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성학회

한국음성학회 소식

0878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2층 1호 (봉천동, 관악센츄리타워)

KSSS news
가을호(24호)

Tel: 070-8275-2821
Fax: 0505-837-7169
Email: ksss@speechsciences.or.kr
http://speechsciences.or.kr

한국음성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성큼 다가온 가을이 느껴집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계절의
변화는 올해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해 다사다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특히 더 힘들
었던 한 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온라인 강의라는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시느라, 학생들은 이
러한 방식에 적응하느라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진정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제의 성격상
온라인 워크숍도 불가능하여 열심히 준비했던 ‘실험음성학연구회 하계워크숍’을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음성학회 인문학과 음성과학의 만남 워크숍’ 역시 금년
6월 개최를 취소하였고, 1년 연기된 2021년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준비
위원단을 꾸려 내년 개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우리학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가을 학술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인간을 위한 음성과학’ 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과 화상회의
를 통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할 계획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관계로 준비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소리와 음성과학' 학술지의 활성화 및 우수 등재지로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의 큰 특징이면서 장점인 음성학, 음성
공학, 음성의학 간의 복합과 융합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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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말소리와 음성과학 12권 1호 목차
<음성학>
�Non-word repetition may reveal different errors in naive listeners and second
language learners
- Jeffrey J. Holliday,, Minkyoung Hong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중국어 성조 지각과 산출
- 고성실, 최지연
�휴지 단위와 호흡 단위의 실현 양상 연구
- 유도영, 신지영
�어말 위치 /ㅗ/의 /ㅜ/ 대체 현상에 대한 문법 항목별 출현빈도 연구
- 윤은경
�Effects of base token for stimuli manipulation on the perception of Korean stops
among native and non-native listeners
- Eunjin Oh
<말장애>
�4～6세 일반아동 및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음운인식 및 음운처리 능력이 언어 능력에 미치
는 영향
- 김신영, 손진경, 임동선
�경직형과 불수의운동형 뇌성마비아동의 /아/ 모음 음향학적 비교
- 정필연, 심현섭
�자가음성 모니터링을 응용한 가창 프로그램이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억양과 음고 변화에 미
치는 영향
- 김성경, 김수지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3～7세 아동의 말소리발달
- 김수진, 박나래, 장문수, 김영태, 신문자, 하지완

말소리와 음성과학 12권 2호 목차
<음성학>
�Phonological processes of consonants from orthographic to pronounced words in
the Seoul Corpus
- Byunggon Yang

�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duction degree of the Korean suffix ‘nɨn’
- Jungsun Kim
�Some

articulatory

reflexes

observed

in

intervocalic

consonantal

sequences:

Evidence from Korean place assimilation
- Minjung Son

<음성공학>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한 종단간 음성인식기의 준교사 방식 도메인 적응
- 정현재, 구자현, 김회린
<말장애>
�따라말하기 과제를 통한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평서문과 의문문의 음향학적
특성 비교
- 이진형, 성철재
�여성 노인 합창단원의 합창단 유형에 따른 청지각적 음성평가(GRBAS) 및 음성관련 삶의 질
(K-VRQOL) 비교
- 이현정, 강빈나, 김수지
�동영상 기반 자동 발화 심층 분석(SUDA) 어플리케이션 개발
- 이수복, 곽효정, 윤재민, 신동춘, 심현섭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여성 환자의 공기역학 검사변수 조사
- 강영애, 권인선, 원호륜, 장재원, 구본석

가을 학술대회
l 가을 학술대회
◎ 학술대회 일시: 2020년 11월 28일(토)
◎ 장소: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 주제: 인간을 위한 음성과학(Speech Sciences for Human)
◎ 초청 특강: 김회린 (KAIST)
‘음성 언어지능의 현재와 미래’, Zoom Webinar
◎ 발표신청(요약문 접수): 2020년 8월 31일(월) ~10월 4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