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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특징들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

형 영어 학습 보조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학생

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과 대구에 있는 청각특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

접 방문하여 녹음하였으며, 음성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음성분석 전문 프로그램인 플라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은 플라트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학에서 사용하는 음

성의 특징 값들을 추출하여, 그 특징 값들을 이용하여 비장애학생의 영어 발성의 특징과 비교분석하였

다.

주요용어: 기본주파수, 청각장애영어발성, 포먼트주파수, 플라트프로그램.

1. 서론

장애학생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학습권이보장되므로인해대학진학및유학, 외국기업으로의취업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장애학

생들이대학진학및유학, 외국기업으로의취업을위해서는영어교육이필수적이라하겠다. 그러나영

어교육은모든학생들이동일한환경과여건에서교육을받을수있는것이아니다. 예를들면청각장애

학생들이일상생활로부터배울수있는언어습득양에제약이있으며, 청각장애학생들입장에서는그들

의언어는수화이다. 그런상황에서영어를배우기위해서는먼저한국어를습득해야하며, 한국어를완

벽하게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도

외국어를접하는입장에서접하기때문에한국어를완벽하게이해하고구사한다는것은한계가있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Lee와 Choi (2007)은 청각장애

특수학교 초등부에서의 영어교과의 운영과 그 문제점을 특수학교 3곳의 영어교과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Kim과 Jeong (2006)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청각장애학교 중학부 영어교육의 실태

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청각장애학교 19개교의 중학부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영어교육과 교육과정 운

영실태 교사들의 인식, 교수학습방법, 교재 및 학습기자재활용 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하였다. Hong

(2011)은 청각장애학생들이 종전에 실시해오던 청각-구화법, 게임 놀이, 텍스트 활용에 의한 문자 교육

등의 교육방법을 보완할 대체 교육방법을 홀리스틱 철학의 관점에 근거하여 제안하였으며, 정보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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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이용한전자학습이나유비쿼터스교육 (ubiquitous learning)과같은전자매체를활용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방법을 홀리스틱 교육 철학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교육과관련된연구들은영어교육실태조사가대부분이며, 영어보조도구및영어교사에게수업보

조도구 활용과 관련된 연구, 영어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점, 문헌 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an과 Kang (2012), Lee와 Yun (2012), Park 등 (2008), Lim과 Park

(2009) 등을보면알수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에 의해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나 다른

기구들이 제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어 (구어)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또 다른 언어인 영

어를 학습하고 습득한다는 것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청각을 통한 언어교육은 매

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시각적 측면의 새로운 교육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영어를 쉽게 학습하기

위해 시지각 및 감각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습하는 학생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최

대한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일반화가 되어 있다.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시지각 및 감각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청각장애학생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

법은 주로 시각에 의한 것과 촉각에 의한 것이므로 시각과 촉각으로 언어 학습할 수 있는 보조학습도구

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특징들

을반영할수있는맞춤형영어학습보조도구의개발의기초자료로제시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음성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으며, 음성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측

정값으로는 성대의 진동수를 나타내는 기본 주파수와 턱의 위치와 혀의 위치, 혀의 모양을 나타내는 포

먼트주파수, 발성의강도등이있다. 본논문에서는청각장애학생의영어발성의특징을수치적으로비

교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 주파수와 포먼트 주파수를 이용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을 분

석하여 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보조 도구의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각장

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을 분석한 특징은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시각적으로 강점인 영어 학습 보

조 도구 개발 시에 수치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복학습의

기준 및 다음 학습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

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울과 대구에 위치한 청각특수학교 고2∼3학생들 중 영어 발성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음을 실시하였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을 녹음하기 전에 사전에 가정통신

문을 통해 가족에게 참석여부를 물어보았으며, 학생 본인에게도 직접 참여의사를 물어보고 실시하였다.

녹음에 사용된 영어 단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에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필수 800 단어 중 29 단어를

선별하여 모음별로 분류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의 발성 특징을 분석하였다. 비교연구 관련 기법들은 Cho

(2012), Lee 등 (2013), Park과 Pi (2013) 등에잘나타나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은 음성학에서 음성을 비교 분석하는 단위와 개념을, 3절

은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음된 음성 파일의 특징 및 비교 분석을, 4절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

다.

2. 음성학적 접근

사람은횡경막을내리고늑골을확장하여공기를폐로흡입한후다시횡경막을올리고늑골로압축된

공기를 성대로 보내게 되며, 성대로 보내진 공기는 베르누이 효과와 성대의 탄성에 의해 성대를 진동시

켜발성하게된다. 버들피리의예를들어설명하면성대의진동은버들피리의접촉부분에해당되며, 입

안의 모양은 버들피리의 울림통과 같다. 피리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소리의 진동 주파수가 달라지듯이

사람은 혀와 턱을 이용하여 입안의 공간을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소리를 내게 된다. 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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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자가 턱을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 다르며, 혀의 위치를 앞쪽에 배치하느냐 뒤쪽에 배치하느냐에

따라달라지며입술을벌리느냐둥글게하느냐에따라서도달라진다.

발성된 발음은 기본 주파수와 포먼트 주파수, 발성 강도, 성대의 진동인 피치의 변화, 진폭 값의 변화

가 얼마나 규칙적인지 등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 기본 주파수 (frequency, F0)는 1초간 성대가 진동

되는 횟수를 관측하며, 포먼트 주파수 (formant, F1, F2, F3) 또는 공명 주파수는 기류가 입을 통과하

면서 크게 증폭되는 주파수 영역을 말한다. 그중 F1 포먼트 주파수는 모음의 고저 관계를 나타내며, F2

포먼트 주파수는 모음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며, F3 포먼트 주파수는 입술 (또는 혀)의 원순성 즉 둥글

게 만드느냐와 관련이 있다. F1 포먼트 주파수는 고모음일수록 수치가 낮으며, 저모음일수록 수치가 높

다. F1 포먼트 주파수는 턱 (입안)을 크게 벌리느냐 또는 작게 벌리느냐와 연관이 있다. F2 포먼트 주

파수는 혀의 위치와 앞쪽 (입술 가까이, 전설)에 배치할수록 수치가 높으며, 뒤쪽 (목젖 가까이, 후설)

에배치할수록수치가낮다. F3 포먼트주파수는입술근처 (전설)에서둥글게할수록수치가낮아지며,

후설일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진폭은 진동의 세기, 소리의 강도 (intensity)를 나타내며, 지터 (jitter)는

단위시간 안의 발음에서 성대의 진동인 피치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낸다. 정상적인 음성에서는

변화율이 높지 않은 반면 성대 결절이나 암조직이 있으면 변화가 많게 된다. 지터 값은 성대 질병 여부

를판단할때흔히사용된다. 심머 (shimmer)는음성파형의각지점에서진폭값의변화가얼마나규칙

적인지를 측정하게 된다. 성악가들은 훈련에 의해 음의 크기를 조절하여 서서히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보통 후두암 환자의 경우에는 성대의 진동이 불규칙적이며 음성파형의 각 지점에서의 진폭 값

도일정하지않다.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가능여부와 영어학습의 초기 단계인 정확한 영어 단어

학습에 도움과 영어 보조 학습 도구 관련 산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

성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학생들을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에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필수 800 단어 중 일부를 선별한 후 그 단어를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녹음하여 음성분석으로 유명한 Praat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Praat를 통해 관

측한수치는기본주파수와 F1, F2 포먼트주파수, 강도, 지터, 심머등이다. Praat를통해관측한기본

주파수와 F1, F2 포먼트 주파수, 강도, 지터, 심머를 이용하여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비교분석

하여 청각장애학생의 영어발성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녹음을 위한 단어 구성은 모음 i, ε, æ, f,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모음별로 5 6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반복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단어는

Table 2.1에정리되어있으며총 29개로구성되어있다.

Table 2.1 Word collections by vowels

Vowel Word

i pick, till, kick, big, dish, give

ε pen, test, bed, dead, get

æ pass, tax, cat, bat, dad, gas

f put, took, cook, book, do, good

∧ pub, tub, cup, bus, duck, gun

3. 실험 및 분석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과 대구에 위치한 청각특수학교 고2∼3

학생들 중 영어 발성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음을 실시하였다. 녹음에 응답한 학교는 3개교였으

며, 서울은 2개교, 대구 1개교였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을 녹음하기 전에 사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족에게 참석여부를 물어보았으며, 학생 본인에게도 직접 참여의사를 물어보고 실시하였다. 그

중 선별된 청각장애학생은 남학생 8명, 여학생 8명이었다. 녹음에 참여한 청각장애학생들은 전부 보청



822 Gun-Min Lee · Hye Jung Park

기를착용하고있었다. 대부분의청각특수학교에서는평균적으로학년당평균 8∼10명정도이다. 청각

장애학생들의 발성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 집단으로 또래의 비장애 남학생 8명, 여학생 8명

으로 선별하였다. 녹음에 사용된 영어 단어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에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필수 800

단어 중 Table 2.1과 같이 29 단어를 선별하여 모음별로 분류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의 발성 특징을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수는 청각장애학생 16명, 비장애학생 16명, 영어 29단어를 곱한 928개

가 되며, 이 중 일부 측정이 불가한 항목들은 각 분석에서 결측치 처리되었다. 또한 각 자료수별로 관측

한 F0 기본주파수와 F1, F2 포먼트주파수, 강도, 지터, 심머는음성분석전문프로그램인 Praat를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Praat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이며, 주로 음성학이나 언

어치료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Praat 프로그램에서 음성파일을 읽은 후 분석 도구를 이용

하면 F0 기본 주파수와 F1, F2 포먼트 주파수, 강도, 지터, 심머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로그파일을

이용하면한꺼번에관측된결과를볼수있다.

녹음 시 발견된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가 발성한 발음에

자신없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영어 단어를 보여줬을 때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영

어 단어 (예, book)를 한글 표기법 (예, 북)으로 보여줬을 때는 안다고 대답하였다. 예를 들면 영어 단

어 book을 보여줬을 때는 모른다고 대답했으나, 한글로 북이라고 표기했을 때는 안다고 대답하였으며,

책이라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영어발성 특징을 살펴보기 위

하여일반성인원어민과한국인발성의특징을먼저살펴본후청각장애학생과비장애학생간의비교를

하고자한다.

3.1.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주파수별 차이 검정

Yang (1998)의 연구 성인 원어민과 한국인의 모음별로 발성을 살펴보면 모음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발성이 원어민의 발성보다 F0 기본 주파수와 F1, F2 포먼트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f에 대해서만 F1, F2 포먼트 주파수 값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F0 기본 주파수가 성대

의 기본진동횟수를 나타내며, F1 포먼트 주파수가 턱 (입안의 공간)을 내림 (넓음, 수치가 높음)과 올

림 (좁음, 수치가 낮음)을, F2 포먼트 주파수가 혀의 위치로 입술 앞쪽 (수치가 높음)에 있는냐 성대 가

까이 (수치가 낮음)에 있느냐를 나타낸다. 이를 종합적으로 묘사를 하면 일반 성인 한국인이 원어민보

다 성대의 진동횟수가 전반적으로 많으며, 턱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입술 앞쪽에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f발음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 한국인이 원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을 올리고
혀가 안쪽으로 말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성을 할 때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기보다는 f발음은
의식적으로혀를안쪽으로배치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영어 발성의 기본 주파수와 포먼트 주파수, 강도, 지터, 심머

를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기본 주파

수와 포먼트 주파수 강도, 지터, 심머를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독립 t검정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남녀별 차이도 있는지를 독립 t검정을 실시하여 살펴

보았다. 결과는 Table 3.1에 정리되어 있다.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차이 검정 결과 Table

3.1을 보면 F0 기본 주파수와 강도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에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지터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포먼트주파수와심머에서는유의수준 5% 하에서집단간에차이가없음을알수있었다. 별도

로청각장애학생과비장애학생의남녀별독립 t검정에서도확연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주파수별로기술통계결과를살펴보면 Table 3.2와같다. Table 3.2의 F0 기본주파수를남녀별로살

펴보면청각장애학생들이남녀별로수치가높음을알수있으며, 또한표준편차가상대적으로높음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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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남녀별로 전반적으로 성대의 진동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불규칙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1, F2 포먼트 주파수와 조합해서 살펴보면 청각장애학생들이 남녀별로

성대의 진동이 많고 입을 많이 벌리는 경향이 있으며, 소리를 입술 가까이에서 발성하기보다 성대 쪽으

로 혀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음 f, ∧은 혀가 안쪽으로 말리는 경향이 있어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모음 i, ε, æ에 대해서는 약간 안쪽으로 혀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있다.

Table 3.1 Two sample t tests for frequencies, intensity, jitter, and shimmerbetween

non-deaf and deaf students

Non Deaf - Deaf Mean Sd t Sig.

F0
Non Deaf 182.44 52.01 -7.141 .000

Deaf 213.01 74.88

F1
Non Deaf 553.02 152.59 .150 .881

Deaf 551.52 151.22

F2
Non Deaf 1731.93 524.71 -.682 .495

Deaf 1754.80 486.76

Intensity (dB)
Non Deaf 71.76 9.20 -6.343 .000

Deaf 74.71 3.74

Jitter (%)
Non Deaf 1.90 1.24 4.346 .000

Deaf 1.56 1.13

Shimmer (dB)
Non Deaf 0.66 0.32 1.533 .126

Deaf 0.63 0.34

Table 3.2 Descriptive statistics for frequencies F0, F1, and F2

Vowel Class Sex
F0 F1 F2

Mean Std Mean Std Mean Std

i

Non-Deaf
M 140 25 355 47 2115 161

W 235 23 450 60 2565 202

Deaf
M 150 49 394 57 2081 252

W 276 50 457 78 2388 313

ε

Non-Deaf
M 135 25 561 75 1754 140

W 221 28 658 125 2150 151

Deaf
M 151 43 499 84 1905 249

W 262 40 595 128 2032 313

æ

Non-Deaf
M 138 23 572 77 1749 134

W 224 30 685 148 2137 201

Deaf
M 157 53 575 223 1882 258

W 271 46 599 113 2051 308

f
Non-Deaf

M 144 26 450 178 1224 383

W 235 35 477 44 1303 314

Deaf
M 155 53 502 120 1299 399

W 277 44 500 80 1318 323

∧
Non-Deaf

M 139 27 636 96 1116 172

W 218 32 712 87 1249 151

Deaf
M 155 46 660 96 1261 259

W 268 39 734 114 140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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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모음별 차이 검정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음 시 모음의 발성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별로

F0 기본 주파수와 F1, F2 포먼트 주파수에 대한 모음별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각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들의 집단별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집단별로 F0 기본 주파수는 각 모음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F1, F2 포먼트 주파수에서는 각 모음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다변량분석사후검정 (multiple range test) 결과는 Table 3.3과 Table 3.4에정리되어있다.

Table 3.3의 F1 포먼트 주파수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청각장애학생 집단들이 전반적으로 F1 포먼트

주파수 수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비장애학생 집단인 경우는 모음 ε와 æ가 유사한 집단으로 분리

됨을알수있었다. Table 3.3을통해청각장애학생집단이비장애학생집단보다모음발성시모음별로

모음의 고저가 명확하게 분리됨을 알 수 있었으며, 비장애학생 집단이나 청각장애학생 집단에서 모음 i,

f, ε,æ, ∧ 순으로고모음에서저모음순으로명확하게구분됨을알수있었다.

Table 3.4의집단별 F2 포먼트주파수사후검정결과를보면청각장애학생집단과비장애학생집단의

모음 ∧, f가 혀의 위치가 안쪽 (후설)으로 유사하게 배치됨을 알 수 있었으며, 모음 æ와 ε는 유사 위치

에배치되나모음 ∧, f와는혀의위치가다름을알수있었다. 모음 i에대해서도다른모음과는다르게

혀의 위치가 앞쪽 (전설)에 배치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장애학생인 경우에는 모음 ∧와 f를 정확하
게 분리해서 혀의 위치를 배치하여 발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이 비장

애학생들에 비해 F2 포먼트 주파수 수치가 높았으며, 영어 모음 발성 시 혀의 위치를 앞쪽 (전설)에 배

치하는경향이두드러짐을알수있었다.

Table 3.3 Multiple range test for F1: Non-deaf and deaf groups

Vowel N
F1 Non Deaf groups

Vowel N
F1 Deaf groups

1 2 3 4 1 2 3 4 5

i 93 400.88 i 93 423.41

f 92 463.77 f 95 501.18

ε 79 609.23 ε 78 544.29

æ 95 627.81 æ 92 587.57

∧ 93 671.84 ∧ 94 697.96

Sig. 1.000 1.000 .262 1.000 Sig.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3.4 Multiple range test for F2: Non-deaf and deaf groups

Vowel N
F2 Non Deaf groups

Vowel N
F2 Deaf groups

1 2 3 4 1 2 3

∧ 93 1178.73 f 95 1308.56

f 92 1260.05 ∧ 94 1334.43

æ 95 1940.96 ε 78 1968.55

ε 79 1949.73 æ 92 1970.32

i 93 2341.33 i 93 2222.71

Sig. 1.000 1.000 .828 1.000 Sig. .571 .969 1.000

다음으로청각장애학생과비장애학생간의모음별발성차이를살펴보기위하여청각장애학생과비장

애학생으로그룹으로나눈후, 다시남녀별로분리하여발성의차이점을분석하고자한다.

3.3.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남녀별 모음 차이 검정

청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영어 발음 시 모음의 발성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청각장애학

생과비장애학생으로그룹으로나눈후, 다시남녀별로분리하여 F0 기본주파수와 F1, F2 포먼트주파

수에 대한 모음별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 보다 여성의 주파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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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남녀 간의 모음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장애 남학생의 다변

량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5% 하에서 F0 기본 주파수는 각 모음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F1, F2 포먼트 주파수에서는 각 모음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 남학생 집단과 청각장

애 여학생 집단에서의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비장애 여학생의 다

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5% 하에서 F0 기본 주파수는 각 모음별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비장애 여학생의 F0 기본 주파수에 대한 다변량 분석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모음 ∧, ε, æ 발
성시성대의진동수수치가낮은유사한그룹으로분리되었으며, 모음 f와 i의경우에는성대의진동수

수치가 조금 높은 유사한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F1, F2 포먼트 주파수의 사후검정 결과는 Table 3.5에

서 Table 3.8에정리되어있다.

Table 3.5의비장애학생들의 F1 포먼트주파수사후검정결과를보면비장애여학생이비장애남학생

에비해전반적으로 F1 포먼트주파수수치가높음을알수있었다. 비장애남학생이모음 i, f, æ을발
성할 때에는 모음의 고저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음 ε와 æ는 유사한 집단으로 분리됨을

알수있었다. 그러나비장애여학생인경우 i와 f를, 모음 ε와 æ를유사하게발성하고있음을알수있

다. Table 3.6의 비장애학생들의 F2 포먼트 주파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비장애 여학생이 비장애 남학

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F2 포먼트 주파수 수치가 높음, 즉 혀를 앞쪽에 배치 (전설)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비장애 남학생은 모음 i, f, ∧을 발성할 때 혀의 위치를 구분해서 발성하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었으며, 모음 ε와 æ는 유사한 집단으로 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음 ε와 æ를 발성

할 때 혀를 비슷한 위치에 배치하여 발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 여학생인 경우 i와

f를, 모음 ε와 æ를 유사하게 발성하고 있으며 혀의 위치를 비슷한 위치에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비장애 남학생과 여학생의 F1, F2 포먼트 주파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비장애 남학생들이 의

식적으로유사발성되는모음을구분하기위해턱과혀를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Table 3.7의청각장애학생들의 F1 포먼트주파수사후검정결과를보면청각장애여학생집단이청각

장애남학생집단에비해전반적으로 F1 포먼트주파수수치가높음을알수있었으며, 청각장애여학생

이모음 i, f, ∧을발성할때모음의고저를명확하게분리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으며, 모음 ε와

æ는 유사한 집단으로 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 남학생의 경우에는 모음 i, æ, ∧를 분리
해서 모음의 고저의 변화를 주고 있으나, 모음 ε와 f를 유사하게 모음의 고저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8의 청각장애학생들의 F2 포먼트 주파수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청각장애

여학생이 청각장애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F2 포먼트 주파수 수치가 높음, 즉 혀를 앞쪽에 배치 (전

설)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으며, 청각장애남학생이모음 ∧와 f를혀의위치가뒤쪽 (후설)인동

일 집단으로, 모음 æ와 ε를 동일 집단으로, i는 혀의 위치가 앞쪽 (전설)인 다른 집단으로 혀의 위치를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각장애 여학생은 모음 f와 ∧를 혀의 위치가 뒤쪽 (후설)인 동일 집단

으로, 모음 ε와 æ을 동일 집단으로, i는 혀의 위치가 앞쪽 (전설)인 다른 집단으로 혀의 위치를 배치하

고 있음을알 수있었다. 그러나청각장애남학생과여학생의 F2 포먼트주파수의수치로는유사모음으

로 인식하고 혀의 위치를 배치하고 있으나, 청각장애 여학생이 모음 f와 æ를 청각장애 남학생에 비해

혀의위치를좀더앞쪽으로배치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Table 3.5 Multiple range test for F1: Non-deaf man and women groups

Vowel
F1 man groups

Vowel
F1 women groups

1 2 3 4 1 2 3

i 348.93 i 449.58

f 450.02 f 478.13

ε 561.23 ε 658.46

æ 571.81 æ 685.00 685.00

∧ 636.38 ∧ 709.67

Sig. 1.000 1.000 .632 1.000 Sig. .178 .210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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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Multiple range test for F2: Non-deaf man and women groups

Vowel
F2 man groups

Vowel
F2 women groups

1 2 3 4 1 2 3

∧ 1116.02 ∧ 1245.62

f 1224.13 f 1297.58

æ 1748.63 æ 2137.38

ε 1754.28 ε 2150.21

i 2103.16 i 2564.63

Sig. 1.000 1.000 .903 1.000 Sig. .253 .778 1.000

Table 3.7 Multiple range test for F1: Deaf man and women groups

Vowel
F1 man groups

Vowel
F1 women groups

1 2 3 4 1 2 3 4

i 393.54 i 455.27

ε 499.36 f 499.90

f 502.49 ε 589.23

æ 575.00 æ 599.08

∧ 659.89 ∧ 734.44

Sig. 1.000 .909 1.000 1.000 Sig. 1.000 1.000 .649 1.000

Table 3.8 Multiple range test for F2: Deaf man and women groups

Vowel
F2 man groups

Vowel
F2 women groups

1 2 3 1 2 3

∧ 1260.78 f 1318.29

f 1298.62 ∧ 1405.00

æ 1882.34 ε 2031.82

ε 1905.28 æ 2050.96

i 2080.83 i 2374.04

Sig. .540 .710 1.000 Sig. .168 .760 1.000

4. 결론

대부분의영어교재들은청각위주의교재들이많으며, 시각을활용한교재들도있으나단어위주의그

림 카드 형식이 많다.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영어 발성을 학습하기 위해 입안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안

내해주는 교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청각장애학생들의 발성은 언어치료를 통해 교정할 수도 있

지만 개인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언어치료실을 방문한다든가 고가의 장비

를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징들을 고려한 교

육 보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 및 실태를 분

석하여 그 특징들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영어 학습 보조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

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영어 발성의 특징으로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

본 주파수와 포먼트 주파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성대의

진동이 길며 편차가 심하며, 턱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혀의 위치도 입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쪽에 두는

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모음별로도발성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본연구결과는청각

장애학생들의 특징들을 고려한 교육 보조프로그램을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적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징들을 고려한 교육 보조프로그램을 개발 시에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눈으로

보면서 학습할 수 있게 발성 시 입안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영상을 함께 삽입하여

준다거나, 학습 영상을 따라할 수 있는 연습 화면 시에는 각각의 음성 특징 값들 또는 그래프 (스펙트로

그램)를 활용하여 연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면 본인들의 발성을 제대로 확인

하며교정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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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 vocalization of deaf

students and present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zed English learn-

ing aid tools that reflect its features. We visited hearing special schools in Seoul and

Daegu and recorded English vocalization of the deaf student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af students’ English vocalization. We analyzed the data by Praat

program, an professional voice analysis program. The voice features of deaf students’

English vocalization were extracted and then compared with those of non-deaf students’

English vocalization.

Keywords: Deaf vocalization, formant frequency, frequency, Praa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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