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우리는 발화 내에서 실현되는 자음과 모음 연쇄와 같

은 분절적 구조의 측면에서 음성학을 다루어왔다. 음성 전사

(phonetic transcription) 결과는 음소들의 배열처럼 자판으로 

타이핑한 원고와는 다르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강조, 감성, 음

량이나 말속도의 변화뿐 아니라 음색, 의미, 멜로디를 더하는 

다양한 정서를 사용한다. 말의 분절적인 구조는 발화 내에서 

하나의 소리 분절 그 이상의 다양한 성대 효과를 동반한다. 이

러한 효과를 초분절적(suprasegmental)이라고 하는데, 초분절

적인 면과 관련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정의 내려져 활용됨에 따

라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는 다음의 용어와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

리할 필요가 있다. 초분절적 요소는 말소리의 분절적 측면을 

넘어 나타나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며, 운율

(prosody)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이 용어는 

‘음악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prosōidía에서 

유래됨). 많은 음성학자들이 초분절과 운율이라는 용어를 구

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음성학 문헌

에서 두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 초분절적이라는 용

어는 운율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다룰 것

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인 임상음성학 문헌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독자들은 용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운율 없이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에도 불구하고 임상 훈련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분절적인 측면

에 대하여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Peppe, 2009, p.258). 이

것은 ‘언어병리학에서 운율이 왜 어려운가?’라는 제목의 저널

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운율에 대해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초분절적 요소(또는 운율)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은 성조, 억

양, 강세, 타이밍, 리듬, 음량, 그리고 템포 등의 구성 요소가 

갖는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다. 초분절적이라는 것과 운율은 

단지 하나의 자질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에 대한 정의들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으

로 미룬다. 그림 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율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보면 초분절적인 범주

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준언어(paralinguistics)라는 측면으로

도 다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준언어학은 다음 절에

서 논의하겠다. 말로 전달하는 분절 정보에 대한 보완적인 정

보로서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보면, 분절적 측면과 초

분절적인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율

멜로디라는 말은 운율과 비슷한 말로 사용한다. 멜로디는 구어

의 리듬, 억양과 관련 있는 운율의 기본적인 개념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운율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측면들

로도 나타나게 된다. 

억양

억양은 발화 내의 음도, 멜로디 혹은 패턴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혹자는 억양을 올림조와 내림조의 패턴으로 정의 내리

기도 하지만, 평조 혹은 변화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억양은 

전체 발화를 특징짓는 상대적인 음도 수준(pitch level)과는 구

분되어야 한다. 화자는 높게, 낮게 혹은 중도에 해당하는 음도

로 발화할 수 있다. 음도 각각에는 평균 수준이 있겠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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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음도 셋팅에 더해진 억양은 역동적인 멜로디의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발화는 전체적인 억양 곡선(intonation 

contour)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음도 곡선(pitch contour)이라

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곡선은 여러 요소들로 형상화되는

데, 억양의 주요한 요소는 음도 감쇄(pitch declination)[혹은 문

장 감쇄(sentence declination)라고도 함]로 문장과 같은 발화 

전체에 걸친 음도의 정렬 상태를 일컫는다. 그림 6.2a에 보여

진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화자는 말을 할 때, 높은 음도에서 시

작해서 점차 음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높은 음도에서 

시작하여 낮은 음도로 마치는 음도 변화 형태는 대화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문장 구조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음도와 

물리적으로 주요하게 관련된 것이 음성의 기본 주파수이므로, 

음도의 감쇄 같은 현상은 음향학적으로 음성의 기본 주파수(f0) 

패턴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음성의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음

도의 기울기를 조절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다. 

선형 감쇄 이론(linear declination theory)에서는 점진적으

로 음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문장 혹은 구 전체에서 선형적으

로 나타난다는 관점으로 설명한다(Maeda, 1976; Sorenson 

& Cooper, 1980; Thorsen, 1985). 이와 대비되는 이론으로 

Lieberman(1967)은 호흡군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평서문은 계

속되는 부분(nonterminal parts)과 마침 부분으로 나뉘며, 기

본 주파수의 변동은 마침 부분의 기본 주파수 곡선에서만 나

타난다는 것이다. 구문구조의 주요한 음향학적 단서는 호흡

군의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기본 주파수와 강도가 감소한다

는 연구들이 있다(Landahl, 1980; Lieberman & Tseng, 1981; 

Lieberman, Katz, Jongman, Zimmerman, & Miller, 1985). 음

도의 감쇄는 언어의 보편적인 요소로 이와 같은 패턴 지각은 

청자로 하여금 문장의 경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외국어와 같이 잘 모르는 언어를 듣는 청자들도 문장의 경계

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음도 감쇄는 문장에만 적용되는 단

위가 아닌데, 이러한 현상이 문장 내의 구나 절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구문의 시작이 높은 수준의 음도 재조정

(pitch resetting)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청자가 발화 내 음도 재조정을 청취하면 새로운 구문이 시작되

는 단서로 받아들인다. 

심지어 선형 감쇄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발화의 기본 

주파수 곡선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의 직선 기울기를 이루

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음도 곡선은 올림과 내림이 혼재되

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기본 주파수가 감쇄하는 형상을 

이루거나(선형 감쇄 이론) 혹은 마침 부분에 잘 맞추어져서 기

본 주파수가 낮아지는 모양이다(호흡군 이론). 그림 6.2b는 오

르고 내리는 음도의 변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기본 주파수가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매 순간 나타나는 기본 주파수의 변

화는 다음에 논의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강세

강세(stress)는 문장, 구, 절 내의 단어 혹은 단어 내의 특정 음

절과 관련 있는 강조의 정도이다. 강세는 문장, 구, 절 내의 단

어 혹은 단어 내에서 특정 음절의 강조 또는 돋들림 정도이다. 

우리는 말소리를 산출하고 지각할 때 주로 특정 음절들이나 단

그림 6.1 초분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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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을 도드라지게 인식하며, 이 음절이나 단어들은 두드러진

다. 이러한 특성은 말을 할 때 각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두드리

며 맞춰가기를 하는 것과 유사하며, 강세는 단어 내 특정 음절

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향학적으로 강세는 기본 주

파수, 강도 및 지속시간과 결합하여 전달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의 실제 변화는 화자와 발화에 달려 있다. 세 가지 요소가 강세

의 대비적인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중 하나의 요소만으

로도 강세 효과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강세를 나타내기 위하

여 기본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이 전형적인데, 강도와 지속시간

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한다. 음도를 높이고(혹은 음도의 극명

한 변화)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속시간을 길게 늘이면 강세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조 강세. 화자는 발화 시 강세의 일반적인 혹은 예상되는 패

턴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대조 강세(contrastive stress)를 사

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단어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서 사용되는데,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와 같은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of인 경우가 

그 예이다. 이 단어는 보통은 비강세로 사용되지만, 병렬 구조

에서 화자가 of에 강세를 주어 말할 때가 있다. 대조 강세는 화

자의 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아래 대화의 예를 살

펴보자.

1. Britney：The term paper is due Friday.

2. Ashley：No, I am sure that it is due on Monday.

3.  Britney：I think the paper is due on Friday and the quiz 

will be on Monday.

대본을 읽듯이 역할을 정해서 위의 대화를 읽어보자. 

Monday와 Friday에 강세가 주어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조 

강세는 대화에서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어휘 강세. 어휘 강세(lexical stress)는 단어의 내재적인 강세 패

턴이다. protest, object, project, imprint, research와 같이 동일

한 단어가 명사와 동사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생

각해보자. 위의 단어들은 강세 패턴에 따라 명사로 사용되었

는지 동사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게 된다. 첫 음절에 강세

가 위치하면 그 단어는 명사로 받아들이게 되고, 두 번째 음절

에 강세가 주어지면 그 단어는 동사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

한 종류의 강세는 어떤 언어의 어휘 사전을 공유하는가에 기반

을 둔다. 이런 명사와 동사 대비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예컨

대, 많은 화자들이 “research”라는 단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 한 

종류의 강세로만 말한다. 

구 강세. 구 강세(phrasal stress)는 단어가 갖는 구문구조 내에

서 의미적인 강조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 절, 혹은 문장 

단위로 실행된다. 화자가 단어를 조합할 때 특정한 문법 단위

를 이루게 되는데, 단어의 다른 구성 성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강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구 안에 있는 단

어에서의 강세는 일률적이지 않다. 

새로운 정보와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정보

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인지 아니면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

지(new versus given information) 여부가 중요하다. 그 정보의 

종류에 따라 새로운 정보와 이미 주어진 정보의 대조가 이루어

진다. 화자는 대화 중에 포함되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단

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운율을 사용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

비전 아나운서가 새로운 주제를 소개할 때에도, 주요 단어 혹

은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에 특정한 운율을 사용함으로

써 정보 전달을 위한 단서로 운율을 활용한다. 우리들도 대화 

중에 청자가 새롭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단어에 대해 

언급할 때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에 대해서는 청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

문에 다른 정보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조시키는 방식을 이용

하지 않는다. 간단한 담화 맥락에서 운율이 주는 효과에 대해 

Behne(1989)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림 6.2 음도 점강 패턴(a)과 f0가 오르내리는 흐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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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view, which we will call the linear declination theory, 
states that f0 falls gradually and linearly throughout a sen-
tence or clause (Maeda, 1976; Sorenson & Cooper, 1980; 
Thorsen, 1985). Lieberman (1967) proposed a contrasting 
theory, called the breath-group theory, which holds that 
a declarative sentence can be divided into nonterminal and 
terminal parts, and variation in f0 is permitted only in the 
terminal part of the f0 contour. Studies have shown that an 
important acoustic cue for syntactic structure is the fall of f0 
and intensity at the end of the breath group (Landahl, 1980; 
Lieberman & Tseng, 1981; Lieberman, Katz,  Jongman, 
Zimmerman, & Miller, 1985). Pitch declination may be a 
universal property of languages, so that by listening for this 
pattern we can make some good guesses about the location 
of sentence boundaries even in languages that we do not 
understand. The sentence is not the only unit that determines 
pitch declination, because this phenomenon also can be used 
to delimit clauses or phrases within a sentences. The basic 
idea is that pitch can be reset to start at a higher level (pitch 
resetting) for each of these syntactic groupings. Resetting 
of pitch is a signal to the listener that a new syntactic unit is 
being produced.

Even the proponents of linear declination theory would 
readily admit that the f0 contour of most utterances is not 
just a straight line that slants from high to low across the 
utterance. Rather, the contour is marked by a series of rises 
and falls superimposed on either a more gradual f0 descent 
(linear declination theory) or a contour with a well-defined 
terminal fall in f0 (breath-group theory). Figure 6.2b shows 
the way in which f0 rises and falls are superimposed on a 
general f0 decline. The moment-to-moment changes in f0 
are related to several other factors, as discussed next.

Stress

Stress is the degree of prominence or emphasi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syllable in a word or a word in a phrase, 
clause, or sentence. When we produce and perceive speech, 
we usually are aware that some syllables or words seem to 
stand out. They have prominence. One way of demonstrat-
ing this feature is to tap your finger as you speak, trying to 
tap once for each word. Most people will tap on the stressed 
syllable of the words. Acoustically, stress is conveyed by 
some combination of f0, intensity, and duration. The actual 
variations in these three factors depend on the speaker and 
the utterance. Although all three can be used to signal a 
stress contrast, sometimes only one will be adjusted with the 
desired effect. But it is typical that f0 will be regulated to 

Figure 6.1
components of supraseg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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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0 falls and rises superimpose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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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meone painted the fence.”

2. “Who painted the fence?”

3. “PETE painted the fence.”

위의 문장에서 새로운 정보는 3의 “Pete”이다. “Pete”가 울

타리를 칠한 사람이므로 3번째 문장을 말할 때 “Pete”라는 단

어의 길이를 늘리고, 음도를 높여서 산출했다. Behne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는 중요한 단어의 길이를 늘이고 

음도를 높여서 산출한다는 것이다. Behne은 프랑스어권에서

도 같은 단서를 사용하지만, 적용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

인다고 주장했다.

템포

음악에서 템포(tempo)는 연주 속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템

포는 어떤 활동이 행해지는 속도를 말한다. 구어에서의 템포는 

일반적으로 분당 산출하는 음절 수(syllables/min) 혹은 단어 

수(words/min)를 일컫는다. 말의 템포는 흔히 느리다, 보통이

다, 혹은 빠르다 같은 형태로 말할 수 있다. 화자는 감성이나 

대화 환경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따라 템포를 변화시킨다. 

템포의 변화는 분절적 요소의 구간을 변하게 한다. 느린 템

포는 구간을 길어지게 하고, 빠른 템포는 구간을 짧아지게 한

다. 음소의 분절적인 측면에서의 짧아짐과 길어짐이 다른 분

절적인 측면들과 비교해서 늘 일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말속도의 증가를 설명하는 연구에서 각 구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휴지 구간(duration of pauses)과 모음과 자음의 안정 구간

(steady-state segments) 비율이 전이 구간 혹은 동적 분절 구

간 비율보다 감소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강세가 있는 모음

은 강세가 없는 모음보다 더 보존된다. 매우 빠른 말속도에서

는 분절과 음절들이 생략될 수도 있다. 말속도가 빠를 때 나

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목표 조음점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어떤 말소리를 산출하기 위한 조음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것이다. 청자는 말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이런 변화들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전체 음절이 생략된 경

우라 할지라도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속도

로 말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단어가 생략될 수 있다：camera, 

definite, support, surprise. 빠른 속도로 말하는 동안 강세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화자들은 camera와 definite의 

두 번째 음절에서 그리고 support와 surprise는 첫 번째 음절에

서 강세를 생략한다.

리듬

리듬(rhythm)은 일정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이벤트의 분산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말 산출에 있어서도 리듬이 존재함에 동의한

다. 화자가 말하는 동안 산출하는 일정한 길이 혹은 지속시간

과 같은 경향을 리듬 단위에서 다루어 볼 수 있다. 동일한 단위

를 등시(isochrohy)라고 한다. 

또한 언어에 따라 리듬 단위가 다르다. 영어권의 말에서는 

피트(feet) 간격에 기초하여 강세 음절을 시작으로 리듬이 존

재하며, 강세 음절 사이의 간격은 다르지 않은 패턴을 보인다. 

이는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와 같은 언어가 강세 중심 리듬

(stress timed rhythm)을 갖는다는 중요한 가설이 대두되게 해 

주었다. 한편, 다른 언어에서는 동일한 음절 길이에서 다른 강

세 양상을 갖기도 한다. 스페인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언어들

은 음절 중심 리듬(syllable timed rhythm)이다. 인도-유럽계 언

어 대부분이 강세 중심 혹은 음절 중심 리듬 중 하나에 속한다

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는 엄격하

게 이분법적이라기보다는 연속선상에 있다. 영어(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강세 중심의 극단에 있고 스페인어는 음절 중심

의 극단에 있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이러한 연속선상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 같다.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

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혹은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를 학습한

다면, 리듬 패턴이 다름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일본어, 에스토니아어와 같은 언어는 위의 언어들과 달리 

음의 분절 단위(mora)에 기본 한 모라 중심의 리듬(mora timed 

rhyth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모라는 일정한 시

간적 길이를 갖는 리듬 혹은 타이밍의 기본 단위이다. 일반적

으로 모라는 음절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강세 혹은 타이밍을 결

정하는 소리의 단위라고 정의한다. 일본어에서 시간의 길이를 

갖는 모라는 단어와 음절의 길이를 측정하게 해준다. 사실, 모

라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언어는 강세 중심, 음절 중심 또는 모라 중심으

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리듬 단위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지

만 이러한 개념은 언어 간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어가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것

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언어에 주어진 

리듬, 타이밍은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해 조정될 수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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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휴지(연접). 휴지(pause)라는 것은 소리 없이 침묵하고 있는 순

간이다. 말을 하지 않는 휴지 구간이 의사소통의 가치를 갖는

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휴지는 말

의 정보 구조의 일부이며, 청자가 발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준다. 휴지 사용 목적은 (1) 구나 절 각 단위 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2) 발화를 계획하거나 산출하려는 단어를 찾

는 동안 머뭇거리며 시간을 벌기 위해서 (3) 연이어 발현될 정

보를 기다리고 있는 청자의 기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활용된

다고 할 수 있다(“and the winner of the contest is [pause] Joe 

Smith!”와 같은 발화에서처럼). 휴지 효과는 구어 담화 장면에

서 일시 중지하는 효과가 있다. 

경계 혹은 종결 효과. 경계 혹은 종결 효과(boundary or edge 

effects) 라는 것은 음운적 혹은 음소적인 성격을 갖는데, 특히 

음절과 같은 언어학적인 단위의 끝을 나타낸다. 시작과 마무

리를 짓는 경계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이러한 영

향은 기본 주파수가 떨어짐, 마지막 단어 혹은 음절 길이 증가, 

마지막 분절에서 조음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단위의 끝에서

의 휴지로 나타나게 된다. 경계 효과는는 화자의 발화에서 구

문구조가 단서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문법적인 요소를 분석함

에 도움을 받는다.

음량과 발성 노력

음량(loudness)은 소리의 힘 혹은 힘의 정도로 지각되는데, 약

한(혹은 부드러운)에서 강한(혹은 큰)과 같이 지각적인 측면에

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리의 음량은 음향학적 신

호의 강도를 지각하는 수준을 말한다. 음량은 발성을 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화자와 청자와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성문하압, 성대 긴장

도가 증가하면서 턱을 크게 개방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발

성 강도가 증가하면서 음향학적인 신호 변화를 일으킨다. 많

은 연구자들이 발성을 하기 위한 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애써왔다. 화자 혹은 청자에게 생리학적인 노력을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일반적으로 말소리를 전사할 때는 발성하기 위한 

노력 또는 음량이 포함되지 않지만, 담화 수준의 전사 시 크기

와 관련한 기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기호들을 뒤에

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운율 단위 혹은 억양 단위

발화 내 몇몇 단위와 현상들은 초분절적인 구조 혹은 운율에 

포함되어 있다. 언어학과 음성학에서는 이 큰 단위를 호흡군, 

억양 단위, 억양구, 성조 단위, 운율 단위 등으로 명명한다. 명

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음도나 리듬 곡선으로 구분되며, 그

림 6.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운율 곡선(prosodic contour)은 

4음절과 같은 다양한 길이의 말소리들이 기본 주파수 곡선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운율의 두 가지 주

요 측면인 수직적 측면의 기본 주파수와 수평적 측면의 리듬

을 표현하고 있다. 대화 혹은 읽기 샘플을 이용한 음소 전사에

서는 이러한 구조 확인과 더불어 분절적인 면과 초분절적인 면

도 다룬다. 표준화된 용어는 아니지만, IU라는 약어는 억양 단

위(intonation unit)를 일컫는다. 하지만 운율이 억양 요소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율 단위(prosodic unit)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율 단위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운율 단위의 약어인 PU[piju]

의 발음이 불쾌감을 내포하기 때문에 PU보다 IU라는 용어 사

용을 선호하는 것 같다. 

운율 변화의 예

화자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의사소통 목표 달성을 위해 운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화자가 유사한 종류

의 운율 조정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예측 가능하다. 

모성어. 성인이 아기에게 말할 때 그 말하는 스타일을 “모성어

(motherese)”라고 일컫는데, 영아에게 하는 말소리 형태(infant 

directed speech) 혹은 부모말(patentees)이라고도 한다. 영아 혹

은 어린아이들을 향해 하는 말은 높은 음도, 강조된 억양, 낱

말 혹은 다른 단위 반복과 같은 몇몇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은 발화 내 운율에 적용된 요소들이다. 영아들은 성인에

게 하는 말소리 형태보다 영아에게 하는 말소리 형태를 선호한

다고 하며, 영아에게 하는 말소리 형태가 이들이 말을 습득해 

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많은 언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성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모델링되어 답습되는 것이

지, 일부러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명료한 말. 주변 소음이 커서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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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명료한 말(clear speech) 형태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

다. 이러한 형태의 말 역시 운율 변화와 연관을 갖는데, 과도

한 음도 변화와 느린 속도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조음 측면에

서 정지음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파열시키고, 모음에 대해서는 

조음 움직임을 증가시키는 형태를 띤다. 명료한 말은 일반적인 

대화체의 말과는 대비될 수 있는데, 대화체의 말은 빠른 속도

를 유지하면서 보다 작은 범위의 조음 운동을 하고, 강세가 주

어질 필요가 없는 음절 일부를 생략하기도 한다. 명료하게 말

하는 경우와 대화체(conventional speech)로 말하는 두 가지 형

태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 첫 번째는, 소음이 많은 전화선을 

통해 이야기하는 경우, 두 번째는 친한 친구와 조용하고 편안

한 상태에서 이야기 나누는 경우라고 하자. 이 두 가지 상황에

서는 말하는 방식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이다. 

기타 운율 변화. 우리는 화자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거의 비슷

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운율 변화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

다. 하지만 이 밖에 다른 상황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언어병

리학자들은 언어장애치료를 하는 동안에 비치료적인 상황과

는 다른 패턴의 운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uvers & 

Hargrove, 1994). 우리는 서로 다른 의사소통 상황들에서 다양

한 운율 변화들을 채택할 수 있다. 가까운 친구, 가족, 윗사람, 

낯선 사람 등과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운율 패턴을 바꾸는 방

법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운율의 수정은 의사소통의 적응 특성

의 일부이다. 

준언어학 

말은 분절적인 측면과 운율을 포함한 준언어(paralanguage)라 

불리는 특성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준언어의 전형적인 정의

는 말의 비언어적인 측면, 즉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와 같은 것

에 관한 정보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운율과 준언어적인 면의 

구분을 명백히 하고자 하지만, 준언어의 일부 요인들이 억양을 

포함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다. 운율과 준언어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음량의 변화 및 말속도 변화 등 유사

한 음성 특성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임상음성학에서는 준언어

를 감정, 말하는 스타일, 음성의 질, 음성 특질과 관련이 있는 

비언어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비구어라고 하는 것이 

발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은 말

소리의 청각적인 패턴에 영향을 주는데, 전화 대화 혹은 라디

오 청취 시에도 식별될 수 있으며,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짓과 

같이 청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측면도 포함한다. 우리는 문자 

메시지나 서면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면을 준언어를 이용하

여 의사소통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말의 준언어적인 면에 해당하는 예로 한 장면을 상상해보

자. 봄방학 맞이 휴가를 플로리다 해변으로 떠난 젊은이들이 

비가 하염없이 세차게 내리고 있는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 한 학생이 “와~ 해변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듯 

말한다면 어쩐지 아이러니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이 아이러니

한 음성 톤이 준언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전달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위의 예로 든 장면에서 

또 다른 학생이 “누구 게임 가져온 사람 있어?”라고 웃으며 말

한다고 가정해 보자. 실망감을 표현하는 이 학생의 웃음에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의미를 갖는 준언어 요소를 

갖는다. 

다양한 준언어 요소들은 문헌들에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

서는 몇 가지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음성 특질(vocal qualifier)

은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음성 톤을 일컫는 

용어이다. 음성 구별자(vocal differentiator)는 웃음과 울음을 

포함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발성 표현이다. 음성 확인자(vocal 

identifier)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으, 흠, 오”와 같

이 발화 내에 삽입되는 소리들이라 할 수 있다. 발화의 운율에 

따라 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혹은 태도를 전달하게 된다. 얼

굴 표정, 몸짓 그리고 신체 언어는 준언어의 부가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3 운율 곡선, 세로축은 억양 가로축은 리듬이며 S1, S2, S3, S4는 

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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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tterance. The largest unit is known by several names 
in linguistics and phonetics: breath group, intonation unit, 
intonational phrase, tone unit, and prosodic unit, to mention 
a few. But whatever name we give it, the unit in question 
is distinguished by having a single pitch and rhythm con-
tour, sometimes called a prosodic contour, schematically 
illustrated in Figure 6.3, which shows how four syllables of 
varying length are associated with a f0 contour. This graph 
is one way of representing two major aspects of prosody, 
with f0 being the vertical dimension and rhythm the hori-
zontal dimension. Phonetic transcriptions of conversational 
or reading samples often identify this larger structure and 
then work out segmental and suprasegmental details as they 
relate to it. Although nomenclature is by no means standard-
ized, there appears to be a preference for intonational unit, 
abbreviated IU. From the discussion in this chapter, you may 
be thinking that a better term would be prosodic unit, given 
that prosody is a larger construct that includes intonation as a 
component. And your thinking would be correct. So why not 
use the term prosodic unit? Mainly because the abbreviation 
PU can be used as an expression of disgust or displeasure, 
phonetically [piju]. Better to say IU than PU.

examples of prosodic Variations

Speakers rely on prosody to accomplish communicative 
goals in different situations. Furthermore, all speakers tend 
to make essentially the same kinds of prosodic adjustments, 
and this lends predictability to communication, making it 
easier for the listener to grasp the message.

motherese. When adults speak to infants, they often 
use a style of speech called “motherese” (also known 
as infant-directed speech or parentese). Speech that is 
directed toward infants and young children is character-
ized by  several features, including a higher pitch, exagger-
ated intonation, and increased repetition of words or other 
units. Many of these features are adjustments of the pros-
ody of an utterance. It has been shown that infants prefer 

infant-directed speech to adult-directed speech, and some 
 authorities believe that infant-directed speech helps infants 
to learn  features of the language. Like much of language, 
motherese is not deliberately taught, although perhaps it is 
model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clear Speech. When we strive to be understood in a 
difficult listening situation, such as one with background 
noise, we adopt a style of speech called clear speech. This 
kind of speech typically is associated with prosodic changes 
including greater pitch variation and slowed rate. These 
adjustments are in addition to changes in articulatory proper-
ties such as producing stronger releases for stop consonants 
and increasing the articulatory movements for vowels. Clear 
speech can be contrasted with ordinary  conversational 
speech, with the latter typically having a faster rate, smaller 
range for articulatory movements and deletion of some 
unstressed syllables. You can test your own production of 
clear versus conversational speech by talking under two dif-
ferent imaginary situations: first, talking to a young child 
over a noisy telephone signal and, second, talking to your 
best friend in a quiet, relaxed setting. What changes do you 
detect as you speak in the two conditions?

other prosodic Variations. We have considered 
just two examples of prosodic variations that speakers use 
in pretty much the same way in specific situations. But there 
are others. For example, it has been shown that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use a different pattern of prosody 
when they provide therapy for language disorders compared 
to nontherapeutic situations (Reuvers & Hargrove, 1994). 
We can adopt a variety of prosodic variations in different 
communicative settings. Can you think of ways you change 
your prosodic patterns when speaking with your closest 
friend, a family member, an authority figure, or a stranger? 
Modifications of prosody are part of the adaptive nature of 
speech communication.

paralinguiSticS

Beyond its segmental representation and prosody, speech 
is accompanied by a set of characteristics called paralan-
guage. The most typical definition of paralanguage is that 
is the nonverbal properties of speech that convey informa-
tion about a speaker’s emotion, attitude, and demeanor. A 
particular challenge is to dra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prosody and paralanguage, especially because some sources 
include intonation under paralanguage. On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separate prosody and paralanguage is that they 
sometimes employ similar vocal characteristics, such as 
pitch rises and falls, variations in loudness, and alterations 
in speaking rate. For the purposes of clinical phonetics, we 
define paralanguage (adjective paralinguistic) to be nonver-
b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emotion, speaking style, voice 
quality and voice qualifications. Note that nonverbal does 

Intonation

Rhythm

S1 S2 S3 S4

Figure 6.3
one graphical form of prosodic contour, with intonation as the 
vertical dimension and rhythm as the horizontal dimension. s1, s2, 
s3 and s4 are syl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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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의 근거 

말소리 산출과 상관 관계

말을 할 때 강세를 두어 산출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음절 혹

은 단어에 강세를 두어 더 크게 말하게 된다. 크게 말하는 경

우 대부분 소리의 강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기 마련인데, 소

리 강도는 강세로 지각되는 물리적인 상관 관계를 갖는다. 그

렇지만 실험적인 연구들에서 강세 지각은 길이, 강도, 기본 주

파수와 같은 세 가지 음향학적인 변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음

향적 변수에 비중을 두는 것은 화자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강세가 증가될 때 음절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소리의 강도가 커지며 기본 주파수는 상승하게 된다. 또한 개

개의 소리, 분절음의 음향학적인 변화도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강세가 주어진 모음은 변별적인 음향 구조를 갖추게 될지 

모른다. 

운율의 음향학적 상관 관계에 대한 문헌 연구를 여기에서 

다루기는 너무 방대한데, 음향학적인 면에서 운율은 화자와 발

화 타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관련성 또한 단순

하지 않다. 추가적인 논의는 Fry(1955, 1958)와 De Jong(1991)

의 연구를 보라. 

강세가 자모음의 조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측

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Kent & Netsell, 

1971; De Jong, 1991). 음절에 강세가 주어질 때 조음 운동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강세가 주어진 음절은 상대적으로 이

웃한 다른 음절과 더 대조되기 마련이어서 모음이든 자음이든 

모두 극단적인 조음 위치에서 산출된다. 예컨대 강세가 주어지

는 전설 고모음 /i/는 강세가 없이 약하게 산출되는 /i/ 모음보

다 더 앞쪽에서 산출된다. 그리고 강세가 주어지는 음소의 길

이도 더 길어진다. 말소리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음절과 운율

음절은 운율 논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음절을 고려하

지 않고 운율을 논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dwards

와 Beckman(1988)는 음절은 구나 절 같은 보다 큰 단위에서의 

음소 특성과 강세 패턴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위

라고 결론 내렸다. 운율 현상을 기술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음

절은 무엇인가? 앞서 제2장에서 미뤄두었던 이 부분에 대해 생

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음절인지 직관적인 개념

을 가지고 있다. bookshelf (2), territory (4), computer (3)와 같

은 단어에 몇 개의 음절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부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직관적인 내용으로 정의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논의 점을 모두 포함한 음절의 정의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Fudge, 1969; Hooper, 1972; Venneman, 1972; Kahn, 

1980; Goldsmith, 1990). 

음절을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접근이 이루어

졌다. 첫째, 음절은 음소 경계에 의한 음운 구성 요소로 인식하

여 음절을 내재적 구조로 파악한다. Goldsmith(1990)는 음절

을 내재적 구조로 정의하는 전통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

하였다. 음절은 모음 앞에 자음이 없거나 하나 이상의 자음이 

오거나, 음절 끝에 자음이 없는 상태나 하나 이상의 자음으로 

끝나는 음운적 구성체이다(p.108). 어떻게 분절적인 음소들이 

음절을 구성해 가는지 살펴보다 보면 공명 자음을 주목하게 된

다. 많은 화자들이 button 같은 단어를 말할 때 /n/와 같은 비

강 자음을 두 번째 음절을 형성하듯 사용한다. 이러한 말소리

들에 대해 Goldsmith는 “음절을 이루는 음운 구성은 (a) 모음

이 있을 때 선행 자음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자음이 있

을 수 있으며, (b) 공명 자음은 음절 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이 사전적으로 가장 우

위를 점령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접근에서는 음절을 전체적인 말소리 패

턴에서 발생하는 말소리 흐름에 대해 이야기한다. Bloomfield 

([1933]1984)는 성절성(syllabicity)이라는 용어를 지각 가능한 

소리의 세기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공명성이라고 하는 용

어를 울려퍼지는 청지각적인 세기라는 면에서, “분명 일부 음

소는 어떤 음소보다 더 울려퍼지는 성질이 있을 것이며, 이러

한 음소들이 선행 혹은 후행한다는 것이다.”(p.120) 음소들

이 공명이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음절을 구성하는 성절

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성절적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공명성의 개념으로 음절을 정의 내림에 있어 

비판적인 시각도 물론 있다. 한편 공명성과의 상관 관계를 통

한 설명에서 지각적 현저성, 전체 음향학적 에너지, 성도의 개

방 정도 혹은 생리학적인 긴장/노력성 등과의 관련성을 역설

하였다. 공명성이 높은 말소리는 지각적 현저성 경향이 크며, 

강한 음향학적 에너지를 보이며, 성도가 개방되어 있고, 이러

한 일련의 활동은 호흡과 발성 활동과 협응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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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용어들, 즉 공명성 정도를 결정짓

는 음성 환경에 대해서는 Christman(1992), Clements(1990), 

Keating(1983), Ladefoged(1993), Price(1980)의 연구들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이 두 가지 접근을 접목한다면, 우리는 음절

을 말소리 흐름에서 지각되는 청지각적 영향과 내재적인 구

조로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음절의 정의는 이러한 내외

부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그림 6.4는 현대 음운 이론

(modern phonological theory)에서의 일반적인 음절의 내부 구

성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다. 음절은 초성(onset)과 각운(rhyme)

으로 구성되는데, 초성은 자음이 없이도 시작될 수 있으며 여

러 개의 자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각운은 두 가지 요소

를 갖는데, 음절핵과 보조적인 종성(coda, 자음 혹은 자음군)이

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미 앞서 언급하였던 음절의 내재적 구

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음절은 음소 경계

로 구성될 뿐 아니라 초성과 각운으로 나뉘며, 각운은 음절핵

과 종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는 일상적으로 말하며 

실수하는 동안 일어나는 음운 패턴이 음절에 미치는 영향과 같

은 다양한 음운 혹은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음절의 내재적 구조에 대한 이해는 특정 언어가 갖는 고유

의 규칙에 따라 구성 요소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떤 언어는 음소 경계가 음절 타입과 음절의 경계에 근거한 

규칙을 따르기도 한다. 미국 영어권 화자는 gvise and tleen이

라는 것이 초성 자음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음소 순서 제약

을 위반하기 때문에 영어권 단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다. 많은 음운 규칙들은 상위 음절과의 연계성에 근거하고 있

다. 여기서 두 번째 정의 부분을 살펴보자면, 음절은 발화의 운

율적인 흐름 내에서 확인하게 됨을 상기할 수 있다. 많은 언어

학자들은 말의 흐름에서의 현저성에 따라 음절을 경중으로 범

주화하였다. 이러한 현저성 정도는 흔히 공명성의 관점에서 다

루어져 왔다. Bloomfield([1933] 1984)는 공명성과 관련이 있는 

말소리들이 음절성 소리였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을 보고하였으

며, 소리를 공명성 여부에 따라 공명과 비공명으로 구분할 것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공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인 개

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스칼라(scalar)로 보는 것, 즉 공명과 비

공명이 아닌 공명성 정도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이다. 소리는 표 6.1에서처럼 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명

성 정도에 따라 나열될 수 있다. 

공명성 수치는 말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상대적인 돋

들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음절 내에서 음소 구성 성

분 배열 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공명성 원칙

에 따르면, 서로 다른 조음 방식이 각 음절에서 공명성의 정점

을 따르도록 서열화되어 자음군이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

어, [i], [t], [r], [z]와 같은 말소리가 음절 내에 배치될 때, [t r i 

z]는 바람직한 배열이라 할 수 있으며 공명성의 순서대로 [t], 

[r], [i]가 배치되고 나서 마지막 [z]에서 공명성이 감소된다. 말

소리의 이상적인 패턴은 삼각 구도의 정점을 따른다. 각 정점

은 공명음이 되며, 음절의 핵을 이룬다. 대부분의 모음이 공명

성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명음의 중심이 된

다. 그렇지만 공명 자질을 갖는 자음 또한 중심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utton 같은 단어에서 [t]와 같이 공명성이 떨어지는 

자음 뒤에 이어지는 비강 자음 /n/가 공명성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음절 구조에서 공명성 원칙(sonority principle)에

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axe, lapse 같은 

단어들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어들의 음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제2장에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음절 구분에 기초하여 공명

성이라는 개념을 음소 연쇄에서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trio, 

그림 6.4 음절의 기본 구조

표 6.1 선택 모음에 대한 공명성 수치

음소 수치

/ɑ/
/e/, /o/
/i/, /u/
/r/, /w/

/l/
/m/, /n/
/s/
/v/, /z/, /ð/
/f/, /θ/
/b/, /d/, /g/
/p/, /t/

10
 9
 8
 7
 6
 5
 4
 3
 2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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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 chaos와 같이 모음+모음 연쇄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생

각해보자. 연이은 모음 연쇄가 공명의 변별적인 중심을 이루

어 두 개로 나뉘지 않고, 공명 구간이 연장되듯 산출될 수도 있

다. 두 가지 다른 형식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두 개의 소리 패

턴은 공명 구간이 연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높은 공명성을 갖는 경계는 단어 형태를 파괴하지 않고, 

짧은 휴지나 성문 정지에 의해 분리되면서 간격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중모음의 형태로 실현될 때 단음절에

서 높은 공명성 경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명성은 sine qua 

non과 같은 음절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음절성 음소(syllabic 

phoneme)는 말소리의 흐름에서 공명성과 관련이 있고, 음절 

내에서 공명 정점을 형성할 수 있게 배열된다. 공명성 개념은 

음절의 두 가지 주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음절은 말의 청지각적 패턴에서 공명의 중심이 된다. 

말소리의 운율과 분절적인 측면에서의 자질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Silverman과 Pierre Humbert(1990)는 운율과 공명 

정점과의 관련성이 운율과 분절 기능 간의 협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고하였다. 운율과 리듬은 유아가 언

어의 음소구조를 학습해 가는 기초가 된다(Kent, Mitchell, & 

Sancier, 1991).

말-언어의 전형적인 발달과

비전형적인 발달에서의 운율의 역할 

말-언어 발달에서 운율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형적, 비전형

적 발달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비록 여전히 많

은 의문점이 남아 있지만, 운율 발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

이 경감되고 있다. 운율 발달 측면에서 대표적인 견해는 어린 

아동들이 강세가 약하거나 없는 음절을 생략하는 일이 잦다

는 것이다. 말-언어 능력이 성숙해지면서 생략 실수는 감소하

게 되고, 성인의 강세 패턴과 더욱 유사해지는데, 이는 구어 발

달 이해에 있어서 운율의 중요성을 잘 증명한 예라 할 수 있다. 

Gerken과 McGregor(1998)는 언어 발달에서 운율의 역할을 기

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정상 혹은 언어 발달 지연

을 보이는 경우 모두에서 운율 발달을 세 가지 초점에 맞추어 

기술하였다.

1.  구 강세(phrasal stress)는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

해 더 긴 시간, 큰 소리, 또는 더 높은 음도를 가짐으로

써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구문 운율 패턴을 말한다. 

Gerken과 McGregor는 복합 명사의 구 강세는 적어도 

3세경에 확립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운율 경계(prosodic boundary) 단서는 휴지, 음도 재설정, 

음절 연장을 포함하는 언어학적 단위의 끝을 표시하는 단

서이다. 문장 종결과 구의 종결부 연장과 같은 일부 경계 

단서들은 2세경에 산출된다.

3.  미터(meter)는 영어에서 강약음절이 교차하는 경향과 같

은 발화 내 강세, 비강세 음절의 패턴이다. 예를 들어 

Arizona와 Americana 같은 단어에서 나타나는 강세 패턴

이라 할 수 있다. 미터, 어휘에 두는 강세와 같은 측면은 

3세경에 비교적 정확하고 어른스러운 산출 형태를 갖

춘다. 

위의 글로 미루어 보건대, 3세경에 적절한 운율 발달을 이

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연구에서 운율의 지각

과 산출 모두, 적어도 8~10세경까지 계속해서 발달해 감을 역

설하고 있다(Doherty, Fitzsimmons, Asenbauer, & Staunton, 

2007; Wells, Peppe, & Goulandris, 2004). 운율의 일부 기능이 

유아의 발성 산출에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지만 어른스럽게 

세련화되어 가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아동기의 

언어 발달과 평행적인 발달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운

율 발달에서 지연 혹은 결함을 갖는 장애군으로 자폐, 다운증

후군,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있다. 다음 절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러한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요구들이 전사 과정에 운율 특성

을 포함하여 개발해야 하는 동기가 되었다. 

초분절 요소에 대한 임상 평가 

초분절적인 기능에 대한 임상 평가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언

급하고자 한다. 운율 평가는 전통적으로 실어증, 청각장애, 자

폐증, 제2외국어 학습 등의 특정 질환에 국한하여 이루어져 왔

다. 이 장에서는 운율 평가를 위해 고안된 몇 가지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Crystal의 운율 프로파일(PROP)

운율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 가운데 하나인 Crystal(1992)

의 운율 프로파일(Prosody Profile, PROP)이 있는데, 이는 특

히 운율장애(prosodic disability)를 살펴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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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의 체계는, 운율장애가 기본적으로 화자가 운율 자질을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음운적 결함이라는 관점과 

양립한다. PROP는 음도, 크기, 말속도, 휴지, 리듬의 언어학

적 사용들을 요약하는 차트이다. 운율의 분석은 음도 양상이 

언어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주된 방법을 반영한다. (1) 성조 단

위(tone unit)는 연속 발화 내에서의 조직, 즉 절, 구, 단어와 같

은 (문법적) 구조들의 조직을 알려준다. 성조 단위는 변별적인 

흐름으로 군집화되고, 변별적인 리듬으로 발화되는 일련의 음

도의 변화로 정의된다(Crystal, 1982, p.114). (2) 성조(tones)는 

성조 단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3) 성조성(tonicity)은 성

조의 배치 혹은 성조 단위 내에서 다른 음절들보다 두드러지는 

음절이 선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음절은 성조 음절이라고 

불리고, 중심 성조를 지닌다고 한다. 중심 성조는 세 가지 주

요한 유형이 있는데, 단순(하강이나 상승과 같은 일방향적 음

도 움직임), 복잡(그 음절 내의 음도 움직임의 방향 변화), 복합

(단일 성조 역할을 하는 성조들의 조합)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된 논의를 위해서 Brewster(1989)를 참조하라.

Shriberg, Kwiatkowski, Rasmussen의 운율-음성 선별 

프로파일(PVSP)

비정상적인 운율을 기술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알려진 PROP 

프로파일과 체계들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탈된 운율

과 음성을 수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법들과 비교될 수 

있다. 그림 6.5와 6.6에 운율-음성 선별 프로파일(Prosody -

Voice Screening Profile, PVSP)(Shriberg, Kwiatkowski, & 

Rasmussen, 1990)에 사용되는 수량화된 접근의 기본적 요소들

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PVSP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 접근법

이 의사소통장애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PVSP 자료는 검사자와 화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샘플에 

기초한다. 실제로, 녹음된 말 샘플은 언어 산출, 말 산출(예：

음성학적 전사), 운율-음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운율이나 음성을 부호화할 수 없는 발화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일련의 제외 부호(그림 6.6)를 적용한다. 이들 부호

는 의사소통 시 나타난 준언어학적 그리고 비언어학적인 측면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인지장애가 있는 

성인들의 말 샘플에는 다른 화자들의 샘플에서는 거의 관찰되

지 않는 특정 행동(예：쩝쩝 소리 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

기도 한다(Shriberg & Widder, 1990).

검사자는 말 샘플 내 발화에 대해 그림 6.6에서 제시된 31개

의 각 운율-음성 변인에 대해 그 적절성을 부호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 판단 기준은 오디오 훈련 예시물로 제공되는데, 

음성학적 전사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 있는 교수 자료(tutoring 

materials)와 같은 것들이다. 운율은 발화에서 관찰되는 부적

절한 절의 마침, 속도, 강세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호들을 

포함한다. 음성은 부적절한 크기, 음도 혹은 후두나 공명 자질

을 충족하는 부호들을 포함한다. 앞서 논의된 운율의 변인들

을 이 범주가 어떻게 확대하는지 주목하라. 

그림 6.7은 임상장면에서 PVSP를 적용한 예를 보여준다

(Shriberg, 1993).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6.7과 같

은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상이한 화자들의 

운율-음성 프로파일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보기에서 검정 원

들(•)은 원인을 모르는 발달성 말 지연 아동 집단의 평균 수

행을 가리킨다. 세모(△)는 말 지연이 언어학적-운동 처리

(linguistic-motor processing)에서의 결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집단의 평균 수행이다. 좌측 상단 패널에서 보여

지듯이, 언어학적-운동 결함이 의심되는 아동들은 세 가지 운

율 변인의 각각에서 그리고 음성의 공명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 6.7 하단의 그림들은 그림 6.6에서 나열

된 개별 운율과 음성 부호 각각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조음 검사가 말의 분절적인 측면들을 수량화하고 프로파일하

기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제9장 참조), 운율-음성 데이터는 화

자의 초분절적인 상태를 수량화하고 프로파일하기 위해 사용

된다(McSweeny & Shriberg, 2001 참조).

PVSP는 자폐증(Shriberg, Paul, & van Santen, in press), 운

동구어장애(Shriberg, Potter, & Strand, in press), 다양한 유전

적 장애(예：Shriberg, Ballard et al., 2006; Shriberg, Jakielski, 

& El-Shanti, 2008)를 포함한 일련의 말소리장애 아동 및 성인

들의 운율과 음성 자질을 기술하기 위한 신뢰도 높은 연구 도

구(Shriberg et al., 2010b)로 사용되고 있다.

아동용 운율 시스템 프로파일 요소(PEPS-C)

Peppe와 McCann(2003)이 개발한 아동용 운율 시스템 프로파

일 요소(Profile Elements of Prosodic Systems-Child Version, 

PEPS-C)는 운율의 이해와 표현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한다. 이 

검사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억양과 운

율을 포함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 정서(affect), 덩이 묶기

(chunking), 초점 두기(focus)에 대해 검사가 시행된다. 상호작

용은 대화 순서-끝맺음과 같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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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운율-음성 선별 프로파일(PVSP)의 표지. Shriberg, Kwiatkowski, & Rasmussen(1990). Tucson, AZ：Communication Skill Bullders Inc. 출판사 허

락하에 재간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