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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소리장애란 의사소통의 전체 과정 중에서 특히 말소리

의 생성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장애들)을 말한다. 따라서 말

소리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소리의 산출과정을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산출된 

결과물인 말소리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가를 알아보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1	 말소리의	정의

말소리란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언어학적	의미를	가진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언어학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소리가 혼자서든, 혹은 다른 소리들과 함

께든 단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가 달라지면 단어

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리들도 달라지므로, 한 언어에서 말소리라고 해서 다른 언

어에서도 반드시 말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말소리 중 하나인 [f]1라는 소리를 생각해 보자. 이 소리는 영

어에서 말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소리 혼자서는 단어를 만들지 못하지

만, 이 소리가 [u]라는 소리와 [t]라는 소리와 함께 한국어의 ‘발’에 해당하는 단어, 즉 

‘foot[fut]’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단어 말고도 영어 단어 중에는 이 [f] 소리가 들어간 

단어가 많다. 그럼, 이 [f] 소리는 한국어에서도 말소리일까? 이 소리가 들어간 한국어 

단어를 생각해 보자. 물론, 한국어 단어 중에는 이 소리가 들어간 단어가 없다. 따라

서 한국어에서는 이 소리가 말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말소리’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소

리와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소리가 그것이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소리는 구체적인 

것이고,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소리는 추상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돌이가 ‘아버지’라

고 한 말과 순이가 ‘아버지’라고 한 말은 물리적으로는 다른 소리이지만, 심리적으로 

같은 소리로 인식된다. 언어적 의미를 가진 소리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달리 존재해

도 심리적으로는 같은 소리로 인식되는 특징을 갖는다. 

1 [   ]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기호가 말소리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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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소리를 구분하여 지칭하고 표시할 필요가 

있다. 말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둘을 음성(phone)과 음운(혹은 음소, phoneme)

으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즉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말소리를 ‘음성’, 심리적인	존재로서의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구분하여 지칭한다. 따라서 음성학(phonetics)이란 물리적인 존

재로서의 말소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을, 음운론(phonology)이란 심리적인 존

재로서의 말소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을 의미한다.

또한, 말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괄호 안에 말소리 기호를 넣

음으로써 그 소리가 음성인지 음운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해당 말소리 기호가 물

리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호를 각진 괄호인 ‘[ ]’ 안에 넣어 표시하고, 심

리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두 개의 사선 ‘/ /’ 안에 넣어 표시한다. 예를 들어 

[i]는 물리적인 소리를 의미하는 반면에 /i/는 심리적인 소리를 의미한다.

앗,	그런데	잠깐!	한국어	단어	중에서	[f]	소리가	들

어간	단어가	없다는	필자의	말에	독자들이	던지는	

의문의	눈초리가	느껴진다.	그럼,	우리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자.

독자：“정말	없나요?	그럼,	‘거실의	가장	좋은	자

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혹은	‘약간	쓰지만	향기가	좋은	검은	액체	기호음

료’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뭔가

요?”

필자：“그것이	한국어	단어인가요?”

독자：“물론이지요,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걸

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

는	길고	푹신한	의자’와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

서	간	가루’라고	분명히	정의되어	있어요!”

필자：“그런데	그	단어를	영어식으로가	아니라	

한국어식으로	말해	보세요.	한국어	단어라면	한

국어식으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자：“어,	한국어식으로	읽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어가네요!”

필자：“네,	맞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외국어	단어

였는데	한국어	속으로	들어와서	한국어처럼	쓰이

는	단어들을	묶어서	‘외래어’라고	한답니다.	한국

어의	단어들은	그	조상에	따라서	크게	고유어,	한

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고유어란	원

래	조상이	한국어였던	단어들을,	한자어란	한자

에서	온	단어들을,	외래어란	외국어에서	온	단어

들을	말한답니다.	

		앞에서	말한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길고	푹

신한	의자’를	나타내는	단어인	‘소파’와	‘커피나

무의	열매를	볶아서	간	가루’를	의미하는	단어인	

‘커피’를	발음하는데	[f]	소리를	넣어서	말하는	것

은	외래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외래어는	한국어지만,	외국

어는	한국어가	아니죠.

한국어 단어 중에는 [f] 소리가 들어간 게 없다고요?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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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말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관

2.2.1 개관

[그림 2－1]은 말소리 생성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럼 이제 폐에서 올라온 기류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발음기관인 후두부터 자세

히 살펴보기로 하자.

2.2.2 후두

후두(larynx)란 아래로는 기관(trachea)의 맨 위쪽에 있는 반지연골
2
(cricoid cartilage)로부

2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음기관의 명칭은 신지영(2000, 2014ㄱ)을 따른다. 요약하면 해부학적 용어

는 대한해부학회에서 공인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대주름, 성대문, 잇몸, 단단입천

장, 물렁입천장, 목젖은 예외로 하고, 각각 성대, 성문, 치경, 경구개, 연구개, 구개수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발음기관 명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지영(2000：30쪽, 2014ㄱ：2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러분	중에는	‘아수라	백작’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수라	백작은	1970년대	제작된	일본의	텔

레비전용	만화	영화인	‘마징가	Z’에	나오는	악당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만화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적이	있지만,	워낙	오래전에	방영되었기	때

문에	필자와	세대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도	있다.	따라서	말소리가	왜	아수라	백작인가를	말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수라	백작에	대한	소개가	필

요할	것	같다.

아수라	백작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당의	우두

머리인	헬	박사의	부하로,	헬	박사가	바도스	섬에서	

발견된	미케네인	부부	미라를	섞어	만든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수라	백작은	반은	여자,	반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위에	보인	그림이	바로	만

화	영화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의	얼굴이다.	

그렇다면	아수라	백작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여

러분은	아수라	백작의	어떤	얼굴을	보았는가에	따라

서	‘아수라	백작은	여자다’고도,	‘아수라	백작은	남

자다’고도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아수라	백작의	앞

모습을	봤다면,	‘아수라	백작은	여자이기도	하고	남

자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말소리도	아수라	백작처럼	두	얼굴인	‘음성’과	‘음

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돌이와	순이가	함께	입을	

맞추어	‘아버지’라고	한	말에	대하여	같은가,	다른가

를	물었을	때,	여러분은	말소리의	어느	쪽	얼굴을	보

았는가에	따라서	두	소리가	‘같다’고도,	또	‘다르다’

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두	얼굴을	다	고려했다면	

여러분은	두	소리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말소리는 아수라 백작이네!잠깐!

마징가 Z의 아수라 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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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위로는 혀뿌리에 붙어 있는 목뿔뼈(hyoid bone)까지의 부분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

이다. 후두는 다섯 개의 주요 연골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방패연골(thyroid cartilage), 

반지연골(cricoid cartilage), 후두덮개(epiglottis), 한 쌍의 모뿔연골(arytenoid cartilage)이 

그것이다.

[그림 2－2]는 후두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성대(vocal folds)는 성대 인대와 근육, 점

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대의 한쪽 끝은 모뿔연골과 다른 한쪽 끝은 방패연골과 

연결되어 있다. 모뿔연골의 모음(adduction)과 벌림(abduction) 운동을 통하여 두 성대

는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성대의 벌림 운동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두 성대 사이의 틈

을 성문(glottis)이라고 한다.

2.2.3 혀

말소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성대 다음으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기관은 아마 혀

(tongue)일 것이다. 말소리의 생성을 이해하는 데는 혀의 부위별 명칭을 아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림 2－3]은 혀의 부위별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발음기관

 1 비강

 2 윗입술

 3 아랫입술

 4 윗니

 5 아랫니

 6 치경

 7 경구개

 8 연구개

 9 구개수

10 구강

    11 인강

12 후두덮개

13 성대

14 혀

1

2

3

4
5

6

7
10

8
9

14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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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의 가장 앞부분을 혀끝[설첨(舌尖), tongue tip]이라고 하고, 그 뒤로 보통 입을 다

문 자연스러운 휴식 상태에서 치경(잇몸)부와 닿아 있는 부분, 즉 혀끝에서 약 10∼

15mm 정도 되는 부분을 혓날[설단(舌端), tongue blade]이라고 한다. 나머지 혀의 위 

표면을 통틀어 혓몸[설배(舌背), tongue body]이라고 한다. 혓몸은 다시 그 위치에 따

라서 전설(front), 중설(central), 후설(back)로 삼분되기도 하며, 전설과 후설로만 이분

되기도 한다. 전설과 후설로 이분할 경우 전설부는 보통 경구개와 접촉하여 조음되는 

그림 2－2 위에서	본	후두의	구조

앞

뒤
반지연골

성문

성대인대

모뿔연골

방패연골

그림 2－3 혀의	부위별	명칭

혓날(설단)

혀끝(설첨)

혀뿌리(설근)

혓몸(설배)

전설 중설 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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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그리고 후설부는 연구개와 접촉하여 조음되는 부분을 지칭한다. 후설부 뒤로 

혀의 깊숙한 부분을 혀뿌리[설근(舌根), tongue root]라고 한다. 혀뿌리는 보통 인두의 

뒤쪽 벽에 면해 있는 혀의 부위이다.

2.2.4 입천장

[그림 2－4]는 입천장의 부위별 명칭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입천장은 윗

니 뒤쪽으로 약간 불룩한 치경(잇몸, alveolar ridge)을 시작으로, 그 뒤쪽으로 뼈가 있

어서 딱딱한 경구개(단단입천장, hard palate), 뼈가 없어 물렁물렁한 연구개(물렁입천

장, soft palate, 혹은 velum), 연구개의 끝부분이며 구강 쪽으로 드리워져 있는 구개수

(목젖, uvula)로 나뉜다.

2.3	 말소리	생성에	사용되는	공간

[그림 2－5]에서 보듯이 성대 위쪽에는 혀, 인두벽, 입천장을 경계로 인(두)강

(pharyngeal cavity), 구강(oral cavity), 비강(nasal cavity)과 같은 공간이 생기게 된다. 성

대를 통과한 기류는 성대 위쪽의 공간을 울린 후 대기로 나오게 되므로, 후두를 통과

할 때까지는 똑같았던 소리도 이후에 어떠한 공간을 만난 후에 대기로 나오게 되는가

에 따라서 아주 다른 소리가 될 수 있다. 말소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작업은 대체로 인

강, 구강, 비강에 변화를 주는 것과 유관하다. 발음기관의 다양한 움직임은 공간의 변

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성대까지 똑같았던 소리도 서로 다른 울림이 만들어지는 까닭

그림 2－4 입천장의	부위별	명칭

치경

경구개

연구개

구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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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기로 나온 이후에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

2.4	 기류의	두	가지	통로

보통 숨을 쉴 때 우리는 입을 닫고 코로 기류를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를 반복한

다. 즉 폐에서 올라온 기류는 코를 통하여 대기로 나가게 된다. 하지만 입을 벌리면 

폐에서 나온 기류는 코로도 나갈 수 있고, 입으로도 나갈 수 있다. 

[그림 2－6]은 입을 열고 숨을 쉬는 경우, 코와 입으로 모두 기류가 소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말을 할 때 내는 소리의 대부분은 구강음(oral sound)이므로, 코로 가는 통로

를 막은 상태로 산출된다. 코로 가는 기류를 막기 위해서는 입천장의 뒤쪽, 즉 연구개

에 있는 입천장올림근(levator veli palatini)의 수축이 필요하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입

천장이 들리면서 인두벽에 붙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대를 통과한 기류는 비강으로 

그림 2－5 말소리	생성에	사용되는	공간

비강

인두강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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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이 차단되어 구강으로만 흐르게 된다. 결국 연구개의 움직임으로 폐에서 올라

온 기류가 구강으로만 갈 것인가 비강으로도 갈 것인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연구개를 올려서 인두벽에 대면 비강 통로가 차단되면서 허파에서 올라

온 기류가 비강으로 흐르지 못하고 구강으로만 흐르게 되어 구강음이 생성된다. 반면

에 연구개가 내려진 상태로 허파에서 조달된 기류가 올라오게 되면 비강으로 기류가 

흐르게 되어 비(강)음(nasal sound)이 생성된다. 발화에 쓰이는 소리는 구강음이 그 주

류를 이루므로 발화 시에는 가끔씩 나타나는 비음을 낼 때를 제외하고는 연구개가 들

려서 인두벽에 닿아 있게 된다.

2.5	 말소리	생성의	세	과정

말소리 산출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했으니, 이제 말소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단계별로 알아보자.

그림 2－6 기류의	두	가지	통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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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의 대부분은 폐에서 내뿜어진 기류가 성대와 성도를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말소리가 생성되는 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말소리를 내기 위하여 필

요한 기류를 조달하는 과정과 조달된 기류를 조절하는 과정, 그리고 조절된 기류를 

변형시키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 세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각각 발동(initiation), 발성

(phonation), 조음(articulation)이라고 한다.

2.5.1 발동

그럼 우선 발동 과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경우 말소리에 쓰이는 

기류는 폐에서 조달되고, 기류의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이다. 이러한 소리를 부아
3
  

날숨소리(pulmonic egressive sound)라고 한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는 부아 날

숨소리이다.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등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언어들

은 그 언어를 구성하는 말소리가 모두 부아 날숨소리인 경우가 많다. 

3 폐의 고유어이다.

갑자기	놀랐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내는가?	그때	내는	소

리들을	이제부터	아주	꼼꼼히	관찰해	보자.	

● 놀랄 때 내는 소리

우선	갑자기	놀라면	여러분은	[어]	비슷한	소리를	

낸다.	하지만	보통의	[어]와는	그	소리가	매우	다르

다.	이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의	호흡을	잘	관찰해	보

라.	이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은	숨을	들이마시는가,	

내뿜는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분

명하다.	폐까지	통로가	뚫려	있는	것은	보통의	[어]

와	같지만,	보통의	[어]는	숨을	내쉬면서	소리를	내

지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놀랐을	때	여러분은	부아	날숨소리가	아니라	부아	

들숨소리를	낸	것이다.	

부아	들숨소리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흔히	낼	수	

있는	소리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

하는	어떤	언어에도	이	부아	들숨소리가	말소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자,	그	답이	궁금하다면	‘나는	지금	조

음음운장애	책을	읽고	있어요’를	부아	날숨소리가	

아니라	부아	들숨소리로	내	보아라.	아마	이	문장을	

읽다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을	것이다.	불과	한	문

장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부아	들숨소

리는	한	숨으로	오래	말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소리

이므로	언어음에	사용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다.

● 혀 차는 소리의 재발견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할	때	내는	소

리인	혀	차는	소리를	내	보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별

다른	생각	없이	이	소리를	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류의	방향을	잘	생각하면서	이	소리를	

내	보도록	하자.	이	소리를	낼	때	안에	있는	기류가	

우리가 쉽게 낼 수 있는 들숨소리들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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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소리가 부아 날숨소리인 것은 아니다. 

여타의 발동 과정을 통해서 기류를 조달하여 말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여타의 발

동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말소리에는 방출음(성문 날숨소리), 내파음(성문 들숨소

리), 흡착음(연구개 들숨소리) 등이 있다.
4

4 발동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지영(2000, 2014ㄱ) 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밖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	기류가	안으로	

들어오는가?	안에	있는	기류가	밖으로	나가면서	소

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기류가	안으로	들

어오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들숨소리임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을	

한	학생이	알려	주었다.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혀	

차는	소리가	들숨소리인지	확인해	보는	데	실패했다

고	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소리가	진짜	들숨소

리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

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혀를	

차	보았더니	손바닥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을	받게	되어	확실히	혀	차는	소리가	들숨소리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실험	정신이	투철하고	똑똑한	

학생	덕분에	앞으로는	혀	차는	소리가	들숨소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혀	차는	소리를	낸	다음에	바로	

코를	막아	보자.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

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코

를	막았으니	숨을	코로	쉴	수	없다는	건	이해가	가

는데,	왜	입으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혀의	앞부분은	내려와	있지만,	혀의	뒷부분

이	입천장의	뒷부분에	닿아서	기류의	소통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혀	차는	소리를	낼	때는	혀

의	앞부분(혓날)만	입천장의	앞부분(치경)에	대고	기

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혀의	뒷부분(혓몸)도	

입천장의	뒷부분(연구개)에	대어서	기류가	입천장의	

뒷부분과	입천장의	앞부분	사이의	작은	공간에	갇히

도록	한	다음에	이	기류를	이용하여	소리를	낸다.	

● 두 들숨소리의 차이

놀랄	때	내는	소리나	혀	차는	소리나	모두	들숨소리

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놀랄	때	내는	소리는	소리

를	낸	다음에	코를	막아도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

는	반면에	혀	차는	소리는	소리를	낸	다음에는	코를	

막으면	숨을	쉴	수	없다.	숨을	쉴	수	없는	이유는	이	

소리를	낼	때	구강의	두	곳이	막혔다가	한	곳만	터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도	여

전히	구강의	일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기류가	입	밖

으로	나들지	못한다.

또한,	놀랄	때	내는	소리는	이	소리를	내기	위해	

숨을	의식적으로	들이쉬는	반면에	혀	차는	소리를	

낼	때는	자연스럽게	숨이	들이쉬어진다.	혀	차는	소

리를	낼	때	숨을	의식적으로	들이쉬지	않는데도	숨

이	자연히	들이쉬어지는	것은	이	소리를	낼	때의	기

류역학적	조건이	자연스럽게	들숨을	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혀를	찰	때	우리는	혀의	앞과	

뒤로	입천장의	앞과	뒤를	막아서	그	사이에	작은	공

간을	만들고	기류를	그	공간에	가둔다.	그리고	혀를	

차기	직전에	혀의	중간	부분을	약간	내려서	기류가	

갇혀	있는	그	공간을	약간	늘린다.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압력은	떨어지게	되고,	압력이	떨어진	상태에

서	앞쪽	혀를	내리게	되면	입	안쪽의	압력이	입	바

깥쪽의	압력보다	낮아서	기류가	입안으로	자연스럽

게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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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발성

발동 과정을 거쳐 조달된 기류는 성대에서의 조절 작용을 거치게 된다. 성대에서 이루

어지는 이러한 기류 조절 과정을 발성이라고 한다.

성대는 모음(adduction)과 벌림(abduction) 운동을 통하여 폐로부터 올라온 기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대를 닫아 기류를 흐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성

대를 열어서 기류를 계속 흐르게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성대를 진동시켜서 기류를 막

았다 텄다를 반복할 수도 있다. 말소리는 발성 과정을 기준으로 크게 유성음과 무성

음으로 나뉜다(그림 2－7 참조). 유성음이란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는 소리이며, 무성

음이란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지 않는 소리이다. 

유성음은 성대 진동의 유형에 따라 보통 유성음 외에 숨소리(breathy voice)와 짜내기	

소리(creaky voice)로 세분된다. 숨소리는 보통 유성음과는 달리 [그림 2－8ㄱ]에서 보

그림 2－7 무성음과	유성음의	성대	상태

모뿔연골

성문

방패연골

ㄱ. 숨쉬기 ㄴ. 무성음 ㄷ. 보통 유성음

그림 2－8 숨소리와	짜내기	소리

ㄱ. 숨소리 ㄴ. 짜내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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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성대의 뒤쪽은 열고, 앞쪽만 진동시켜 내는 소리이다. 성대의 뒤쪽, 즉 모뿔연골 

쪽은 벌어져서 기류가 새기 때문에 보통 유성음과는 달리 숨이 많이 섞인 소리가 난

다.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속삭일 때 이런 발성을 이용한다. 물론 극단적으로 작은 소

리를 내어 속삭일 때는 성대의 진동을 전혀 동반하지 않고도 말을 한다. 여러분이 수

업 시간 중에 옆 사람과 속삭일 때 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발화를 한다. 성대의 진동

을 동반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말소리는 작아지고, 숨소리는 많이 섞이게 된다.

한편, 짜내기 소리는 [그림 2－8ㄴ]에서 보듯이 모뿔연골 쪽을 꼭 붙인 상태에서 성

대의 앞쪽만 진동하면서 내는 소리이다. 짜내기 발성을 하면 좀 꺽꺽거리고 삐꺽거리

는 소리가 난다. 극단적인 저음을 낼 때 이러한 발성으로 소리가 나는 경향이 있다.

2.5.3 조음

발성 과정을 거치면서 조절된 기류는 성도(vocal tract)를 통과하면서 변형된다. 소릿길

이라고도 불리는 성도는 성대를 통과한 기류가 대기로 나가기 전에 통과하는 코와 입 

안의 통로를 의미한다. 우리는 기류가 통과하는 이 공간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변형

시킴으로써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낸다. 조음 과정을 기준으로 말소리는 크게 두 가

지 부류로 나뉜다. 기류가 구강 통로의 중앙부, 즉 정중시상부(正中矢狀部, midsagittal 

region)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자음(consonant)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모음(vowel)이 그것이다. 정중시상부란 사람의 몸통을 좌우로 대칭이 되게 나눌 때 생

기는 한가운데 면 부근을 말한다.

(1)	자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음이란 조음 과정에서 기류가 구강 통로의 중앙부, 즉 정중시

상부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이다. 따라서 자음은 (1) 기류가 구강의 

중앙 통로 중 특히 어디서 방해를 받았는가, 즉 방해 장소가 어디인가, (2) 기류가 어

떤 종류의 방해를 받았는가, 즉 방해 종류가 무엇인가, 그리고 (3) 이때의 성대 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양하게 분화된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전문용어로는 

각각 조음위치(place of articulation), 조음방법(manner of articulation), 발성유형(phonation 

type 혹은 voice type)이라고 한다.

자음은 조음위치에 따라서 양순음(bilabial), 순치음(labiodental), 치음(dental),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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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alveolar), 후치경음(postalveolar), 전경구개음(치경경구개음)(prepalatal 혹은 

alveolopalatal), 권설음(retroflex), 경구개음(palatal), 연구개음(velar), 구개수음(uvular), 

인두음(pharyngeal), 성문음(glottal) 등으로 나뉜다. 조음위치는 아래 조음기관과 위 조

음기관을 따라서 지칭된다. 예로 아래 조음기관이 아랫입술이고, 위 조음기관이 윗입

술인 경우는 순순음(labiolabial)이라고 명명하고, 아래 조음기관이 아랫입술이고, 위 

조음기관이 윗니인 경우는 순치음(labiodental)이라고 명명한다. 물론 순순음은 결국 

두 입술로 만들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통 양순음(bilabial)이라고 부른다. 단, 아래 

조음기관이 혀(舌)인 경우는 아래 조음기관의 명칭을 생략하고 위 조음기관의 명칭만

으로 자음을 명명한다. 따라서 치음은 아래 조음기관이 혀이고, 위 조음기관이 이이

며, 치경음은 아래 조음기관이 혀이고, 위 조음기관이 잇몸인 경우이다.   각 조음위치

에 관여하는 아래 조음기관과 위 조음기관을 정리해 표로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

5 성문음의 경우는 성대가 조음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여타의 조음위치와는 달리 위·아래 조

음기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단지 두 성대가 조음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두

기 바란다.

자음의 조음위치별로 관여하는 아래·위 조음기관

조음위치 아래 조음기관 위 조음기관

양순음 아랫입술 윗입술

순치음 아랫입술 윗니

치음 혀(혀끝 혹은 설단) 윗니

치경음 혀(혀끝 혹은 설단) 치경(잇몸)

후치경음 혀(혀끝 혹은 설단) 후치경

전경구개음(치경경구개음) 혀(혀끝 혹은 설단) 경구개(전경구개)

권설음 혀(혀끝) 경구개

경구개음 혀(전설) 경구개

연구개음 혀(후설) 연구개

구개수음 혀(후설) 구개수

인두음 혀(혀뿌리) 인두벽

성문음
5

성대 성대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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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은 조음방법에 따라서 폐쇄음(stop 혹은 파열음 plosive), 비음(nasal), 전동음

(trill), 탄설음(tap 혹은 flap), 마찰음(fricative), 설측 마찰음(lateral fricative), 접근음

(approximant), 설측 접근음(lateral approximant), 파찰음(affricate) 등으로 분류된다. 이 

소리들은 우선 구강의 완전 폐쇄를 동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크게 나뉘는

데, 폐쇄음, 비음, 전동음, 탄설음은 구강의 완전 폐쇄를 동반하며 산출되는 소리인 

반면에 마찰음과 접근음은 구강의 완전 폐쇄를 동반하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구강의 

완전 폐쇄를 동반하면서 나는 소리를 다막음	소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소리를 덜막

음	소리라고 한다.

① 구강의 완전 폐쇄 여부를 기준으로 한 자음의 분류

 ▶ 구강 통로 막힘－다막음 소리(폐쇄음, 비음, 전동음, 탄설음)

 ▶ 구강 통로 열림－덜막음 소리(마찰음, 접근음)

구강의 완전 폐쇄를 동반하면서 산출되는 다막음 소리인 폐쇄음, 비음, 전동음, 탄

설음 가운데, 비음은 나머지 폐쇄음, 전동음, 탄설음과는 달리 연구개를 내려서 비강

으로 기류를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결국, 다막음 소리는 비강 통로

가 닫힌 상태로 산출되는가, 비강 통로가 열린 상태로 산출되는가에 따라서 두 무리

로 나눌 수 있다. 구강 통로는 막혔지만, 비강 통로는 열린 상태로 산출되는 비음이 

한 무리를 이루고, 구강과 비강 통로 모두가 막힌 상태로 산출되는 폐쇄음, 전동음, 

탄설음이 다른 한 무리를 이룬다(그림 2－9 참조).

② 비강 통로 개폐 여부를 기준으로 한 다막음 소리의 분류

 ▶ 비강 통로 닫힘－폐쇄음, 전동음, 탄설음

 ▶ 비강 통로 열림－비음

구강과 비강 통로가 모두 막힌 상태로 만들어지는 폐쇄음, 전동음, 탄설음은 구강 

폐쇄의 횟수에 따라서 다시 두 무리로 나뉜다. 즉, 구강 폐쇄가 1회적인 폐쇄음과 탄

설음의 무리와 구강 폐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전동음의 무리가 그것이다. 그럼 폐쇄

음과 탄설음은 어떻게 구분될까? 폐쇄음과 탄설음은 폐쇄의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인

가에 따라서 구분된다. 폐쇄음은 폐쇄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에 탄설음은 

폐쇄의 지속 시간이 아주 짧다(그림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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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강과 비강의 완전 폐쇄로 만들어지는 자음의 분류

 ▶ 구강 폐쇄의 1회성 기준－1회적(폐쇄음과 탄설음), 2회 이상(전동음)

 ▶ 구강 폐쇄의 지속 시간－긺(폐쇄음), 짧음(탄설음, 전동음)

마찰음과 접근음은 모두 산출 시에 구강의 완전 폐쇄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공통점

이 있지만, 이 두 소리는 소음이 동반되는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통로가 일정 정도 

이상 좁아져서 난기류가 생성되고, 이로 인하여 마찰 소음이 동반되면서 산출되는 소

리가 바로 마찰음이다. 이와는 달리 기류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난기류가 생성될 만큼 

좁아지지 않으면서 산출되어, 소음이 동반되지 않는 소리가 바로 접근음이다(그림 2－

11 참조). 

그림 2－10 폐쇄음,	탄설음,	전동음의	조음적	차이

폐쇄음 전동음탄설음

그림 2－9 폐쇄음과	비음의	조음적	차이

폐쇄음/전동음/탄설음 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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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음과 접근음은 기류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가운데인가, 혹은 옆쪽인가에 따라

서 정중 마찰음(median fricative)과 설측 마찰음(lateral fricative), 정중 접근음(median 

approximant)과 설측 접근음(lateral approximant)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마찰음과 접

근음은 중앙 통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중 마찰음과 정중 접근음은 ‘정중’을 생략

하고 마찰음, 접근음으로 부른다. 이와는 달리 측면 통로를 열어 내는 소리를 지칭할 

때는 ‘설측’을 반드시 붙여서 설측 마찰음, 설측 접근음이라고 해야 한다(그림 2－12 

참조).

④ 구강 통로가 열리면서 만들어지는 자음의 분류

 ▶ 난기류 생성으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발생(마찰음), 미발생(접근음)

 ▶   측면 통로 형성 여부：형성(설측 마찰음, 설측 접근음)  

 미형성(정중 마찰음, 정중 접근음)

파찰음은 산출 시 완전 폐쇄와 불완전 폐쇄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특징을 갖는다. 따

라서 파찰음의 앞부분은 폐쇄음처럼 구강의 완전 폐쇄가 만들어지지만, 파찰음의 뒷

그림 2－11 폐쇄음,	마찰음,	접근음의	조음적	차이

폐쇄음 마찰음

난기류

접근음

그림 2－12 정중,	설측	덜막음	소리의	조음적	차이

정중 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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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마찰음처럼 구강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난기류에 의한 소음이 동반되면서 만

들어진다. 

[그림 2－13]은 폐쇄음과 파찰음의 조음적 차이를 도식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림에

서 보듯이 폐쇄음은 폐쇄의 지속 이후에 순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파찰음

은 폐쇄의 지속 이후에 마찰을 통한 지연적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음의 조음방법별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2－2>에 

보인 것과 같다.

그림 2－13 폐쇄음과	파찰음의	조음적	차이

폐쇄 폐쇄개방(순간적) 개방(지연적)폐쇄 지속 폐쇄 지속

폐쇄음 파찰음

자음의 조음방법별 특성 요약

조음방법
구강 완전 

폐쇄

비강 통로의 

차단

구강 폐쇄의 

일회성

구강 폐쇄 

지속 시간
소음 동반 

측면 통로 

사용

폐쇄음 ○ ○ ○ 길다 － －

비음 ○ × ○ 길다 － －

전동음 ○ ○ × 짧다 － －

탄설음 ○ ○ ○ 짧다 － －

마찰음 × ○ － － ○ ×

설측 마찰음 × ○ － － ○ ○

접근음 × ○ － － × ×

설측 접근음 × ○ － － × ○

파찰음 ○ × ○ ○ ○ － 길다 － － ○ － ×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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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은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외에 발성유형의 차이에 의해서도 서로 다른 소리

로 분화된다. 자음은 발성유형에 따라서 유성음(voiced)과 무성음(voiceless), 유기음

(aspirated)과 무기음(unaspirated)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은 성

대의 진동 여부에 따른 것이다. 자음의 조음 시 성대의 진동이 동반되는 소리가 유성음

이고, 그렇지 않은 소리가 무성음이다. 성대의 진동 여부와는 별도로 기식성에 따라서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뉘기도 한다. 유기음의 조음에는 두 성대 사이의 거리가 멀어

서 성대 사이로 기류가 빠지면서 성문 마찰이 동반되는 반면에 무기음의 조음에는 두 

성대가 거의 붙어 있어서 성문 마찰이 동반되지 않는다(그림 2－14 참조).

자음은 일반적으로 유성성과 기식성에 의하여 유성	유기음(voiced aspirated), 무성	유기음

(voiceless aspirated), 유성	무기음(voiced unaspirated), 무성	무기음(voiceless unaspirated)

으로 나눌 수 있다. 성대가 진동하려면 두 성대 사이가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유기음

은 유성음보다는 무성음으로 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유성음은 무기음

으로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2－14 폐쇄음의	발성유형에	따른	폐쇄와	개방의	국면

양순 유성 무기 폐쇄음

양순 유성 무기 폐쇄음 

양순 무성 무기 폐쇄음

양순 무성 무기 폐쇄음

양순 무성 유기 폐쇄음

양순 무성 유기 폐쇄음

후두 마찰 동반

개방 국면

폐쇄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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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같은 조음위치에서 같은 조음방법을 가지고 만들어지되, 

발성유형에서 차이를 보이는 세 종류의 폐쇄음과 파찰음이 존재한다.
6
 그런데 이 세 

종류의 폐쇄음과 파찰음은 음운론적으로 모두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지 않는 무성음

이기 때문에 앞서 논의하였던 유성음인가, 무성음인가에 따른 분류는 ⑤에 보인 바와 

같이 서로를 구분해 주는 특성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⑤ 한국어 양순 폐쇄음의 유성성에 따른 분류

  p(ㅂ)  p*(ㅃ) ph(ㅍ)

  (무성음) (무성음) (무성음)

반면에 한국어에는 기식성이 있는 유기음과 기식성이 없는 무기음이 존재하므로 

기식성은 서로를 구분해 주는 특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⑥에 보인 바와 같이 세 종류

의 폐쇄음과 파찰음 중 둘은 무기 무성음인 반면에 하나는 유기 무성음이므로 세 종

류의 폐쇄음과 파찰음은 한국어에서 기식성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⑥ 한국어 양순 폐쇄음의 기식성에 따른 분류

  p(ㅂ) p*(ㅃ) ph(ㅍ)

  (무성 무기음)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하지만 문제는 ‘무성 무기음’의 특성을 보이는 소리가 한국어에는 둘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이 두 무기 무성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별도의 특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그 새로운 특성이 바로 긴장성(tense)이라는 특성이다. 긴장성을 가진 소리를 경음

(fortis), 긴장성을 가지지 않은 소리를 연음(lenis)이라고 하는데 긴장성을 가진 소리는 

긴장성을 가지지 않은 소리에 비하여 조음의 강도가 강하고, 조음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결국 ⑦에 보인 바와 같이 세 부류의 한국어 폐쇄음은 유기성과 긴장성에 

의해서 서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6 한국어의 폐쇄음과 파찰음은 세 종류의 발성유형을 보이지만, 마찰음은 두 종류의 발성유형을 보인다. 

자세한 것은 4.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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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한국어의 양순 폐쇄음의 긴장성에 따른 분류

 p(ㅂ) p*(ㅃ) ph(ㅍ)

(무성 무기 연음〓평음) (무성 무기 경음〓경음) (무성 유기 경음〓격음)

한국어의 무기 무성 연음은 보통 평음(예사소리, lax 혹은 plain)이라고 하고, 무성 

무기 경음은 경음(된소리, tense 혹은 reinforced)이라고 하고, 무성 유기 경음은 격음(거

센소리 혹은 기음, aspirated)이라고 한다.
7

(2)	모음

모음은 입을 벌린 정도(개구도), 혀를 기준으로 한 협착의 위치(전후설), 입술의 돌

출 여부(원순성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로 분화된다. 모음은 입을 벌린 정도, 

즉 개구도에 따라서 개모음, 반개모음, 반폐모음, 폐모음으로 나뉜다. 입을 벌린 정도

에 따라서 혀의 높이가 달라지므로, 개구도에 따른 분류는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와

도 같다. 따라서 개모음(open vowel)은 혀가 낮은 위치에 놓여 발음되기 때문에 저모

음(low vowel)이라고 하고도 하고, 폐모음(closed vowel)은 혀가 높은 위치에 놓여 발음

되기 때문에 고모음(high vowel)이라고도 한다. 같은 이유로 반개모음은 반저모음, 반

폐모음은 반고모음이라고도 불리게 된다. 또한, 성도 전체에서 가장 좁아지는 협착

의 위치가 혀를 기준으로 어디인가에 따라서 전설	모음(front vowel), 중설	모음(central 

vowel), 후설	모음(back vowel)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리고 입술의 돌출 여부에 따라서

는 입술의 돌출이 동반되는 원순	모음(rounded vowel)과 입술의 돌출이 동반되지 않는 

평순	모음(unrounded vowel)으로 나뉘기도 한다. 입술의 돌출 여부는 성도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써 모음의 음가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모음의 조음에 따른 

분류를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2－15]에 보인 것과 같다.

7 한국어의 세	가지	발성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를	학자에	따라서는	약간씩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에

서는 한국어의 세 가지 발성유형의 자음을 지칭하는 한국어 용어는 ‘평음, 경음, 격음’을, 영어 용어는 

‘lax, tense, aspirated’를 사용하였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이 책에서 ‘경음’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

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긴장성을	가진	소리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긴장성을	가진	

소리	중에서	기식성을	갖지	않은	소리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30     말소리장애

그림 2－15 모음의	분류

고(폐)

반고(반폐)

반저(반개)

저(개)

전설

혀의 고저

혀의 전후

혀의 돌출 여부

원순        평순중설 후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