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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어의 선행모음의 길이 특성이 어말 자음의 

유•무성 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의 후행연구로서 후행하는 폐쇄음의 자음적 특성 

은 어떠한 실마리로 작용하는지 한국어 화자들을 대 

상으로 한 인지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실험결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어말 폐쇄음의 자음적 특 

성은 자음의 유•무성 인지에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서론

영어 어말 폐쇄음의 유•무성 인지의 중요한 실마 

리로 여겨지고 있는 선행모옴의 길이卩][2]에 대한 본 

인의 선행연구[3][4]에서는 실험에 참가했던 영어 모 

국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경우 선행 모음의 길이 

특성이 후행 폐쇄음의 유• 무성 인지에 결정적인 실 

마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모음의 길이 특성이 아닌 후행 

하는 폐쇄음의 자음적 특성이 자음의 유•무성 인지 
에 어떤 역할올 하고 있는지 한국어 화자들을 대상으 

로 한 인지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폐쇄음의 자음적 특성인 폐쇄구간, 폐쇄구간 동안의 

성대의 진동, 그리고 파열성분이 어말 폐쇄음의 
유• 무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 

는데[5][6][7][8][9] Raphael^은 폐쇄구간의 성대진동은 

어말 폐쇄음의 유•무성 인지에 강한 실마리가 되는 

반면 폐쇄구간의 길이와 파열성분은 강한 실마리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결과롤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aphael(1981)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한국 

어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어말 폐쇄음의 자음적 

특징이 유•무성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 

지실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2. 실험

2.1 시료

실험의 시료는 선행연구[3]의 발성실험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발성실험의 데이터는 유•무성 대립올 

이루는 폐쇄음으로 끝나는 1 음절 단어룰 영어모국어 

화자로 하여금 “Say  again”이라는 문장 안에 

넣어 발성하게 하였다. 발성된 데이타 중에서 초성자 

음이 무성 폐쇄음인 단어만을 골라 어말 폐쇄음의 조 

음장소별로 한쌍씩 선택한 후 해당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전체를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pat/pad, tack/tag, 

cap/cab).

선택된 단어들은 원광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서 개 

발한 WAVETOOL 을 사용하여 어말 폐쇄음의 폐쇄구 

간의 유• 무성구간, 폐쇄구간의 길이, 유성구간과 폐 

쇄구간의 길이, 어말 파열성분을 변형시켰다. 각 조 
음장소별로 11 개의 변형된 시료롤 만들었으며 여기에 

변형시키지 않은 원래 2 개의 시료를 포함하여 조음장 
소별로 총 13 개의 시료를 만들었다. 이것을 10 번씩 

반복한 후 36 개의 시료(조옴장소 3 X t 시료형태 13)롤 

하나의 블록으로 하여 무작위 순으로 배열하여 총 

10개의 블럭을 만들었다. 각 문장간의 간격 

은 2초이고 블럭간의 간격은 5초로 하였디•.
실험에 사용된 원래 시료의 모옴길이와 어말 

폐쇄음의 폐쇄구간의 길이, 폐쇄구간의 유성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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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는 표1과 같다.

표 1. 변형전 시료의 모음길이, 어말 폐쇄음의 폐쇄 

구간 길이와 폐쇄구간의 유성구간 길이（단위 ms.） 

3蔥 선행모음一폐쇄구간 폐쇄구간의

폐쇄음의 길이 길이 유성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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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파열성분이 어말 자음의 유•무성 인 
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파열 

성분올 변형시켜 보았다. 첫번째로 유성단어와 
무성단어의 각 파열부분을 잘라냈으며 두번째로 
대립을 이루는 두 단어의 어말 파열성분에서부 

터 후행하는 *a g a i n ' 까지를 서로 교체하여 

조음장소별로 4 개씩 총 12 개의 시료가 만들어 졌다.

2.2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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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은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L 

받고 있는 6 8명의 2학년 학생을 

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영어 사용권 

거주한 경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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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폐쇄구간의 유• 무성구간

폐쇄구간의 유•무 성구간의 변형은 첫째로 어말 

에 유성 폐쇄음을 갖고 있는 단어（편의상 앞으로 유 

성단어로 지칭）의 폐쇄구간대신 동일한 길이의 무음 

구간을 삽입하였으며 둘째로 어말에 무성 폐쇄음을 

갖고 있는 단어（편의상 앞으로 무성단어로 지칭）의 폐 
쇄구간대신 대립어의 폐쇄구간을 무성단어의 폐쇄구 
간의 길이로 축소하여 삽입하여 조음장소별로 2개 

씩 총 6개의 시료를 만들었다.

2.1.2 폐쇄구간의 길이

폐쇄구간의 길이는 첫째로 유성단어의 폐쇄구간 

의 길이를 대립어의 폐쇄구간의 길이로 확대하였고 

둘째로 무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무음구간으로 교체하였다. 이때 

표1에서처럼 유성단어인 경우는 폐쇄구간 전체 

에 걸쳐 성대진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 

립어의 폐쇄구간으로 확대할 경우에도 파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 특징을 유지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무성단어에서는 'cap', ' t a c 

k ' 는 유성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 p a 

t ' 의 경우에서는 폐쇄구간 일부분에서 성대진 
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폐쇄구간의 길이를 
바로 축소하지 않고 대신에 대립어의 폐쇄구간 

과 동일한 길이의 무음구간을 삽입하였다. 조옴 

장소별로 두개씩 총 6 개의 시료를 만들었다.

2.13 폐쇄구간의 유• 무성구간/폐쇄구간의 길이

어말 자음의 폐쇄구간의 길이와 유•무성구간 

의 길이를 모두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첫째, 유 
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으로 교 

체하였으며 둘째, 유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 

의 폐쇄구간과 동일한 길이의 무음구간으로 교 
체하였다. 셋째로는 무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으로 교체하여 조옴장소별로 

3개씩 총 9개의 변형된 시료를 만들었다.

2.14 어말 파열성분
원래의 모든 시료에서 어말 파열이 나타났

2. 3 실험방법

실험은 Lab실에서 헤드폰을 착용한 

되었고 각 문장을 들은 후 웅답지에 

말 폐쇄음의 유• 무성 대립을 이루는 

중 하나를 골라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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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과 및 해석

총 64 명의 피험자 중에서 무응답한 경우가 있는 두 

명의 피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개의 블럭 

중에서 첫번째 블럭 39개의 문장은 연습용 문 

장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나머지 

9 개의 블록 총3 5 1 개의 문장의 target 

w 0 r d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4 1 폐쇄구간의 유•무성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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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폐쇄구간의 유•무성구간 변형에 대한 인지실 

험 결과 （1■•원래 무성단어, 2-무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으로 교체, 3-원래 유성단어, 4-유성 
단어의 폐쇄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무음구간 삽입）

그림 1 은 폐쇄구간의 유• 무성구간을 변형시킨 시 

료에 대한 웅답결과 이다. 그림에서처럼 무성단어의 

폐쇄구간올 대립어의 폐쇄구간으로 교체한 시료에 대 

해서는 무성음으로 인지한 비율은 높았으나 유성단어 

의 폐쇄구간을 무음구간으로 교체한 시료에 대해서는 

유성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Raphael[8] 

의 결과와는 달리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는 어말 

— 90 —



폐쇄음의 유• 무성구간은 자음의 유 . 무성 인지에 강 

한 실마리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

2.4.2. 폐쇄구간의 길이

그림 2는 폐쇄구간의 길이를 변형시킨 시료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그림에서처럼 폐쇄구간의 길이를 변 
형한 시료에 대한 응답비율이 변형 전 시료에 대한 

응답비율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치경음환경의 

경우에는 변형된 시료에 대한 응답비율이 변형 전 시 

료에 대한 응답비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폐쇄구간의 유성구간과 마찬가지 

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폐쇄구간의 길이는 어 

말 폐쇄음의 유• 무성 인지에 강한 실마리 가 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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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음한경

그림 2. 폐쇄구간의 길이의 변형에 대한 인지실험 

결과（1-원래 무성단어, 2- 무성단어의 폐쇄구간 길이를 

대립어의 길이로 축소, 3-원래 유성단어, 4-유성단어의 

폐쇄구간 길이를 대립어의 길이로 확대）

2.43. 폐쇄구간의 길이/유•무성구간

그림 3은 폐쇄구간의 길이와 폐쇄구간의 유• 무성 
구간을 같이 변형시킨 시료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무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으로 교 

체한 시료（시료형태 2）를 무성음으로 웅답한 비율은 

원래 무성음 시료를 무성음으로 웅답한 비율과 비슷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유성단어의 폐쇄구간 
을 대립어의 폐쇄구간으로 교체한 시료（시료형태 4）와 

유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 길이와 동 

일한 무음구간으로 교체한 시료（시료형태 5）에 대해서 

는 원래 유성음 시료를 유성음으로 인지하는 비율과 

비숫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어말 폐쇄음의 폐쇄 

구간과 폐쇄구간의 유• 무성 구간을 같이 변형시킨 

경우도 폐쇄음의 유• 무성 인지에 강한 실마리가 되 

지 못한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aphael。］의 결과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그 실험에 참가한 存어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 

에는 폐쇄구간과 폐쇄구간의 유• 무성구간을 모두 바 

꾼 시료에 대해 무성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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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실험 결과（1-원래 무성단어, 2-무성단어의 폐 

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으로 교체, 3-원래 유성단 

어, 4-유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으로 

교체, 5-유성단어의 폐쇄구간을 대립어의 폐쇄구간길 

이와 동일한 무음구간으로 교체）

2.4.4. 어말 파열성분

그림 4는 어말 파열성분은 변형한 시료에 대한 웅 

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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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열성분의 변형에 대한 인지실험 결과

（1-원래 무성단어, 2-무성단어의 파열성분 삭제, 3-무성 

단어의 파열부터 문장 끝까지를 대립어로 교처】, 4-원 

래 유성단어, 5•■유성단어의 파열성분 삭제, 6-유성단어 

의 파열 성분부터 문장 끝까지를 대립어로 교처］）

그림에서처럼 무성단어의 파열성분을 삭제한 시료 

와 무성단어의 파열성분부터 문장 끝까지를 대립어로 
교체한 시료에 대해서는 무성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유성단어의 파열성분을 삭제한 시료와 

유성단어의 파열성분부터 문장 끝까지를 대립어로 교 

체한 시료에 대해서는 유성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어말 파열성분은 

자옴의 유•무성 인지의 강한 실마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一 9]_



3. 결론

[9] Wang, W. S. Y, ^Transition and release as perceptual 

cues for final plosiv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 pp. 66-73,1959.

이상과 같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어말 폐쇄 

음의 자음적 특징이 유•무성인지에 어떤 실마리로 
작용하고 있는지 인지실험을 퉁하여 살펴보았다. 실 

험에 참가한 한국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어말 폐쇄음 
의 폐쇄구간의 길이, 폐쇄구간 동안의 성대진동 유무, 

그리고 파열성분이라는 자음적 특징이 유•무성 인지 

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못함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어말 폐쇄 

음의 폐쇄구간 동안의 성대진동을 변형한 시료나 폐 

쇄구간의 길이와 유•무성구간을 같이 변형한 시료에 

대해 무성음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결 

과[3]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즉, 한국어에는 없는 어 

말 폐쇄음의 유• 무성 대립이라는 영어의 음운적 복 
징을 실험에 참가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4. 문제점 및 향후계흭

자음의 유•무성 인지와 선행모옴의 길이와의 상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3][4]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 선행모음의 길이는 후행자음의 유•무 

성 인지에 결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실험에 참가한 한국어 화자들의 경우 

에도 선행모음의 길이가 후행 자음의 유•무성 인지 

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어말 폐쇄음의 자음 

적 특징이 어떠한 실마리로 작용하는지 검중해 볼 필 

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보다 많은 피험자들은 대상 
으로 한 실험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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