopswhich takeup much weightin
quantityandqualityhavebeenused.Also,thestimuliwithcombinedvowel
context(/a,i,u/)hadbeenused.Theconsonantrecognitioncorrectscoreby
theinitialandmedialpositionofconsonantisbeingstudiedfortheeffectson
consonantrecognitionofvowelcontext,whichisprecedingorsucceeding.

This study was based on thirty CIsubjects.The range ofage was
between18and30yearsofold.Theyalsohad25-45dBclearanceofauditory
thresholdafterCIsurgery.Theyalsolosttheirhearingabilityinpostlingual.
Theywerealsoaskedtowritedownstimulifrom hearingthedigital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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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54 stimuli,which were combined with the vowelcontext(/a,i,u/),
initial(C+V),andmedial(V+C+V)positions.Theconsonantrecognition correct
scorewasmadeby giving onepointtoeveryonewhocorrectly wrotethe
correspondingtargetconsonant.

Theresultswereasfollows:
1.The highestrecognition correctscore was given in hearing /a/vowel
context.Thenexthighestresultwasfoundinthe/i/and/u/vowelcontext.
Thereason fordifferenteffectsofeach vowelin stopsrecognition can be
foundvowel�sduration,acousticcharacterofeachvowel,andtherelationship
betweenrecognitionandproduction.

2.Itshowed thata CIimplantuserwasmoreaffected by recognizing a
consonantinmedialpositionthanintheinitialposition.Thisresultcanbe
consideredthattheconsonantinmedialpositionhasbeenreceivedthegreater
effectofvowelcontextduetotheeffectsfrom bothproceedingandsucceeding
vowel.

3.Thelowestaccomplishedgrouphadthegreatesteffectofvowelcontext
thanthehighestaccomplishedgroup.Itcanbethoughtthattheperformanceof
the CIusers,with less recognition ability were greatly affected by the
recognizablecharactersofstops.

4.Thearticulationplacehasbeenreceivedmoreeffectofvowelcontextthan
the articulation manner.The articulation place is very sensitive to vowel
context.This study can be thought that the proviso to recognize the
articulationplacehasbeengreatlyaffectedbytheformantfrequencyofthe
firstandthelastvowel.

5.SixKoreanphonemeswithstatisticallysignificanteffectofvowelcontext
were/ㅂ,ㅃ,ㅍ,ㄷ,ㄱ,ㅋ/.

Inthespeechrecognitiontest,theresultofthisstudyprovidedthe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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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aluation regarding the consonantrecognition ability in various vowel
context,fortheacousticexercisedatatoincreasestopsrecognitionabilitythat
CIusersthinkhard.

Inthefuture,allconsonantsoftheKoreanlanguageshouldbethesubject
ofstudyincludingtheextensionofthearticulationplacetothefinal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hearingimpaired,cochlearimplantusers,vowelcontext,Korean
stopsspeech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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