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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조혜숙·황유미·남기춘. 일본어 화자의 한국어 평음/기음/경음 지각 오류. 언어청각장

애연구 , 2002, 제7권, 제1호, 166- 180. 본 연구는 일본인 화자 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평음/기음/경음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한국어의 /ㄱ, ㄷ, ㅂ, ㅈ/

는 동일한 조음위치에서 각각 예사소리(평음), 거센소리(기음), 된소리(경음)가 체계적으로

대립하여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 /ㅅ/의 경우 기음 없이 평음과 경음이 대조

를 이루고 있다. 제2 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외국어 화자가 한국어의 이러한 평음/기음/경음

의 대립쌍을 변별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유형의 소리로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변

별(discrimination)과제와 확인(identification)과제의 두 가지 실험이 진행되었다. 변별과제에

서는 경음과 기음의 구분을 잘 하는 반면 평음과 다른 두 음의 구분이 유의미하게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과제에서 이들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평음 /ㄱ, ㄷ, ㅂ, ㅈ/

는 기음 /ㅋ, ㅌ, ㅍ, ㅊ/로, 기음 /ㅋ, ㅌ, ㅍ, ㅊ/와 경음 /ㄲ, ㄸ, ㅃ, ㅉ/는 평음 /ㄱ, ㄷ, ㅂ,

ㅈ/로 지각하는 오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ㅅ/의 경우는 경음을 평음으로 지각하는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어 무성파열음과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음성학적 연구결과

인 물리적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핵심어 : 말소리 지각, 외국어학습, 변별, 확인, 지각 오류, 상관속

Ⅰ. 서 론

모든 언어는 각각 다른 말소리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소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말소리 지각

은 청각적 기능에 가장 크게 의존하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 노출되는 모국어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아기들은 생후 1년 안에 이러한 특징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처음에는

모국어에 있지 않은 말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나 점차 자신에게 의미있는 말소리와 그 말

소리의 속성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ifie, 1994). 즉, 모국어의 말소리

지각은 어린 시절 경험한 다양한 음성학적 자극이 모국어 체계 내에서 학습되어진 결과이다.

이렇게 체계화된 음성지식을 바탕으로 말소리를 지각하고 변별하여 자연스런 의사소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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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살아간다.

청각장애인 혹은 다른 이유로 말소리를 지각하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의

사소통장애를 보인다. 순수하게 청각적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 언어의 말소리

지각에 단서가 되는 음성 자질을 구별하는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어와

다른 음소체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화자들도 한국어의 말소리를 지각하고 산출하는데 문

제가 생겨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의 주요 오류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국어에

없는 음소의 지각과 산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다.

모국어의 음운구조가 성인의 외국어 음소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Flege (1992)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연구 결과들을 분류, 요약하였다.

첫째, 정확한 L2(제2외국어)의 분절음 산출에 정확한 음소의 지각은 필요조건이지 충

분조건은 아니다.

지각이 된다고 바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르게 산출하려면

바르게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국어와 관련 없는 음향적 정보는 걸러내어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학습

에 필요한 주의(attention)는 모국어의 특징을 우선 감지하는데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외국

어의 특징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국어 소리 속성의 틀 안에서 외국어를 지각

한다.

셋째, 모국어와는 음향학적으로 다른 외국어의 어떤 소리를 얼마나 잘 산출하는가 하

는 것은 매우 많은 경우 어떻게 그 소리를 유목화(categorize)하여 지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와 같이 지각능력은 산출능력에 선행하는 문제로 파악하여, 외국어 학습영역뿐 아니

라 조음장애의 전통적인 조음치료로부터 최근의 다양한 음운치료접근법들이 대부분 지각훈

련을 강조하고 있다(김수진, 2002; Rvachew & Jamieson, 1995). 그러나 우리말소리의 지각

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도구는 아직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경우, 모

음(최양규 신현정, 1999)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음에 대한 지각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음향

음성학적인 분석은 대부분 자연음이나 합성음 또는 둘의 조합으로 자극을 제작한다. 연구결

과들은 대부분 의사소통 상황이 아닌 일음절 혹은 이음절의 무의미음절로 방음실에서 모국

어 정상 성인 화자를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 지각연구에 앞서 우선 이러한 음향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나온 물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자음 가운데 그 분류체계나 분포에 있어 다른 언어와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

이며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영역이 있는데, 파열음과 파찰음이 그것이다. 한국어의 파열음

과 파찰음은 하나의 조음 위치에서 같은 조음 방식으로 조음되면서 세 가지 음운론적 대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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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다. 이들은 양순 파열음, 치경 파열음, 연구개 파열음과 치경경구개 파찰음으로서

모두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지 않는 무성음들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의 세 가

지 대립 음운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즉 이들의 차이는 조음시

성대의 진동 여부보다는 기식성(aspiration )과 긴장성(tensity )의 유무이다.

음운론적으로 양순파열음 / , , / , 치경파열음 / , , / , 연구개파열음 / , ,

/과 치경경구개파찰음 / , , /은 기식성과 긴장성의 정도에 따라 평음, 경음, 기음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그리고 치경마찰음 / , / 의 경우에는 기음이 없이 평음과 경음

만 있다. 이는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어만의 특성으로 이들 자음 사이에는 음

운론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음향학적, 물리학적 차이가 존재한다. 대체로 연

구자들은 어두의 위치에서 보통 기음이 가장 긴 VOT를 갖는 반면에 경음이 가장 짧은 VOT

를 갖는다는데 이견이 없다(신지영, 1998).

일본어 화자에게 있어 한국어의 평음/ 기음/경음의 말소리의 지각 오류와 유형을 살펴

보기에 앞서 특히 지각오류의 원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소리의 지각에 기여하는 변

별자질뿐 아니라 화자들의 모국어 즉 일어의 음운체계 특징도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화자의

모국어가 갖고있는 음운체계가 바로 기저의 음운체계(underlying phonemic system)를 이루

기 때문이다.

일본어 파열음은 유성과 무성대조만을 이룬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향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일본어의 무성파열음이 강세와 위치에 따라 몇 개의 변이음으로 존재하며,

이 변이음이 한국어 파열음의 평음, 기음, 경음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이경희·정명

숙, 1999). 이경희·정명숙(1999, 2000)에서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 1> 및 <표 -

2>와 같다.

<표 - 1>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

후행모음높이 (Hz) VOT (ms) 폐쇄지속시간 (ms)

어두 평음

어두 기음

어두 경음

어중 평음

어중 기음

어중 경음

151.1

195.8

181.0

152.2

164.4

152.4

48.1

74.7

9.9

9.9

52.9

8.9

-

-

-

56.8

119.2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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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일본어 무성파열음의 음향적 특성

후행모음높이 (Hz) VOT (ms) 폐쇄지속시간 (ms)

어두강세

어두비강세

어중강세

어중비강세

201.2

155.4

168.2

149.0

32.8

41.5

16.6

17.0

-

-

109.5

104.5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일본어 무성파열음은 어두 강세조건에서 한국어의 격음

과 후행 모음의 음높이가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어두 비강세조건에서 한국어의 평음과 같이

후행 모음의 음높이가 낮다. 또한 일본어 무성파열음은 어중에서 VOT 길이가 짧고 폐쇄지

속시간이 평음보다 길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경음과 유사하다. 결국 일본어의 경우에 강세조

건에 따라서 한국어의 평음과 기음과 유사한 소리가 나타나는 반면 경음과 유사한 소리는 어

중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일본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은 어두에서 경음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를 대상으로 우리말 음소지각을

연구한 앞의 연구(이경희·정명숙, 2000)는 후행모음의 높이와 VOT를 조절한 합성음을 통

해 실험한 결과에서 후행모음을 가장 중요한 지각의 단서로 사용하고 있으며, / 타/ 를 지각하

는데는 VOT의 길이도 단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개의 자질들을 선택한 실험연구 결과들은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조건들이 배제된다는 우려가 있다. 합성음을 통한 연구들은 자연음 조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유도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각연구의 방법에서 음소의 최

소대립쌍을 대조시켜서 변별하는 과제와 확인하는 과제에 따라서 밝힐 수 있는 결과들의 차

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ddor & Gottfried, 1995).

본 연구는 일본어가 모국어인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의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의 지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실험을 계획하였다. 실험은 (1) 가능하면 의미 있는 낱말 수준

에서, (2) 다양한 중성과 종성을 갖는 맥락 안에서, (3) 변별(discrimination )과 확인(identifi-

cation )이라는 지각 과제에서 수행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국어의 일음절 어두 맥락에서 평음 : 기음, 기음 : 경음,

경음 : 평음의 대조를 구별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2. 위에서의 지각오류는 / / , / / , / / , / / , / / 계열간에 차이가 있는가.

3. 만약 지각오류가 있다면 오류음소들을 다른 어떤 음소로 지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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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8명의 일본인 화자로서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아래의 <표 - 3>과 같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국 거

주기간이 5- 6개월 이내로서 한국 거주기간이 짧은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학습기

간이 길었다. 여자 6명, 남자 2명으로 나이는 19세에서 33세였으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1

년을 넘지 않았다.

<표 - 3> 참여자 기술

HT KS KH SM EK NM YR ST

성별 여 남 남 여 여 여 여 여

나이 19 26 25 32 26 25 26 33

한국거주
학습기간

5개월 5개월 6개월 10개월 6개월 5개월 2개월 4개월

일본에서
학습기간

2개월 무 무 무 1년 무 1년 1년

2 . 실험재료 및 절차

실험자극은 변별과제용(discrimination task)과 확인과제용(identification task) 두 가지

로 제작하였다. 변별과제에서는 두 소리를 쌍으로 들려주고 그 두 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

하게 하였다. 확인과제는 헤드폰을 통해 들은 말소리를 보기 5개 중 고르는 과제였다. 변별과

제와 확인과제 두 가지를 한 이유는 변별과제만으로는 실제로 말소리를 인식(identify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확인과제만으로는 대조 말소리의 속성에 대하여 차이를 지각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확인과제에서 보기 항목에 상관속을 다 넣음으로써 어떤 소리로 잘못

판단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 /이 목표 음소이면 보기에 / / , / / , / / 와

상관이 없는 두 음소가 포함되게 하였다.

먼저 변별과제 실험자극은 조음방법과 조음위치별로 대립쌍을 10개씩 만들었으며 CVC

구조로 하였다. 어두자음을 제외한 중성과 종성은 동일한 환경으로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170



일본어 화자의 한국어 평음/ 기음/ 경음 지각 오류

양순 파열음 / , , /를 변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극 쌍을 각각 10개씩 만들었다.

즉, /발, 팔/ , / 봄, 폼/ , / 불, 풀/ 등 10개 쌍, / 풀, 뿔/ , / 팔, 빨/ , /판, 빤/ 등 10개 쌍, / 불, 뿔/ ,

/ 방, 빵/ , / 봉, 뽕/ 등 10개 쌍이다. 자극은 가능하면 낱말을 사용했고 낱말이 없는 경우 형용

사나 부사, 관형사, 무의미 낱말도 사용하였다. 모든 대립쌍(13개)에 대해서 10개씩 자극이

만들어졌으므로 실험자극쌍은 130개, 통제자극쌍은 각 대조별로 4개씩 만들어서 52개, 총

182개를 제작하였다. 모든 자극은 조용한 방에서 MD- MT 877H (SHARP)로 녹음하였으며

자극간 3초의 여유를 두었다. 녹음은 두 번째 저자의 목소리로 하였으며, 자극의 적절성 여부

는 두 명의 한국인에게 들려주어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헤드폰을 이용하여 두 명의 피

험자가 자극을 듣고 답안지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변별과제 문항 예:

1. 발/팔 같다 다르다

2. 살/살 같다 다르다

확인과제에서는 변별과제에서 사용한 실험자극을 토대로 하여 자음-모음-자음의 음절

구조로 하고 중성과 종성은 같은 환경으로 통제하였다. 연구대상인 자음은 14개이고 각 자음

당 10개씩 총 140개를 만들어서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양순 파열음 / , , /

에 대해서, / 발, 팔, 빨/ , /봄, 폼, 봄/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 4>에 표시한 자음군에

대하여 같은 요령으로 자극문항을 제작하였다.

확인과제 문항 예:

1. 발 1 발 갈 팔 짤 빨

<표 - 4> 한국어 자음의 분류체계

양순 치경 치경경구개 연구개 성문

폐쇄음 , , , , , ,
마찰음 ,
파찰음 , ,
비음

유음

(본 연구의 대상인 자음은 고딕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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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험자가 두 과제를 모두 하였으며 두 과제간에 반복되는 자극도 있어 1주일 간격

을 두고 실시하였다. 실험은 조용한 실험실에서 각각 20분간 진행되었다. 피험자에게 실험

내용을 설명하고 자극을 듣고 난 후 답안지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두 명의 피험자가 함께 각

각의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실험자극을 듣고 답안지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Ⅲ. 결 과

1. 피험자별 오류

변별과제에서 피험자별로 20.9 %에서 48.4 %의 오류율을 보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이들은 각 소리간 차이를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과제에서는 피험자별로 14.3 %

에서 65 %의 오류율을 보였다. 대부분 변별과제보다 확인과제를 하는데 오류를 더 많이 보였

으며 실험 뒤 의견을 말하도록 했을 때에도 확인과제가 더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험자 가운데 HT와 EK의 경우는 확인과제의 오류율이 변별과제보다 더 낮았다. 이 두 피

험자는 모두 실험1과 실험2의 오류가 적은 피험자들이었다(<표 - 5> 참조).

<표 - 5> 변별과제와 확인과제의 피험자별 오류율(%)

HT KS KH SM EK NM YR ST

변별

확인

30.8

25.8

27

52.9

48.4

65

33.6

16.5

25.3

14.3

20.9

32.2

37.4

41.5

30.3

42.9

2 . 음소대조 변별오류

기음과 경음의 구분은 평음과 다른 음들간의 구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게

나타났다. <표 - 6>은 10개의 문항에서 오류가 나타난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파열음 가

운데에서는 양순음 / / 계열이 치경음 / / 계열과 연구개음 / /계열에 비해서 오류가 적었

다. 가장 오류가 많은 것은 마찰음 / /와 / / 의 구분이었다.

기식성과 긴장성의 구분에 따른 지각오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p < .05 수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음과 경음의 대조가 다른 두 가지 대조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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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기음, 평음 : 경음 대조에서의 오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변별과제에서의 오류에

대한 분산분석표는 <표 - 7>과 같다.

<표 - 6> 음소대조별 변별오류 평균 (표준편차)

평음 : 기음 기음 : 경음 경음 : 평음

/ /계열

/ /계열

/ /계열

/ /계열

/ /계열

3.50 (1.19)

4.62 (1.84)

4.00 (1.69)

4.12 (2.16)

7.00 (1.85)

.87 (1.12)

2.62 (1.84)

1.87 (1.95)

2.37 (1.99)

-

2.62 (1.84)

5.25 (2.25)

2.87 (1.64)

4.12 (2.29)

-

<표 - 7> 기식성과 긴장성의 변별에 대한 오류의 분산분석

SS df MS F

집단간

집단내

전체

118.78

435.12

553.91

2

101

103

59.39

4.30

13.786***

*** p < .0001

파열음의 세 계열과 마찰음, 파찰음간의 오류율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산분

석 결과(p < .05 수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Scheff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곳을 분석한 결과 마찰음에서의 변별 오류가 다른 오류들과 차이가 있었으며, 파열음의 양순

음 / / 계열의 오류가 / /계열의 오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오류가 많은 마찰음

/ / 와 / /의 변별과 가장 쉬운 / /계열의 변별이 다른 변별오류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섯 개(/ / , / / , / / , / / , / / ) 계열간 분산분석 결과는 <표 - 8>과 같다.

<표 - 8> 계열간 변별오류의 분산분석

SS df MS F

집단간

집단내

전체

149.46

404.46

553.91

4

99

103

37.36

4.08

9.1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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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음소대조 확인 오류

기식성과 긴장성에 따른 변별에 대한 확인과제에서는 오류에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 9>는 7개의 비교문항에서 오류가 나타난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모음과 종

성자극이 동일하지 않은 자극들이 포함되어 10개의 비교 쌍을 만들 수 없었다). / /계열이

가장 오류가 적었으며, / / 계열이 가장 오류가 많았다. 변별과제에서 가장 오류가 많았던 마

찰음 / / 와 / / 의 오류가 적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표 - 9> 음소대조별 확인오류 평균(표준편차)

평음 : 기음 기음 : 경음 경음 : 평음

/ /계열

/ /계열

/ /계열

/ /계열

/ /계열

2.25 (1.83)

3.75 (1.58)

3.45 (1.92)

3.50 (1.60)

2.25 (1.16)

2.75 (1.03)

3.62 (2.06)

3.55 (1.75)

3.12 (1.45)

-

2.75 (1.16)

3.37 (1.59)

3.40 (1.51)

3.25 (1.28)

-

기식성과 긴장성의 구분에 따른 지각오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p < .05 수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 개의 계열 즉 / / , / / , / / ,

/ / , / / 계열간의 오류율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p < .05 수

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피험자들이 보인 오류를 각 음소별로 분석하였다(<표 - 10> 참조). 각 실험 자극 10문

항에 대하여 다른 소리로 표기한 것을 분석한 것으로 이들의 오류 유형을 살펴 볼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화자들은 모두 / / 를 잘 지각하지 못 하였다. 가장 오류율이 적은 피

험자 HT의 경우에도 20개의 오류 가운데 6개가 / / 를 / / 로 듣는 오류였다.

또한 같은 조음 위치와 같은 조음 방식을 가지는 범주 내에서 경음을 평음으로 듣는 오

류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평음을 기음으로 듣는 오류를 보였으며 기음과 경음의 경우는

모두 평음으로 듣는 오류가 많았다. 가장 많이 보인 오류는 / /를 / /로, / /를 / /로, / /

를 / /로, / /를 / /로 듣는 오류 등이었다. 대부분의 오류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듣는 경우가 많았으나 피험자 YR과 KH의 경우는 각각 한 개씩 다른 조음위치의 것을 고르

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모두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범주적 지각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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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0> 확인과제 오류분석표

HT KS KH SM EK NM YR ST 합계

(10)
: 4
: 0

3
2

4
2

2
0

(무:1)

2
0

2
0

1
0

( :1)

1
0

19
4

(10)
: 1
: 0

2
4

2
5

5
0

0
2

1
1

2
1

3
0

16
13

(10)
: 1
: 0

1
1

6
1

1
1

1
2

5
0

2
4

3
4

20
13

(10)
: 4
: 0

1
4

3
3

2
1

1
0

2
0

2
0

1
0

16
8

(10)
: 3
: 0

5
2

5
3

6
2

0
0

4
1

4
1

6
0

33
9

(10)
: 3
: 0

4
3

4
0

0
2

0
0

1
0

0
4

2
2

14
11

(10)
: 2
: 2

0
3

4
3

( :1)

1
0

1
0

1
0

2
0

3
1

14
9

(10)
: 1
: 1

4
3

5
1

5
1

0
0

3
2

2
3

1
2

21
13

(10)
: 2
: 0

6
1

8
2

2
2

1
0

4
0

3
4

3
3

29
12

(10)
: 8
: 0

0
1

5
2

2
1

0
1

3
0

4
0

5
1

27
6

(10)
: 0
: 0

8
1

4
4

3
2

0
0

5
0

4
1

3
3

27
11

(10)
: 2
: 0

5
0

3
4

1
3

3
0

6
0

4
3

5
2

29
12

(10) : 0 0 5 1 0 1 0 1 8

(10) : 2 7 2 4 6 4 6 5 36

합계(140) 36 74 91 51 20 45 58 60

Ⅳ. 논 의

1. 변별과제에 대한 논의

일본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에게는 일본어에 없는 음소들의 변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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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수 있다. 마찰음 / /와 / / 는 일본어에 없는 음소대조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의 말자료로 사용된 CVC구조의 음절 어두에서는 삼지적 상관속 자질에서

VOT가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신지영, 1998). 평음과 기음은 VOT가 긴 반면 경음은 거의 0 ms

에 가까울 정도로 짧다. 평음과 기음 가운데에는 기음이 가장 길어서 40- 60 ms 정도이다. 모

국어에서 VOT를 단서로 많이 이용하는 화자들은 VOT의 차이가 큰 음소는 변별이 쉬운 반

면 그 반대는 변별이 어렵다. 변별과제 실험결과에서 기음과 경음의 구분에서 가장 오류가

적었던 이유를 이러한 VOT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음과 평음에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각적 단서는 후행모음의 높이이다. 즉

평음은 낮고 기음과 경음은 높아진다. 평음을 다른 두 음소와 구별해주는 가장 큰 특징은 후

행모음이 낮아지는 것인데(신지영, 1998), 일본어 화자에게는 이것이 이음에 불과할 뿐 독립

적인 음소로 지각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일본어의 특징을 살펴본 바와 같이 후

행모음이 낮은 것은 무성파열음이 비강세어두 조건에서의 이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

람들도 마찰음이 / / 모음 앞에서 전설음화 되지만, 다른 모음상황에서의 / /와 물리적 속

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기식성과 긴장성에 따른 양상은 다른 계열들과 마찬가지로 나타났지만, / / 계열의 대

조지각이 가장 오류가 적은 것은 현재 밝혀져 있는 음향음성학적 특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 것 같다. 그러나 / /는 조음장애, 청각장애, 어린 아동의 산출에 있어 초기에 발달하는 음

소이다. 산출에서 쉬운 과제가 지각에서 쉬운지 연구하는 것은 다음 과제로 넘기고 여기에서

지각과 산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2 . 확인과제에 대한 논의

확인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소의 차이에 주목할 수 있고, 각각의 음소에 대하여 학

습중인 언어의 해당음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두 음소 가운데 한 개만 오류를 보

여도 음소대조확인에 오류로 기록하였다.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서(한 단계의 정신적 처리 과

정이 더 진행되는 과제임을 의미) 7개의 대조 문항에서 보인 오류가 10개의 변별과제 대조문

항에서보다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분산분석 결과 확인과제를 통해서는 청자들이 말소리를 지각하는데 있어 어떤 속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이를 감지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특정 음소들을 어떻게 잘못 인

식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오류분석표를 살펴보면 기음을 평음으로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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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경음으로 지각하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평음은 경음보다는 기음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음은 기음과 같이 평음으로 지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일본어에서는

어두초성에서 경음이 올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만약 더 많은 수의 피험자에게 다양한 맥락에서 같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면, 평음이

계열음 가운데 원형이 아닐까하는 가설을 조심스럽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가설의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

3 .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말소리의 지각을 평가하는 과제를 제작하기 위한 출발

점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과제 문항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각자극을 구성

하기 위하여 낱말맥락을 이용한 점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진단

과 치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둘째, 낱말 맥락이면서도 공조음 등의 음소적 단서의 영향력과, 문장 등으로 인한 의미

적 단서를 배제한 조건의 일음절을 이용한 점이다. 그러므로 단서가 배제된 상태에서 얻은

음소들의 물리적 속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적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셋째, 일음절 낱말은 음소의 분절적 특징이 가장 기여도가 큰 맥락이므로 다른 조건에

서보다 통제된 상황에서 분절적 자질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에 용이하다. 지각문제로 인한

청각장애와 산출운동문제로 인한 마비말장애 군과 같은 말장애 환자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해본 바에 의하면 분절적 요소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1999).

넷째, CVC 음절구조를 자극재료로 구성한 것은 CV구조나 VCV에 비하여 의미있는 낱

말을 찾기가 쉬운 것도 이유였지만, 앞으로 동일한 조건에서의 초성, 중성, 종성 연구가 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출 연구들과 연결시켜 지각의 결과와 논의할 수 있는 패러

다임으로 고안하였다(김수진, 2001).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말의 효과적인 평가

방법 및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외국인의 우리말소리에 대한

지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말소리의 음향학적, 물리적 자질들이 지각에서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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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자질(feature)을 측정하거나 지도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효과적인 교수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본인이 모국어

음소의 변별에 이용하는 자질은 외국어인 우리말 소리에서 구별에 이용하는 자질인 경우 쉽

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모국어에서 이용하지 않는 자질은 지각에서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영어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집단들도 각기 모국어의 특성에 따른 동질적인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청각이나 조음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음

산출에 결함을 보이는 집단은 지각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집단과 문제가 없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기능적 조음장애라면 지각능력이 있는 집단의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며, 음소

의 지각능력이 부족한 집단의 경우에도 지각훈련 뒤에 산출이 효과적으로 개선된다

(Rvachew & Jamieson, 1995). 본 연구와 같은 지각능력의 평가방법을 통하여 음소의 변별에

기여하는 자질의 구분에 실패한 곳을 정확히 가려내어, 그 자질에 대한 특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훈련이 되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T ill & T oye, 1988). 다만 외

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집단과 비교할 때 조음장애 집단은 모국어에 근거한 동질적인 지

각의 오류패턴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발달적이거나 이질적인(idiosyncratic) 오류패턴을 보이

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 집단은 잔존청력의 특징에 따른 혹은 치료 등의 경험

에 따른 오류패턴을 보일 것이다.

앞으로 말소리 지각과 산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 본

래의 능력과 학습의 결과로 물리적인 다양한 자질들 가운데 특정자질들을 단서로 하여 말소

리를 지각한다. 그렇다면 지각적 장애(청각의 손실이건 제2외국어 학습자이건)로 인하여 지

각적 단서로 이용되지 못한 특정 자질들은 산출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의 지각과 산출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각과 산

출 사이에 약한 정도의 상관만이 나타난(이지영, 2000; Monsen, 1978; Wode, 1995) 이유 가

운데 하나는 지각 능력을 전반적인 청력 혹은 말지각 점수로 측정하고, 산출 능력 역시 전반

적인 명료도 혹은 정확도 등으로 측정하여 상관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특정

음소의 세부 자질에 대한 지각과 산출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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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apan ese Speaker s P er ception E rr or s of K or ean Lenis ,
A spir at ed , and F or tis Con sonant s

S oo Jin K im (Dep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n Nazarene)

H y e S u k Ch o (Dept .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Y u M i H w an g (Dep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K i Chu n N am (Dept .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how Japanese speakers perceive the three

categories of each series of plosives and affricates in Korean: bilabial plosives (/ㅂ, ㅃ, ㅍ/ ),

alveolar plosives (/ㄷ, ㄸ, ㅌ/ ), velar plosives (/ㄱ, ㄲ, ㅋ/ ), and alveopalatal affricates (/ㅈ,

ㅉ, ㅊ/ ), the three categories being the representative (/ㅂ, ㄷ, ㄱ, ㅈ/ ), the aspirated (/ㅍ, ㅌ,

ㅋ, ㅊ/ ), and the tense sounds (/ㅃ, ㄸ, ㄲ, ㅉ/ ). The two- way distinction of /ㅅ/ (repre-

sentative) and /ㅆ/ (tense) was also tested. Eight Japanese speakers participated in the ex-

periment. Discrimination and identification tasks were performed. The following results of the

experiments were found: (1)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aspirated and the tense cate-

gories scored high.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iculty in discriminating the rep-

resentative and other categories. (2) The error analysis of the identification task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 representative sounds /ㄱ, ㄷ, ㅂ, ㅈ/ as the aspirated sounds

/ㅋ, ㅌ, ㅍ, ㅊ/ , and both the aspirated /ㅋ, ㅌ, ㅍ, ㅊ/ and the tense /ㄲ, ㄸ, ㅃ, ㅉ/ , as the

representative /ㄱ, ㄷ, ㅂ, ㅈ/ sounds. For /ㅅ, ㅆ/ , most participants perceived the tense sound

as the representative sound. An attempt was made to explain the results in terms of the

differences i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losives and af-

fr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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