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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인 학습자가 프랑스어 장애음을 인지하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밝히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학습자의 제 2 외국어 인지 및 학습 모델인 PAM 과 SLM 을 토대로 

인지 실험과 음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지 실험은 총 세 가지의 실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실험은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와 비 학습자 각 10 명에게 프랑스어 원어민이 발화한 

프랑스어 장애음 발음을 들려주고 한국어 음소와 가장 인지적 거리가 가까운 

음소를 고르게 하고 유사성을 판단하게 하는 실험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은 프랑스 원어민에게 청취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은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들려주고 적합성 점수를 부여하는 수준별 학습 가능성에 대한 실험과, 

한국어 장애음을 들려주고 인지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어 

음소를 고르고 유사성 점수를 부여하는 음소 간 거리 측정을 위한 실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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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실험은 한국인 10 명, 프랑스인 2 명에게 장애음과 모음 /u/로 

구성된 단어와 추가적으로 “Je dis _____ encore.” 라는 문장 틀 안에 단어를 

넣어 발음하게 하여 녹음하였다. 무성 파열음의 VOT 와 F0 값, 유성 

파열음의 막음 구간 내 유성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마찰음은 마찰 소음 

구간과 무게 중심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어 음소와 한국어 음소에서 비슷한 

음소로 분류되는 무성 파열음은 각 음소를 결정짓는 음향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에 까다로워, 정확한 인지와 발음 산출이 어렵다. 유성 

파열음의 경우, 학습 수준에 비례하여 개방 전 막음 구간 내 유성 비율이 

높다. 또한, 마찰음의 경우 학습 수준에 비례하여 전 경구개 마찰음과 치조 

마찰음의 조음점 구분이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에는 없는 새로운 

프랑스어 음소는 오히려 습득이 용이하다. 유성 마찰음과 비 치찰음이 이에 

해당한다. 

인지 실험과 음향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프랑스어-한국어 음소 대응 

및 발음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은 한국어 격음으로 

대응시켜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프랑스어 유성 파열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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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발음 정확도가 학습 기간이나 노출 기간에 비례한다. 하지만 초급 

프랑스어 학습자 대다수가 프랑스어 유성 파열음을 한국어 연음으로 

인지·산출하여, 프랑스 원어민에게는 무성 파열음으로 인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도적으로 유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b/, /d/, /g/ 를 /ㅂ/, 

/ㄷ/, /ㄱ/ 가 아닌 /음/+/ㅂ/,  /은/+/ㄷ/, /응/+/ㄱ/ 와 같이 발음하여 

유성의 구현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조음점이 

상이한 프랑스어 마찰음을 하나의 한국어 음소로 대응시켜 인지하는 패턴을 

보이며, 이는 발음 산출에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된다. 원어민의 발음에 

낯선 초급 학습자들에게 음소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조음점의 구분을 

강조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주요어 : 프랑스어 장애음, 프랑스어 파열음, 프랑스어 마찰음, 인지 실험, 

음향 분석,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VOT, 기본 주파수(F0), 무게 중심 

학번 :  2013-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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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프랑스어 자음 발음을 한국인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또 

프랑스어 음소를 한국어 음소에 대응시키는 인지적 과정과 이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자들과 원어민의 프랑스어 발음을 음향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유형을 

파악하고 학습 기간에 따른 습득의 추이를 기술하고 발음 오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주요 목표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학습 초기에 잘못 화석화(fossilization)된 발음은 이후 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학습 초기의 발음 교육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음성 체계와 프랑스어 

음성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실험 음성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음소는 어두에 위치하는 파열음과 마찰음이다. 

해당하는 음소는 (/ p, b, t, d, k, g, ʃ, ʒ, s, z, f, v /) 12 개이다.  

본 논문은 L2는 L1를 통해 인지, 학습되어 음소 간 음향적 특성의 

유사성이 L2 발화시 발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est(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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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와 Flege(1995)을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즉 L2 

학습에서 모국어인 L1 의 음성체계와 L2 의 음성체계 관계가 

학습자들의 발음습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학습에 미치는 한국어 간섭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가설을 세우고 한국인의 프랑스어 학습 패턴에 대해 검증한다.  

가설 1. 한국어의 음성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프랑스어 음소는 

습득하기에 오히려 용이할 것이다. 

가설 2. 한국어의 음소와 유사한 프랑스어 음소는 습득은 용이하되, 

완벽한 조음이 어려울 것이다. 

가설 3. 학습자의 프랑스어 학습 기간에 비례하여 전반적인 인지와 

발음의 정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가 되는 음소들이 있을 

것이다.  

검증은 음향분석과 인지실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음향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프랑스어 방해음의 음향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프랑스어 방해음이 어떤 한국어 방해음과 가장 유사한 

음향적 특성을 가지는지 제시한다. 나아가 초급 학습자들과 중·고급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발음을 비교 분석하여 학습자의 발음이 학습 

기간에 비례하여 개선되는지 확인하고, 음소별 학습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음성 분석은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나누어 유성 파열음, 무성 

파열음, 유성 마찰음, 무성 마찰음 순서대로 각각을 대표하는 음향적 

특성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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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실험은 세 가지의 실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실험은 한국인이 인지하는 원어민의 프랑스어 발음이 

한국어 음소체계에 어떻게 여과되어 인지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다.  학습 경험이 전무한 비 학습자와 학습 경험이 풍부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L2 음성이 어떤 L1 음소로 들리는지 고르는 

식별테스트를 진행한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수준별 발음 정확도와 인지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다.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을 원어민에게 

들려주고 해당 음소가 어떠한 프랑스어 자음으로 들리는지 고르는 

식별테스트와 발음의 적합성 점수를 매기도록 한다.  

세 번째 실험은 음향 분석을 통해 얻은 한국어와 프랑스어 

방해음의 음향적 특징이 인지적으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프랑스 원어민에게 한국인이 발화한 한국어 

음성을 들려주고, 해당 음소가 어떠한 프랑스어 자음에 가장 가깝게 

들리는지 고르고 유사성 점수를 매기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프랑스어 방해음 음소의 인지적 거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에 부재한 음성 자질로 발성되는 프랑스어 

음소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방안이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 인지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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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실험과 음성 분석을 토대로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유형과 그 원인, 음소별 학습 가능성에 대해 밝히고 프랑스어-한국어 

음소 대응 및 발음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2. 연구 대상 음소 

대상이 되는 분절음은 방해음(les obstruants)1인 파열음(/p, b, t, d, k, 

ɡ/) 과 마찰음(/ʃ, ʒ, s, z, f, v/) 이다. 

mode d'ardiculation lieu d'articulation 

occlusive 
Bi-

labiale 

Labio-

dentale 

apico-

dentale 

Dorso-

palatale 

Dorso-

vélaire 

Dorso- 

vulaire 

sourde 
orale p  t  k  

nasale       

sonore 
orale b  d  g  

nasale m  n ɲ   

constrictive       

sourde orale  f s ʃ   

sonore orale  v z ʒ   

liquide   l   ʀ 

<표 1> 프랑스어 자음 분류표(Léon, P. R., 2005) 

                                       
1  공명음과 구분되는 말소리로, 성도에서의 막음이나 좁힘에 의한 기류의 

장애를 수반하는 소리이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방해음에 

속한다(국어음성학,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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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을 프랑스어 방해음으로 선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프랑스어 유무성 대립 체계와 한국어 무성 삼중 대립 체계간 

음소 대응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음향적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음에 비해 변별적 자질이 뚜렷하며 습득과 교정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세계 언어의 대부분의 방해음은 유성과 기식성 자질에 

의해 세 가지로 범주화 된다(Lisker & Abramson, 1964; Klatt, 1975; 

Keating, 1984; Ladefoged &Maddieson, 1996). 

 유성 기식성 

유성 무기음 + - 

무성 무기음 - - 

무성 유기음 - + 

<표 2> 일반적 삼중 대립(Lisker, L. & Abramson, A.S., 1964) 

 



6 

프랑스어 방해음은 유성 자질에 따른 유무성 대립양상을 보인다. 2 

프랑스어 유성음의 경우, 위치에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유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음 사이에 위치할 경우에만 유성이 드러나는 영어의 

유성음과 구분되는 점이다(Lisker and Abramson, 1964, 1967; Lisker, 

1957; Lisker et al., 1970; Port, 1977; Lisker, 1978; Docherty, 1991; 

Delattre, 1953; Flege and Hillenbrand, 1986; Saerens et al., 1989). 

한국어 방해음은 유성과 기식성 자질만을 가지고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연음, 격음, 경음은 모두 무성음이며 기류의 메커니즘이 날숨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연음은 약간의 기식이 있고, 경음은 

후두음화된 긴장음이며, 기식이 없다. 이에 반해 격음은 강한 기식을 

갖고 있다.3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연음 ㅂ ㄷ  ㄱ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파찰음 

연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마찰음 연음  ㅅ   ㅎ 

                                       
2 The perceptual weight of voice timing is in agreement with its reliability 

in distinguishing the voiceless stops /ptk/ from the voiced stops /bdg/ in 

acoustic measurements (Saerens, 1989). 

3  한국어 마찰음 /ㅅ/, /ㅆ/은 연음과 기식음의 구분이 불필요한 이중 

대립이며, 연음, 경음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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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표 3> 한국어 자음 분류표(이호영, 1996) 

 

1.3. 이론적 모델 

L2(제 2 언어) 음성 인지에 관련한 모델로 Flege(1995)에 의해 

발전된 발화학습모델(SLM)과 Best(1993, 1995)에 의해 발전된 

인지동화모델(PAM)이 있다.  

PAM 과 SLM 모두 L2 음소의 판단에 있어 L1 음성 목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L2 학습에 있어 

모국어인 L1 의 음성체계와 L2 의 음성체계의 관계가 학습자들의 

발음습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자가 자신의 

모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변별적 자질로 구분되는 외국어의 음성적 

대조를 구분하여 인지하거나 범주화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일반화하였다(e.g., Abramson & Lisker, 1970).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청자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음성적 대조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대적으로 쉽고 어려운 

것은 청자의 모국어가 무엇인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Best, Hall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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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AM 은 외국어의 음소가 조음적으로 가장 근접한 모국어 

음소와의 유사성을 통해 인지된다고 한다. 또한 인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음적 특성들은 좁힘 점 위치, 좁힘 정도, 동적 조음소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유사성과 차별성을 감지할 수 있으며, 외국어의 

음소와 청자의 모국어 음소의 인지적 거리가 구별 가능성에 차이를 

나타낸다(Best, 2007). 

SLM 도 음소 간 인지적 거리에 대해 언급하며 L2 와 L1 의 음소의 

대응 유형을 동일한 음소, 비슷한 음소, 그리고 새로운 음소 

(identical/similar/new) 세 가지로 분류한다. 동일한 음소(identical)는 

L1 과 L2 에서의 같다고 여겨져 대응되는 것으로 학습이 가장 

용이하다고 하며, 반면 L2 의 음소가 비슷한 L1 에 대응되는 비슷한 

음소(similar)와 L2 의 음소가 L1 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음소(new)의 학습에는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4 

SLM 이 PAM 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SLM 이 L2 의 학습 효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SLM 에 따르면, 음성 체계를 학습하는 

과정은 어린 시절 모국어를 학습한 이후에도 평생을 걸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는 L2 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L2 학습에 있어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자주 노출된 학습자가 L2 음소를 발화하거나 

                                       
4  유사한(similar) 음은 인지적 거리가 크지 않아 학습자들이 L2 음소를 

가장 근접한 L1 음소로 인지· 발화하며 그 차이를 학습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습득에 어려움을 갖는다(Fleg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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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는 데에 정확도가 더 높으며 학습된 외국어의 음소가 장기 

기억으로 형성되면 평생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두 모델 모두 개별적 언어에 실험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실험은 식별테스트(identification test), 적합성 점수 

부여(goodness rating)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선행연구  

1.4.1. 국내 프랑스어 발음 교육 연구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오류를 다룬 연구는 강문자(1996), 

한문희(1986), 권용해(2003), Wustenberghs(1987), 나애리(1997), 

송근영(2010)등이 있다. 이들은 근본적인 발음 오류의 원인이 학습자의 

모국어인 한국어가 학습 대상어인 프랑스어에 간섭하기 때문이며,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프랑스어와 한국어 음성 

체계의 체계적인 비교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연구자의 교육 현장 

경험과 직관을 통해 두 언어의 음성 체계의 차이점을 기술함으로써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유형을 파악하여 교정을 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학적 실험이나 통계적 수치로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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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험음성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프랑스어 음성체계의 

음향적 특징을 대조 분석한 연구는 김현주(2003)가 유일하다. 

김현주(2003)는 어중에 위치한 무성 파열음에 국한하여 한국어와 

프랑스어 음성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은 김현주(2003)에 제시된 

한국어 파열음의 음성 파형이다.  

 

<그림 1> 김현주(2003)에 제시된 한국어 /아바/, /아파/, /아빠/의 음성 

파형 

 



11 

해당 음운 환경에서 유성 변이음을 갖는 연음은 negative VOT 값을 

갖기 때문에 프랑스어 무성파열음과의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5  따라서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 /p, t, k/ 와 격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의 

VOT 값을 비교하며,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 /p, t, k/ 의 VOT 값이 

한국어 경음 /ㅃ, ㄸ, ㄲ/의 VOT 값과 가장 근접함을 밝혔다.6 

따라서 음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무성 삼중 대립의 VOT 와 f0 

값을 통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1.4.2. 선행 음향분석 

1.4.2.1.  파열음  

파열음은 두 개의 조음기관을 완전히 폐쇄하였다가 폐장기류를 

내보내면서 파열시키는 음이다. 파열음을 구분하는 주요 음향적 특징은 

                                       
5 따라서 김현주(2003)는 두 언어의 비교가 음성적 층위에서의 비교가 아닌 

음운적 층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6  김현주(2003)에서 파열음이 모음 /a/ 사이에 위치할 경우, 평균 VOT 

값은 /p, t, k/ (mean VOT=25ms) 이며 한국어 격음 /ㅍ, ㅌ, ㅋ/ (mean 

VOT=45ms) 경음 /ㅃ, ㄸ, ㄲ/ (mean VOT=20.5ms) 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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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성대 진동 개시 시간(voice onset time, 이후 VOT), 후행모음의 

F0(기본주파수) 값이다. 

VOT 는 파열로부터 성대진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리키며, 개방 전 

성대진동이 시작하는 negative VOT, 개방 후 성대진동이 시작되는 

positive VOT, 개방과 거의 동시에 성대진동이 시작되는 zero VOT 로 

구분된다. VOT 의 길이 측정을 통해 유성과 무성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기식음과 비기식음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음향적 특성이다.   

프랑스어 파열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성은 유·무성의 여부이다. 

/b, d, g/ 는 개방 전 유성이 뚜렷하며(평균 VOT 값: -100ms VOT) /p, 

t, k/ 는 약간의 기식을 (légèrement aspirés) 갖는 것이 특징이다(평균 

VOT 값: +30ms).   

Caramazza(1974)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유성 파열음은 막음 

구간(closure duration)의 94 %에 유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hen(1970)은 위치에 따라 유성의 비율이 달라지는 영어의 

유성파열과는 프랑스어의 유성 파열음은 달리 위치에 무관하게 막음 

구간 내에 지속적인 유성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4 개 언어의 파열음에 대한 연구인 Keating(2004)은 

한국어 파열음의 VOT 는 문장, 단어 내 위치에 따라 다른 길이를 갖는 

반면 프랑스어 파열음의 VOT 는 파열음의 운율구조 내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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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언어별 도메인에 따른 VOT 값7 

 

한국어의 파열음은 무성 삼중대립을 기본으로 한다. 어두에 위치하며, 

더 정확하게는 강세구(accentual phrase)의 맨 앞에 위치하는 /p/ 는 

무성으로 실현된다(Jun, S. A., 1994). 문장 내 위치, 즉 도메인에 따라 

VOT 값이 유의미하게 변하는 한국어 파열음 중 연음은 어중의 모음 

사이에 위치할 경우 변이음인 유성음이 된다. 8  Abramson (1984)이 

지적한 바와 같이, VOT 가 가장 짧은 경음이 아닌 경음과 격음의 중간 

                                       
7 Keating, P., Cho, T., Fougeron, C., & Hsu, C. S. (2004). Domain-initial 

articulatory strengthening in four languages. Phonetic interpretation: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VI, 143-161. 

8  이러한 현상을 Intervocalic Lenis Stop Voicing 이라고 하며, 이웃하는 

모음의 유성환경에 동화되는 까닭이다. (Cho, T., Jun, S. A., & Ladefoged, P.,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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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갖는 연음이 모음 사이의 위치에서 유성음화 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9  이는 VOT 가 파열음을 구분하는 유일한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Han & Weitzman (1970)은 VOT 차이와 함께 보아야 할 

음향적 특징으로 f0 값의 차이를 제안한다. 경음과 격음의 f0 값이 

연음의 f0 값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경음과 격음 사이에는 

필수적인 음향적 특성이 아니지만, 연음의 인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음향적 특성이라는 것을 밝혔다(Lisker and Abramson, 1964; 

Abramson and Lisker,1972; Cho, 1996; Ahn, 1999; M.R. Kim, 2000; 

Cho et al., 2002; M.R. Kim et al., 2002). F0 는 모음의 시작과 중간 

부분에서 측정되며, F0 의 차이는 자음의 유형에 따른 성대의 움직임10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음향적 특성이다.  

VOT 와 F0 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된다.  

                                       
9  Tant que le VOT a une durée approximativement neutre, c.à.d. 

intermédiaire entre les VOT des occlusives sourdes et voisées dans la 

parole naturelle, il y aura compensation avec les effets perceptifs des autres 

indices(Abramson & Lisker, 1984). 

10 성대의 긴장도나 경직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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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OT 와 F0 의 상관관계에 따른 삼중 대립 분포(Kang, Y., 

2014) 

 

1.4.2.2. 마찰음 

마찰음은 두 조음기관의 간격을 좁혀 그 사이로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스쳐나가게 발음하는 음을 말한다. 마찰음을 구분하는 주요 

음향적 특성은 무게 중심과 마찰 소음 구간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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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중심은 소음 구간에서의 에너지 분포를 보여주는 값이며 이는 

에너지가 몰려있는 주파수 대역에 무게 중심이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음의 에너지 분포는 전강(anterior cavity)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조음점이 전강에 위치하여 앞 쪽에서 조음될수록 높은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무게 중심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치조음과 경구개 치찰음 간 인지적 음향적 차이를 구분이 

뚜렷함을 검증함으로써 무게 중심이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Goodacre & Nakajima, 2005; Gordon et al., 

2002; Heinz & Strevens, 1961; Hughes & Halle, 1956; Jassem, 1968; 

Jongman, Wayland, & Wong, 2000; Maniwa, Jongman, & Wade, 2009; 

Nartey, 1982; Tabain, 2001; Toda, 2007). 

무게 중심 외에도, 마찰 소음 구간 길이는 치찰음과 비치찰음을 

구별을 제공하는 음성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곱 가지 

언어를 대상으로 무성 마찰음의 보편적 음향적 특성을 연구한 Gordon, 

M., Barthmaier, P., & Sands, K. (2002)은 /f, s, ʃ/ 의 구분에 있어 

/s/가 다른 마찰음에 비하여 미약하게 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님을 검증하였다. 

또한 Behrens and Blumstein (1988a)은 치찰음인 치조 마찰음 

/s/와 경구개 마찰음 /ʃ/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밝혀 마찰 

소음 구간 길이가 치찰음간 조음점을 구분하는 음향적인 특징이 아님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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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인지 실험에 관한 연구 

L2 학습에서 모국어인 L1 의 음성체계와 L2 의 음성체계의 관계가 

학습자들의 발음습득에 영향을 준다는 PAM, SLM 을 근거로 L1 과 

L2 음소간 인지적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실험이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Schmidt(1995)는 SLM 과 PAM 이론을 근거로 한국인이 영어의 

음소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파악함으로써 한국인의 영어 습득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인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인지실험은 

한국인에게 영어 /CV/로 구성된 소리를 들려주고 해당 어두 자음이 

어떤 한국어 자음 음소에 가장 가깝게 들리는지 선택하고 1 점에서 5 점 

사이의 점수로 유사성 정도를 매기도록 한다. 실험을 통해, 영어의 

무성유기파열음은 한국어 격음에, 유성 파열음은 한국어 경음과 연음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찰음의 경우 치찰음은 대응되는 음소가 

일정한 반면 비치찰음에 대응되는 음소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가 부여한 음소별 유사성 평균 점수를 

토대로 영어와 한국어 음소의 인지적 거리를 추정하여 대응 유형을 

분류한다.  

 Guion(2000)은 동일한 방법으로 영어 자음과 일본어 자음의 

음성적 거리를 측정하는 인지실험을 진행했다. 영어학습 경험이 없는 

일본인들에게 영어음성을 들려준 뒤 가장 유사한 일본어 자음을 고르고 

유사한 정도를 1 점에서 7 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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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습가능성이 큰 음소부터 적은 음소들로 나열하였으며, 일본인 

영어 발음교육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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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향 분석을 통한 한국어-프랑스어 음소 비교  

2.1. 연구 방법 

2.1.1. 제보자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과 프랑스원어민의 발음을 음성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피험자는 프랑스인(FR), 한국인(KR)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성한다. 

A: 국내 대학에서만 2 년 미만 프랑스어 수업을 수강한 초급 구사자 

B: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과정을 포함하여 1 년 이상 프랑스 체류 

경험이 있는 고급 구사 

 A, B 각 그룹은 남녀 5 명씩이며 총 20 명의 제보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프랑스인 피험자는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생활한 프랑스 국적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추가 녹음이 필요하기에 프랑스인 피험자들의 

정보는 후에 첨부할 것이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ID 태어난해 성별 학습기간 거주기간 전공 

 

A 

A_1 1984 여 1 년 0 의류 

A_2 1996 여 1 년 0 노어노문 

A_3 1994 남 6 개월 0 자유전공 

A_4 1991 남 1 년 0 영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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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5 1990 남 1.5 년 0 미학 

A_6 1994 여 6 개월 0 중어중문 

A_7 1990 여 6 개월 0 영어교육 

A_8 1993 여 6 개월 0 중어중문 

A_9 1992 남 1 년 0 영어영문 

A_10 1990 남 1 년 0 국어국문 

B 

B_1 1987 여 +10 년  1 년 이상 불어불문 

B_2 1992 남 7 년 1 년 이상 불어불문 

B_3 1988 남 +10 년 1 년 이상 불어불문 

B_4 1992 여 +10 년 3 년 불어불문 

B_5 1992 여 4 년 3 년 불어불문 

B_6 1990 남 5 년 1 년 불어불문 

B_7 1992 여 +10 년 8 년 불어불문 

B_8 1991 여 5 년 1 년 불어불문 

B_9 1985 남 +10 년 3 년 불어불문 

B_10 1986 여 10 년 1 년 불어불문 

KR 

KR_1 1990 여 한국어 원어민   

KR_2 1992 여 한국어 원어민   

KR_3 1985 남 한국어 원어민   

KR_4 1988 남 한국어 원어민   

FR 
FR_1 1989 여 프랑스어 원어민   

FR_2 1990 여 프랑스어 원어민   

<표 4> 음성실험 제보자 목록 

 

2.1.2. 실험 환경 

방음시설을 갖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음성실험실에서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Shure Beta87A 마이크와 SoundDevices USBPre2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Praat 프로그램을 통해 

녹음하였다. 마이크와 제보자의 입 사이의 거리는 10~15cm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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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다. 11  음성 녹음은 기본적으로 16bit 44100Hz mono 의 

표본추출률(sampling rate)로 저장되었지만, Resampling 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20000Hz 로 Down sampling 하였다. 음성 분석 및 

Resampling 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Praat(Boersma & Weenink, 2011) 

이다.  

통계처리는 R (R Project Core Team, 2011)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2.1.3. 실험 절차 

대상이 되는 분절음은 방해음인 파열음(p, b, t, d, k, ɡ) 과 마찰음(ʃ, 

ʒ, s, z, f, v) 이다. 동일환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행하는 

모음은 /u/로 통일하였다. 후행하는 모음의 특성이 각각의 분절음들의 

음향적 특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한 개의 모음으로 범위를 

좁힌다(Bonneau, A., 2000). 발화자들에게 /CV/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각 10 번씩 랜덤으로 읽도록 하였다. 다만, 개방 전 VOT 를 

측정하는 유성 파열음은 “Je dis _____ encore” 라는 문장 틀 속에 

해당 음절을 넣은 문장을 읽도록 하여 녹음을 진행했다.  

                                       
11 제보자의 목소리가 작은 경우에는 20cm, 그 외에는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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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분석 기준 

음성 분석은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version 5.4.06)을 

사용하였다. 각 음향 특성(acoustic cue) 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VOT 측정 방법 

파열음의 성대개방구간인 VOT 측정 방법은 음성 파형을 기준으로 

스펙트로그램을 참조하여 진행한다. 파열의 개방 시점을 시작으로 모음 

시작을 의미하는 규칙적인 진동이 발생하기 직전을 끝으로 길이를 

측정한다. 파열이 시작되는 지점과 모음이 시작하는 지점은 ‘move 

cursor to the nearest zero crossing’로 커서를 이동시켜 VOT 의 

시작과 끝 기준을 일관적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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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0 측정 방법 

 

F0 는 모음의 기본 주파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F0 측정은 모음 

시작을 의미하는 규칙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지점을 선택한 뒤, 모음이 

안정적인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0.3ms 위치로 옮겨 측정한다. 

추출한 F0 값은 성별을 포함한 개개인에 따른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집단간 일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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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게 중심 / 마찰 소음 구간 길이 측정 방법 

 

마찰음의 음향적 특성인 마찰 소음 길이는 마찰 소음이 시작되는 

지점을 시작으로 하여 모음의 주기성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의 

길이이다.  

무게 중심의 측정은 마찰 소음 길이를 위해 지정한 구간의 가운데 

부분에서 20ms 를 추출하여 음성파일을 스펙트럼으로 만든 뒤, 무게 

중심을 구하였다.  

 

2.2. 음향 분석 

2.2.1. 파열음 

2.2.1.1. 유성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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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mazza(1974)는 프랑스어의 유성파열음은 막음 구간(closure 

duration) 중 유성이 94 % 이상의 비율로 나타나며, Chen(1970)은 

위치에 따라 유성의 비율이 달라지는 영어의 유성 파열과는 달리 

프랑스어의 유성파열음은 위치에 무관하게 막음 구간 내에 지속적인 

유성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Abdelli-Beruh(2006)는 막음 구간 

내 유성의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 유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5% 

이하인 경우 유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프랑스어 유성 파열음의 막음 구간 내 유성 비율 값을 수준별 

학습자 집단과 원어민으로 나누어 정리한 그래프이다. 막음 구간 내 

완전한 유성이 있으면 1, 막음 구간 내 유성구간이 없이 무성으로 

실현되었을 때는 0 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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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습수준별 막음 구간 내 유성 비율 분포 그래프 

 

그래프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듯, 프랑스 원어민의 유성 

비율은 평균 0.9902216 로, 막음 구간 내 99% 이상의 유성 비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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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유성 파열음 발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초급 학습자 그룹 A 와 고급 학습자 그룹 B 를 나누어 

검정하도록 한다.  

 

t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0.2564189 

-8.6691 538 2.2e-16 상한 -0.1566597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표 5> 학습자 수준별 유성 비율 검정 

T 검정 결과, 그룹 A 의 평균 유성 비율은 59.7% 이며, 그룹 B 의 

평균 유성 비율은 80%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 확률이 0 에 

수렴하는 값을 보이므로 두 집단이 의미 있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 기간에 비례하여 유성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bdelli-Beruh(2006)의 기준에 따르면, 그룹 A의 유성 

비율 평균이 25%을 넘어선 값이기에, 인지적으로 유성이 존재한다고 

인지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성 파열음을 비교적 빨리 학습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인 학습자그룹 A 와 그룹 B 의 유성 파열음 음소 각각에 

대하여 통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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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습 수준별/ 음소별 유성 비율 

 

 diff lwr upr p adj 

d-b -0.05981 -0.14532 0.025695 0.227199 

g-b -0.06219 -0.14769 0.023318 0.201763 

g-d -0.00238 -0.08788 0.083129 0.997636 

<표 6> 그룹 A (초급프랑스어 학습자)의 음소간 유성비율의 사후검정 

결과 

 

그룹 A 의 각 음소에 나타난 유성 비율의 평균값은 /b/: 63% /d/: 

57.81% /g/: 57.57%로 /b/의 유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0

0.2

0.4

0.6

0.8

1

1.2

a b fr a b fr a b fr

b 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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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 결과 각 음소간 유성비율은 유의확률이 모두 0.2 이상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diff lwr upr p adj 

d-b -0.11077 -0.20804 -0.0135 0.021043 

g-b -0.26743 -0.36471 -0.17016 0 

g-d -0.15667 -0.25394 -0.0594 0.000532 

<표 7> 그룹 B(중·고급 프랑스어 학습자)의 음소간 유성비율의 

사후검정 결과 

 

그룹 B 의 각 음소에 나타난 유성 비율의 평균값은 /b/: 92.61% /d/: 

81.53% /g/: 65.87%이며 사후 검정 결과 /b/와 /g/, 그리고 /d/와 /g/ 

음소간 유성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고급 

프랑스어 학습자에게 나타난 유성 파열음의 정확도는 /b/ >=/d/ >/g/ 

이다. 

 

2.2.1.2. 무성 파열음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인지실험에서 식별 정확도와 적합성 점수가 낮은 분절음이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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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성 파열음이 조음점에 따라 각각 

하나인 프랑스어 음성 체계와 달리, 조음점에 따라 각 삼중 대립을 갖는 

한국어 음성체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 

무성파열음이 한국어 무성 파열음의 세 가지 대립쌍 중 어떤 음소와 

가장 가까운 음향적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대상 음소는 /p, t, k/ 이며 Pou(/pu/), Tout(/tu/), Cout(/ku/)로 

녹음된 음성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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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룹 A, 그룹 B 그리고 프랑스 원어민의 VOT 값을 상자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상자 그래프에서 각각의 상자는 개별집단 전체의 

각 분절음의 VOT 분포를 의미한다. 박스의 높이는 전체 데이터 중 

<그림 9> 학습 수준별 한국인 A, B, C 그룹과 프랑스어 원어민의 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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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50%의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며 박스 내에 위치한 검은 실선은 

중간값(medium) 12을 나타낸다.  

무성 파열음의 VOT 값은 FR(원어민) > 그룹 B> 그룹 A 순서로 

높다. 일반적으로, VOT 값이 클수록 기식음에 가까우며, VOT 값이 

작을수록 긴장음에 가깝고, 연음은 그 중간 값을 갖는다. 데이터 분포를 

통해 프랑스 원어민의 파열음이 한국인 학습자들보다 기식음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한국어 

음소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2 Medium 값은 평균을 의미하는 mean 과는 다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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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프랑스어 무성파열음과 한국어 무성 삼중 대립 파열음의 

VOT 

위의 상자그래프는 프랑스어 무성파열음과 한국어의 어두에 위치한 

무성 삼중대립 파열음의 VOT 를 각각 분석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실제로 상자 그래프가 유의미한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해 

사후 검정을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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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 lwr upr p adj 

ㅂ-p 0.006676 -0.00522 0.018574 0.4576448 

ㅃ-p -0.05349 -0.06554 -0.04145 0 

ㅍ-p 0.032065 0.020168 0.043962 0 

ㅃ-ㅂ -0.06017 -0.07207 -0.04827 0 

ㅍ-ㅂ 0.025389 0.013645 0.037132 0.0000015 

ㅍ-ㅃ 0.085559 0.073662 0.097456 0 

<표 8> 프랑스어-한국어 양순 파열음 VOT 값 ANOVA 테스트 후 

사후 검정 결과 

  diff lwr Upr p adj 

ㄱ-k -0.00092 -0.01119 0.00935 0.9953666 

ㄲ-k -0.0661 -0.07623 -0.05597 0 

ㅋ-k 0.022084 0.012082 0.032087 0.0000009 

ㄲ-ㄱ -0.06518 -0.07545 -0.05491 0 

ㅋ-ㄱ 0.023004 0.01286 0.033147 0.0000005 

ㅋ-ㄲ 0.088188 0.078186 0.09819 0 

<표 9> 프랑스어-한국어 경구개 파열음 VOT 값 ANOVA 테스트 후 

사후 검정 결과 

  diff lwr upr p adj 

ㄷ-t 0.004347 -0.0062 0.014896 0.7009967 

ㄸ-t -0.0461 -0.05665 -0.035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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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t 0.035073 0.024389 0.045757 0 

ㄸ-ㄷ -0.05044 -0.06086 -0.04003 0 

ㅌ-ㄷ 0.030726 0.020176 0.041276 0 

ㅌ-ㄸ 0.081171 0.070621 0.09172 0 

<표 10> 프랑스어-한국어 치조 파열음 VOT 값 ANOVA 테스트 후 

사후 검정 결과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과 한국어 파열음 연음의 유의 확률은 각각 

0.4576, 0.9953, 0.7009 로 두 집단이 일치한다는 가설을 만족시킬 

확률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VOT 가 파열음의 구분을 결정하는 주요한 특성이지만, 최근 파열음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VOT-F0 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13 

다음 산점도는 프랑스 원어민이 적합성 점수 평균 6.5 (7 점 만점)을 

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프랑스어, 한국어 음성을 VOT- F0 

상관관계로 분석한 것이다. 

                                       
13  Han & Weitzman (1970) 은 VOT 차이와 함께 보아야 할 음향적 

특징으로 f0 값의 차이를 제안했다. 경음과 격음의 f0 값이 연음의 f0 값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경음과 격음 사이에는 필수적인 음향적 특성이 

아니지만, 연음의 인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음향적 특성이라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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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적합성 점수를 높게 받은 학습자의 VOT- F0 상관관계를 통한 

음소별 비교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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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산점도는 프랑스 원어민이 적합성 점수 평균 3.5 (7 점 만점)을 준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프랑스어, 한국어 음성을 VOT- F0 상관관계로 

분석한 것이다.  

 

<그림 12> 적합성 점수를 낮게 받은 학습자의 VOT- F0 상관관계를 

통한 음소별 비교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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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정 점수가 높은 학습자의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은 한국어 파열음 

중 연음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며, 반대로 적합성 점수가 낮은 학습자의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은 경음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VOT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 

2.2.2. 마찰음 

마찰음의 음성분석에 사용된 단어는 chou, joue, sous, zou, fou, vous 

이다.  

2.2.2.1. Nois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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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마찰 소음의 길이 

 

  무성 유성 

  ch s f ʒ z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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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3.65 

(25.52) 

166.37 

(21.54) 

157.54 

(21.67) 

100.15 

(21.81) 

117.77 

(24.56) 

105.24  

(29.19) 

B 
186.89 

(31.69) 

214.19 

(36.28) 

196.46 

(22.91) 

133.38 

(22.91) 

157.13  

(28.4) 

130.06 

(29.26) 

FR 
149.91 

(19.05) 

154.8 

(14.26) 

155.61 

(13.75) 

72.2 

(12.92) 

94.08  

(10.6) 

98.07  

(20.32) 

     평균 (표준편차), 단위:ms 

<표 11> 마찰 소음의 길이 

 

t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0.06145 

-35.333 1617.9 2.E-16 상한 -0.05498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표 12> 유성 마찰음과 무성 마찰음의 마찰 소음 길이 t 검정 결과 

T 검정 결과, 유성 마찰음과 무성 마찰음의 마찰 소음 길이 차이는 

유의확률 0 에 수렴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4  프랑스어 유성 마찰음의 마찰 소음 구간 길이는 평균 

                                       
14 Behrens and Blumstein(1988a)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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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2061 이며, 무성 마찰음의 마찰 소음 구간 길이 평균은 

0.1684219 이다.  

 

2.2.2.2. CoG / Spectral Mean 

무게 중심은 마찰음의 분절음을 구분하는 인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cue 이다. 무게 중심은 소음 구간에서 주파수의 amplitude 에 대한 

가중평균값을 가리키며, 스펙트럼상 전반적인 에너지 분포를 대표하는 

값이다. 치조마찰음(/s/, /z/)과 경구개마찰음(/ʃ/, /ʒ/)은 기류가 조음점을 

통과한 후 공명체 역할을 하는 sub-lingual cavity 를 거치면서 특정 

주파수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때 마찰음 스펙트럼의 

형태는 이 강(cavity)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데, 공명체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공명주파수는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sub-lingual 

cavity 가 형성되는 치조마찰음의 경우 더 높은 무게 중심을 갖는다. 

반면, 기류가 조음점을 통과한 이후에 공명체를 거치지 에너지가 특정 

공명주파수대에 몰려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diffuse 되어있는 /f/, /v/는 

무게 중심값이 조음점을 추정하는 cue 가 되지 못하므로 무게 중심 

비교에서 배제한다. 에너지의 분포는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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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좌측부터 /ʃ/, /s/, /f/ 의 Spectral slice 

 

무게 중심 분석을 위한 음성자료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Jongman(2000) 논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20kHz 로 다운 샘플링 

하였다.   

치조음과 연구개음의 무게 중심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은 

제보자가 조음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3 과 Figure 4 는 각각 무성 마찰음/ʃ, s/와 유성 마찰음 

/ʒ, z/의 무게 중심의 집단별 평균값을 확률밀도곡선(probability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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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며 Figure 5 는 유·무성 구분 없이 

조음점에 따른 /ʃ, ʒ/ 와 /s, z/로 구분하여 수준별로 비교한다.  

 

<그림 15> 유성마찰음의 무게 중심 확률밀도 곡선 (학습수준별) 

 

위 그래프는 그룹 A, B 그리고 원어민의 유성 마찰음의 무게 중심 

확률밀도곡선이다.  

Figure 3 의 유성마찰음 무게 중심 평균값을 통해 A, B 집단의 

제보자들이 /ʒ/, /z/을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게 중심의 분포가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불안정한 

조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B 집단의 제보자들은 조음점의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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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확실하나, 분포가 넓게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z/ 음소의 조음점이 

/ʒ/ 보다 불안정함을 유추할 수 있다. 

 

t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287.9131 

-0.4421 178 0.659 상한 182.5299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표 13> 그룹 A 의 /ʒ/와 /z/ 의 무게 중심 t 검정 결과 

 

T 검정 결과, 그룹 A 의 /ʒ/ 음소 평균 무게 중심 값은 

5201.165 이며, /ʒ/의 평균 무게 중심값은 5253.857 으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 확률이 0.659 임이 확인되어, 초급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두 음소를 발음을 할 때 조음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t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1891.409 

-7.9205 178 2.466e-13 상한 -1136.912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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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그룹 B 의 /ʒ/와 /z/ 의 무게 중심 t 검정 결과 

 

그룹 B 의 /ʒ/와 /z/의 무게 중심 T 검정 결과, /ʒ/ 음소 평균 무게 

중심 값은 4267.021 이며, /ʒ/의 평균 무게 중심 값은 5781.181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 확률이 2.466e-1으로 0에 수렴하는 값임이 

확인되어, 고급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두 음소를 발음을 할 때 조음점의 

차이를 확실히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t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1533.82 

-11.965 178 2.20E-16 상한 -1099.51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표 15> 프랑스 원어민의 /ʒ/와 /z/ 의 무게 중심 t 검정 결과 

 

다음은 프랑스 원어민의 /ʒ/와 /z/의 무게 중심 T 검정 결과인데, 

/ʒ/ 음소 평균 무게 중심 값은 4447.101 이며, /ʒ/의 평균 무게 중심 

값은 5763.764 으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 확률이 2.20E-16 으로 

0 에 수렴하는 값임이 확인되며 조음점의 구분이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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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무성마찰음의 무게 중심 확률밀도 곡선 (학습수준별) 

 

다음은 무성 마찰음의 무게 중심 그래프이다. 유성마찰음과 달리, 세 

집단 모두 무성마찰음 /ʃ/와 /s/의 무게 중심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마찰음간 무게 중심의 차이는 FR>B>A 순서이며, 

이는 유성마찰음과 같이 초급 학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급 

학습자들의 무성마찰음 조음점이 안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t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83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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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1 178 4.06E-06 상한 -343.957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표 16> 그룹 A 의 /ʃ/와 /s/ 의 무게 중심 t 검정 결과 

 

T 검정 결과, 그룹 A 의 /ʃ/ 의 평균 무게 중심 값은 5255.400 이며, 

/s/의 평균 무게 중심값은 5843.276 으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 

확률이 4.06E-06, 즉 0.010063733 임이 확인되어, 초급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두 음소를 발음을 할 때 조음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t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2191.841 

-9.8012 178 2.20E-16 상한 -1457.152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표 17> 그룹 B 의 /ʃ/와 /s/ 의 무게 중심 t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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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검정 결과, 그룹 B 의 /ʃ/ 의 평균 무게 중심 값은 4529.315 이며, 

/s/의 평균 무게 중심값은 6353.812 으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 

확률이 2.20E-16, 0 에 수렴하는 값임이 확인되며 조음점의 구분이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 

자유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1440.25 

-12.835 178 2.20E-16 상한 
-1056.4 

alternative hypothesis: true difference in means is not equal to 0 

<표 18> 프랑스 원어민의 /ʃ/와 /s/ 의 무게 중심 t 검정 결과 

 

T 검정 결과, 프랑스 원어민의 /ʃ/ 의 평균 무게 중심 값은 

5052.918 이며, /s/의 평균 무게 중심 값은 6301.246 으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 확률이 2.20E-16, 0 에 수렴하는 값임이 확인되며 

조음점의 구분이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음향 분석 결과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과 프랑스 원어민의 발음간 음성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노출 기간에 따라 학습자의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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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구성하여 학습을 통해 습득한 음성적 특성과 L2학습자가 마주치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유성파열음에서의 막음 구간 내 유성 비율의 평균은 초급화자들이 

59.7%, 중급화자 80%로 L2 에 노출된 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학습 기간과 숙달도에 비례하여 학습할 수 있는 음향적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Abdelli-Beruh(2006)의 기준에 따르면, 그룹 

A 의 유성 비율 평균이 25% 을 넘어선 값이기에, 유성이 존재한다고 

인지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조음을 위한 

파열 개방 전 유성실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무성파열음의 VOT 는 매우 짧은 시간 단위의 파열 구간이므로 

인지적으로 다른 VOT 의 파열음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발화하는 데에 있어 학습 수준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향적으로 가장 비슷한 모국어 음소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조음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음성실험에서 얻은 무성 

파열음에 가장 가까운 한국어 음소는 어두에 위치한 연음으로 드러났다.  

마찰음의 경우, 마찰 소음 구간 길이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성마찰음과 무성마찰음을 구분하는 특성으로는 작용하지만 

유무성 이외에 조음점등 과는 무관함을 확인하였다. 프랑스어 유성 

마찰음의 마찰 소음 구간 길이는 평균 0.1102061 이며, 무성 마찰음의 

마찰 소음 구간 길이 평균은 0.1684219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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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음의 무게 중심 비교를 통해서는 초급 학습자들이 조음점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며, 고급 학습자들과 비교를 통해, 학습기간이나 

수준에 비례하여 조음 위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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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프랑스어 화자의 음소 인지  

3.1. 한국어 화자의 프랑스어 음소 인지 

3.1.1. 연구방법 

3.1.1.1. 피험자 

피실험자는 20 명의 한국인이며, 프랑스어 학습 경험이 전무한 10 명 

(이하 그룹N)과 1년이상 프랑스 학습 경험이 있는 10명 (이하 그룹P) 

으로 구성된다. 모든 피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 대이다. 프랑스어 

학습경험이 있는 그룹 B 의 경우 프랑스어 학습경험은 평균 6 년 이상인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지만, 실생활에서 프랑스어를 듣고 말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다음은 인지실험 1 의 피험자 목록이다. 

그룹 ID 성별 태어난 해 거주지역 학습기간 

N 

N_1 남 1994 서울 0 

N_2 남 1986 서울 0 

N_3 여 1995 서울 0 

N_4 여 1990 서울 0 

N_5 남 1992 서울 0 

N_6 여 1995 서울 0 

N_7 여 1995 서울 0 

N_8 남 1994 서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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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9 남 1993 서울 0 

N_10 남 1992 서울 0 

P 

P_1 여 1988 서울 8 년 

P_2 남 1992 서울 7 년 

P_3 남 1989 서울 4 년 

P_4 여 1992 서울 10 년 이상 

P_5 여 1992 서울 4 년 

P_6 남 1990 서울 5 년 

P_7 여 1992 서울 5 년 

P_8 여 1991 서울 5 년 

P_9 남 1990 서울 3 년 

P_10 여 1986 서울 10 년 

<표 19> 한국어 화자의 프랑스어 음소 인지실험 피험자 목록 

 

3.1.1.2. 실험 방법 

한국인의 프랑스어 발음 인지실험에 사용된 자극15은 보다 객관적인 

인지 실험 진행을 위해 연구의 대상인 프랑스어 방해음과 IPA 표기가 

동일한/유사한 한국어 자극도 적은 비율로 사용한다. 총 123 개의 자극 

중 108 개가 프랑스인이 발화한 프랑스어 자극이며, 15 개는 한국인이 

발화한 한국어 자극으로 구성한다.  

                                       
15 Stimuli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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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은 프랑스어 여성 원어민 2 명과 한국인 화자 1 명에 의해 

녹음되었다. 프랑스어 방해음 /p, b, t, d, k, ɡ, ʃ, ʒ, s, z, f, v/ + 

모음/u/로 구성된 단어 12 개가 10 번씩 무작위로 배열된 리스트를 

발화자가 읽는 것을 녹음하였으며, 한국이 발화자에게는 한국어 방해음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ㅅ, ㅆ, ㅈ, ㅊ, ㅉ/ + 모음/ㅜ/ 로 

구성된 단어 15 개가 10 번씩 무작위로 배열된 리스트를 읽도록 하였다. 

 Francais (francais) Coréen(coréen) 

/pu/ Pou 부, 푸, 뿌 

/bu/ Boue 

/vu/ Vous 

/tu/ Tout 두, 투, 뚜 

/du/ Doux 

/ku/ Cout 구, 쿠, 꾸 

/gu/ Gout 

/ʃu/ Chou 수, 쑤 

/su/ Sous 

/ ʒu/ Joue 주, 추, 쭈 

/zu/ Zou 

/fu/ Fou 후 

총 개수 12 15 

<표 20> 한국어 화자의 프랑스어 음소 인지실험 자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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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극의 녹음에 참여한 발화자들의 목록이다.  

그룹 ID 성별 
태어난 

해 

거주지

역 
비고 

KR KR_1 여 1990 서울  

FR FR_2 여 1990 파리 대학원생 

 FR_3 여 1989 파리 대학원생 

<표 21> 한국어 화자의 프랑스어 음소 인지실험 제보자 목록 

 

피실험자들은 랜덤으로 재생되는 123 개의 자극을 듣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한국어 자음 음소를 선택한 뒤, 해당 음소와 청취한 

음소의 유사성을 1 점에서 7 점으로 평가한다. 실험 장소는 강의실이나 

소음이 없는 밀폐된 방이며, 피험자들은 이어폰을 통해 청취하였다. 

실험은 Praat 프로그램의 MFC module 을 활용하였다. 

 

<그림 17> 한국어 화자의 프랑스어 음소 인지실험: 식별테스트와 

적합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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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분석 

다음은 프랑스어 학습 경험이 전무한 비 학습자 그룹 (이하 그룹 N) 

이 프랑스어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한국어 자음을 

선택한 결과이다.  

 

<표 22> 프랑스어 비 학습자 (그룹 N)의 프랑스어 인지실험 결과 

 

첫 번째 테이블의 숫자는 프랑스어 학습 경험이 전무한 비 학습자 

그룹이 프랑스어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한국어 

자음을 선택한 수치를 백분율로 변환한 값을 의미한다. 숫자의 배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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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진할수록 백분율 값이 높다. 각 열은 학습자가 주어진 자극을 

듣고 선택한 180 개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우선 무성 파열음의 경우 한국어 파열음 중 격음> 연음> 경음 

순서로 선택의 빈도가 높았다. 유성 파열음의 경우 큰 비중으로 연음> 

경음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유성이 강한 양순음 /b/의 경우 /ㅁ/으로 

인지한 수치도 꽤 높은 비율인 30%를 차지했다. 유성 마찰음 (/z/, 

/ʒ/)는 높은 비율로 한국어 음소 /ㅈ/ 에 대응하여 인지하였으며 유사성 

점수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ʒ/-/ㅈ/ : 3.45, /z/-/ㅈ/: 3.24), 

무성 마찰음 일관적으로 /ʃ/와 /s/는 /ㅅ/과 /ㅆ/에 걸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성 비 치찰음인 /f/ 는 다양한 한국어 자음 음소로 

선택되었으며, 유성 비 치찰음인 /v/는 /ㅂ/에 가장 높은 확률로 

대응된다. 

 

 



57 

<표 23> 프랑스어 학습자 (그룹 P)의 프랑스어 인지실험 결과 

 

위 테이블의 숫자는 프랑스어 학습 기간 평균 6 년 이상인 고급 

학습자 그룹 P 가 프랑스어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한국어 자음을 선택한 수치를 백분율로 변환한 값을 정리한 것이다. 

숫자의 배경색 농도가 진할수록 백분율 값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열은 학습자가 주어진 자극을 듣고 선택한 180 개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그룹 P 의 테이블은 무성 파열음이 한국어 파열음 중 격음> 연음= 경음 

순서로 선택의 빈도가 높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응되는 음소가 그룹 

N 의 테이블과 같은 경향을 보이지만, 선택이 특정 음소로 집중되며, 

분포가 크지 않다는 점에 차이를 보인다.  

인지실험 결과, 대응되는 프랑스어 – 한국어 음소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어 한국어 

무성파열음 N: 격음> 연음> 경음 

P: 격음> 경음> 연음 

유성파열음 연음> (경음) 

유성마찰음 치찰음 이대일 대응 (/ㅈ/) 

비 치찰음 특정음소 (/ㅂ/) 

무성마찰음 치찰음 이대일 대응 (/ㅅ/) 

비 치찰음 불안정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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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프랑스어-한국어 음소 대응 

 

3.2. 프랑스어 화자의 한국어 음소 인지 

3.2.1. 연구 방법 

3.2.1.1. 피험자 

피실험자들은 10 명의 프랑스 국적의 프랑스인이며, 모든 피험자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0 대, 30 대초반 대학생, 대학원생이다.  

 

그룹 ID 성별 태어난 해 출신지역 직업 

FR 

FR_1 남 1990 파리 대학원생 

FR_2 여 1990 파리 대학원생 

FR_3 남 1992 파리 대학생 

FR_4 여 1996 보르도 대학생 

FR_5 여 1989 파리 대학원생 

FR_6 여 1992 파리 대학생 

FR_7 남 1989 파리 대학생 

FR_8 남 1994 파리 대학생 

FR_9 여 1997 보르도 대학생 

FR_10 남 1988 파리 대학원생 

<표 25> 프랑스어 화자의 한국어 음소 인지실험 피험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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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음소 인지 실험의 자극은 총 

45 개로 구성된다. 

 

KR 
KR_1 여 1990 서울 

KR_2 남 1985 서울 

<표 26> 프랑스어 화자의 한국어 음소 인지실험 제보자 목록 

 

3.2.1.2. 실험 방법 

프랑스인을 위한 인지실험으로는 그룹 A의 프랑스어 음성, 그룹 B의 

프랑스어 음성, 한국어 음성을 활용한다. 각 3 그룹의 토큰을 동일한 

수로 구성하여 총 144 개의 토큰으로 인지실험을 진행한다.  

 

Coreen 

(coreen) 

/pu/ 부, 푸, 뿌 

/bu/  

/tu/ 두, 투, 뚜 

/du/  

/ku/ 구, 쿠, 꾸 

/gu/  

/ʃu/ 수, 쑤 

/ʒu/ 주, 추, 쭈 

/su/  

/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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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vu/  

총 개수 15 

<표 27> 프랑스어 화자의 한국어 음소 인지실험 자극 목록 

피실험자들은 랜덤으로 재생되는 45 개의 자극을 듣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프랑스어 자음 음소를 선택한 뒤, 발음 유사도를 1 점에서 

7 점으로 평가한다. 실험 장소는 강의실이나 소음이 없는 밀폐된 방이며, 

피험자들은 이어폰을 통해 청취하였다. 실험은 Praat 프로그램의 MFC 

module 을 활용하였다. 

 

 

<그림 18> 프랑스어 화자의 한국어 음소 인지실험 모듈  

 

3.2.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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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국어-프랑스어 음소 인지 결과 

 표 17 은 한국어와 프랑스어 방해음 음소의 인지적 거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프랑스인이 한국어의 음소를 듣고 어떤 

프랑스어 음소에 가장 가깝다고 인지하는지 측정한 실험의 결과이다. 

파열음 삼중 대립의 경우, 연음 /ㅂ/, /ㄷ/, /ㄱ/, 격음 /ㅍ/, /ㅌ/, /ㅋ/, 

그리고 경음 /ㅃ/, /ㄸ/, /ㄲ/이 모두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 /p/, /t/, /k/에 

유사하다고 골랐으나, 유사성 점수와 백분율을 참고하여 한국어 격음 

/ㅍ/, /ㅌ/, /ㅋ/이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 /p/, /t/, /k/에 가장 가깝다고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성 마찰음 /ㅅ/, /ㅆ/은 /s/ 로 수렴하는 

대응을 보이며, 파찰음 삼중 대립 중 연음/ㅈ/과 경음/ㅉ/은 /ʒ/에, 

격음/ㅊ/은 /ʃ/ 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3.3. 프랑스어 화자의 한국인 학습자 발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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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연구 방법 

3.3.1.1. 피험자 

피실험자들은 10 명의 프랑스 국적의 프랑스인이며, 모든 피험자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0 대, 30 대초반 대학생, 대학원생이다.  

그룹 ID 성별 태어난 해 출신지역 직업 

FR 

FR_1 남 1990 파리 대학원생 

FR_2 여 1990 파리 대학원생 

FR_3 남 1992 파리 대학생 

FR_4 여 1996 보르도 대학생 

FR_5 여 1989 파리 대학원생 

FR_6 여 1992 파리 대학생 

FR_7 남 1989 파리 대학생 

FR_8 남 1994 파리 대학생 

FR_9 여 1997 보르도 대학생 

FR_10 남 1988 파리 대학원생 

<표 29>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적합성 평가 피험자 목록 

프랑스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인지실험의 자극은 총 108 개이며, 그 

중 초급 프랑스어 수준의 학습자인 그룹 A 발화자가 녹음한 프랑스어 

자극 54 개, 중·고급 프랑스어 수준의 학습자인 그룹 B 의 프랑스어 

자극 54 개로 구성된다. 

 

그룹 ID 성별 출생년도 거주지역 학습기간 거주기간 

A A_1 남 1990 서울 1 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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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2 남 1993 서울 1 년 X 

A_3 여 1992 서울 6 개월 X 

A_4 여 1994 서울 6 개월 X 

B 

B_1 여 1990 서울 6 년 4 년 

B_2 남 1992 서울 7 년 1 년 

B_3 남 1988 서울 +10 년  1 년 

B_4 여 1992 서울 +10 년 8 년 

<표 30>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적합성 평가 제보자 목록 

 

3.3.1.2. 실험 방법 

프랑스인을 위한 인지실험으로는 그룹 A의 프랑스어 음성, 그룹 B의 

프랑스어 음성, 한국어 음성을 활용한다. 각 3 그룹의 토큰을 동일한 

수로 구성하여 총 144 개의 토큰으로 인지실험을 진행한다.  

 

Francais Francais 

(niveau A) (niveau B) 

/pu/ Pou Pou 

/bu/ Boue Boue 

/tu/ Tout Tout 

/du/ Doux Doux 

/ku/ Cout C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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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Gout Gout 

/ʃu/ Chou Chou 

/ʒu/ Joue Joue 

/su/ Sous Sous 

/zu/ Zou Zou 

/fu/ Fou Fou 

/vu/ Vous Vous 

총 개수 12 12 

<표 31>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적합성 평가 자극 목록 

피실험자들은 랜덤으로 재생되는 108개의 자극을 듣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프랑스어 자음 음소를 선택한 뒤, 발음 정확도를 1 점에서 

7 점으로 평가한다. 실험 장소는 강의실이나 소음이 없는 밀폐된 방이며, 

피험자들은 이어폰을 통해 청취하였다. 실험은 Praat 프로그램의 MFC 

module 을 활용하였다. 

 

<그림 19>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적합성 평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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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분석 

프랑스인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정확도를 

측정하며, 발음의 오류를 목록화 한다. 각각의 테이블은 학습기간 평균 

1 년 미만의 초급 학습자 (이하 그룹 A)의 음성, 학습기간 평균 8 년 

이상의 고급학습자(이하 그룹 B)의 음성을 듣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어 음소를 선택한 식별 테스트의 결과이다. 각 열은 

학습자가 주어진 자극을 듣고 선택한 120 개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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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프랑스 원어민이 평가한 초급 학습자 그룹 A (위)와 고급 

학습자 그룹 B(아래) 의 프랑스어 식별 테스트 결과 

 

고급 학습자들의 발음 중 무성 파열음 /p/, /t/, /k/ 그리고 유성 

파열음 /z/ 를 제외한 음소들은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한편, 초급 학습자들의 발음은 다소 불안정하여 원어민의 식별 

테스트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데, 그 중 파열음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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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지 실험 결과 

세 가지의 인지실험을 통해, 한국인이 프랑스어의 음소와 가깝다고 

판단하는 한국어 음소와 그 인지적 거리, 한국인의 프랑스어 발음의 

오류 유형, 그리고 프랑스인이 한국어의 음소를 듣고 판단한 프랑스어 

음소와 그 인지적 거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프랑스인이 청취하여 평가한 학습자 수준에 따른 발음 식별테스트 

결과, 전반적으로 무성파열음의 발음에 대한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5 는 한국인이 프랑스어 음성을 청취하여 인지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한국어 음소를 식별테스트와 유사성 점수를 토대로 

정리한 도표이다.  

프랑스어 한국어 

/p, t, k/ 
N: 격음/ㅍ, ㅌ, ㅋ/ > 연음/ㅂ, ㄷ, ㄱ/ > 경음/ㅃ, ㄸ, ㄲ/ 

P: 격음/ㅍ, ㅌ, ㅋ/ > 경음/ㅃ, ㄸ, ㄲ/ > 연음/ㅂ, ㄷ, ㄱ/ 

/b, d, g/ 연음 /ㅂ, ㄷ, ㄱ/ > 경음 /ㅃ, ㄸ, ㄲ/ 

/z, ʒ, v/ 
/z, ʒ/ 이대일 대응 (/ㅈ/) 

/v/ 특정음소 (/ㅂ/) 

/s, ʃ, f/ 
/s, ʃ/ 이대일 대응 (/ㅅ/) 

/f/ 불안정한 대응 

<표 33> 한국어 화자의 한국어- 프랑스어 음소 인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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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 

격음/ㅍ, ㅌ, ㅋ/ > 

연음/ㅂ, ㄷ, ㄱ/ > 

경음/ㅃ, ㄸ, ㄲ/ 

무성 파열음 /p, t, k/ 

마찰음 
연음 /ㅅ/ 

이대일 대응 /s/ 
경음 /ㅆ/ 

파찰음 

연음 /ㅈ/ 
이대일 대응 /ʒ/ 

경음 /ㅉ/ 

격음 /ㅊ/ 무성 마찰음 /ʃ/ 

<표 34> 프랑스어 화자의 프랑스어-한국어 음소 인지 실험 결과 

표 16 는 프랑스인이 한국어 음성을 청취하여 한국인이 프랑스어 음성을 

청취하여 인지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프랑스 음소를 식별테스트와 

유사성 점수를 토대로 정리한 도표이다. 

 프랑스인이 한국어의 음소를 듣고 어떤 프랑스어 음소에 가장 

가까운지 판단한 실험 결과로는 파열음 삼중 대립 중 한국어 격음이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에 인지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ㅅ/, /ㅆ/ 은 모두 /s/에 대응되었는데, 이는 후행하는 모음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어 음소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들은 유사성 점수는 낮으나, 

식별 테스트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어 음소체계에 

비슷한 음소들이 있는 음소들은 유사성 점수는 높으나 식별 테스트에서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지적 거리가 가까워 차별성을 

감지하는 것이 까다로워 학습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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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PAM(1993) 의 주장에 부합한 결과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학습이 용이한 새로운 음소들보다 프랑스어-한국어 

음성체계에 비슷하게 있는 음소들에 대한 집중적인 음성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음향 특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6  

                                       
16  SLM 은 L2 와 L1 의 음소의 대응 유형을 동일한 음소, 비슷한 음소, 

그리고 새로운 음소(identical/similar/new) 세 가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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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어-한국어 음소 대응 방안  

4 장에서는 한국어에 부재한 음성 자질로 발성되는 프랑스어 

음소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방안이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 인지실험을 진행한다.  

 

4.1. 대상 음소 및 대응 방안 제시 

2 장과 3 장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가 발음한 프랑스어 음소가 

프랑스 원어민에게 다른 음소로 인지되고, 프랑스 원어민이 발음한 

음소를 듣고 한국인 학습자가 해당 음소가 아닌 다른 음소로 식별한 

오류가 가장 빈번한 것은 유성 파열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 음소 체계에는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여 방해음을 발음하는 

‘유성성’ 변별자질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유성파열음을 무성 파열음과 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두, 어중, 어말에 위치하는 음운 환경에 상관없이 유성이 

일관적으로 실현되는 프랑스어 유성 방해음의 특수성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어 연음의 경우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실현되어 환경에 

따라 큰 음향적 특징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프랑스어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유성 파열음을 단순히 한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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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음에 대응시켜 발음 훈련하기보다는 개방 전 유성의 실현을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다.  

다음은 프랑스 원어민의 /du/ 발음 파형이다. 

   

<그림 20> 프랑스인이 발화한 ‘Doux’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  

다음은 한국인이 발화한 ‘두’ 와 의도적으로 유성 구간을 생성하기 

위해 발화한 ‘은두’ 의 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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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인이 발화한 ‘두’(상)와 ‘은두’(하)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 

개방 전 유성 구현이 낯선 초급 학습자에게 성대 진동을 돕기 위해 

/은두/, /음부/, /응구/ 로 발화하도록 하여, 의도적으로 유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17 

이러한 제안이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 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17  ‘은두’ 에서 ‘은’은 ‘두’ 보다 짧게 읽도록 한다. ‘음부’와 ‘응구’도 동일한 

방법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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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실험은 기존 토큰에 ‘은두’, ‘음부’,’응구’ 토큰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제보자는 한국인 남, 여 두 명이며, 피험자는 프랑스 국적의 

프랑스 원어민 7 명으로 구성한다.  2 장에서 진행된 인지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인이 발화한 음성을 프랑스인 7 명에게 들려준 뒤, 가장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음소를 고르고 유사성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4.3. 분석 

 

<표 35> 프랑스 원어민의 한국어-프랑스어 음소 식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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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프랑스 원어민의 한국어-프랑스어 음소의 유사성 점수 

프랑스 원어민이 한국어 파열음 삼중 대립에 해당하는 음소를 모두 

높은 비율로 무성 파열음으로 인지했던 기존의 인지 실험 결과와는 달리 

/은두/,/음부/,/은두/ 음소는 식별 테스트에서는 모두 /b/,/d/,/g/ 로 

인지하였으며, 프랑스어 음소와 유사한 정도를 평가한 유사성 점수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음부/-/b/ : 4.95 , /은두/-/d/: 4.74, 

/응구/-/g/: 5.76). 

따라서 프랑스어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유성 

파열음을 단순히 한국어의 연음에 대응시켜 발음 훈련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유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b/,/d/,/g/ 를 /ㅂ/,/ㄷ/,/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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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음/+/ㅂ/, /은/+/ㄷ/, /응/+/ㄱ/ 와 같이 발음하여 유성의 구현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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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L2 를 L1 의 음성체계를 통해 여과하여 인지하며 

습득한다고 설명하는 Best(1993,1995)의 인지 동화 모델(PAM)과 

Flege(1995)에 의해 발전된 발화학습모델(SLM)을 근거로 가설을 

세웠다. 한국어의 음성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프랑스어 음소는 

습득하기에 용이할 것이며, 한국어의 음성체계에 유사한 프랑스어 

음소의 습득은 용이하되, 완벽한 조음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프랑스어 발음을 인지하는 패턴을 실험하고,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오류와 학습 가능성에 대하여 음향음성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진행한다.  

인지실험은 한국인 20 명에게 프랑스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주어 

한국어 음소와 가장 인지적 거리가 가까운 음소를 고르게 하고 유사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프랑스인 10 명에게는 초급, 고급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을 들려주어 프랑스어 음소와 인지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음소를 고르게 하고 유사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유사성 점수는 

1 점에서 7 점이다. 인지실험 결과, 한국인과 프랑스인 상호적으로 

모국어의 음소에 대응시키는 것에 가장 큰 혼동을 보이는 음소는 무성 

파열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지적 거리가 가까워 차별성을 

감지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학습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PAM(1993)의 주장에 부합한 결과로 

보인다. 인지실험 결과 무성 파열음의 경우, 한국인 학습자의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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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인지 결과는 격음>연음>경음 순서이며, 프랑스 원어민의 한국어 

음소 인지 결과는 격음>연음>경음 순서로 양 집단간 격음과의 인지적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유성 파열음의 경우 한국인의 인지에 

연음>경음 순서로 대응되었으며, 프랑스 원어민은 경음> 연음 순서로 

유성 파열음으로 인지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찰음의 

경우, 유성마찰음과 무성 마찰음이 각각 하나의 음소로 대응되었는데, 

이는 프랑스어의 음성체계가 유무성 대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인들의 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유무성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향 실험은 한국인 10 명, 프랑스인 2 명에게 방해음과 모음 /u/로 

구성된 단어와 추가적으로 “Je dis _____ encore.” 라는 문장 틀 안에 

단어를 넣어 발음하게 하여 녹음하였다. 이를 통해 무성 파열음의 

VOT 와 F0 값, 유성 파열음의 막음 구간 내 유성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마찰음은 마찰 소음 구간과 무게 중심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성 

파열음의 유성과 마찰음의 조음점 구분은 학습 수준 높을수록 원어민의 

음향적 특정과 유사하여 학습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성 파열음의 

경우 VOT 는 매우 짧은 시간 단위의 파열 구간이므로 학습 가능한 

음성적 특징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어의 어떤 음소에 가깝게 

발음하는지가 발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 

실험에서 무성 파열음에 가장 가까운 한국어 음소는 어두에 위치한 

연음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찰 소음 구간 길이는 유/무성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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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적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학습 수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실험을 통해 얻은 한국인 학습자의 방해음 발음 유형이다.  

1. 프랑스어 음소와 한국어 음소에서 비슷한 음소로 분류되는 무성 

파열음은 각 음소를 결정 짓는 음향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에 

까다로워, 정확한 인지와 발음 산출이 어렵다.  

2. 학습 수준에 비례하여 유성 파열음의 개방 전 막음 구간 내 

유성 비율이 높다.  

3. 학습 수준에 비례하여 전 경구개 마찰음과 치조 마찰음의 

조음점 구분이 뚜렷하다.  

4. 한국어에는 없는 새로운 프랑스어 음소는 오히려 습득이 

용이하다. 유성 마찰음과 비 치찰음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제시된 L2-L1 음소 대응 및 발음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어 무성 파열음은 한국어 격음으로 대응시켜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경음으로 발음할 경우, 원어민이 유성 파열음으로 

인지하는 빈도가 높았다.) 

2. 프랑스어 유성 파열음의 경우, 학습자의 발음 정확도가 학습 

기간이나 노출 기간에 비례한다. 하지만 초급 프랑스어 학습자 

대다수가 프랑스어 유성 파열음을 한국어 연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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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산출하여, 프랑스 원어민에게는 무성 파열음으로 인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도적으로 유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b/, /d/, /g/ 를 /ㅂ/, /ㄷ/, /ㄱ/ 가 아닌 /음/+/ㅂ/, /은/+/ㄷ/, 

/응/+/ㄱ/ 와 같이 발음하여 유성의 구현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제안한다.  

3. 한국인은 조음점이 상이한 프랑스어 마찰음을 하나의 한국어 

음소로 대응시켜 인지하는 패턴을 보이며, 이는 발음 산출에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된다. 원어민의 발음에 낯선 초급 

학습자들에게 음소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조음점의 구분을 

강조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분석 도구로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R, 

데이터 정리를 위한 Excel 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어 학습에 있어 프랑스어 음성체계와 한국어 

음성체계의 인지적, 음향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했으며 음소별 학습 가능성을 증명하여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정확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의 결과는 

실제 프랑스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그 대상이 프랑스어 방해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어두에 

위치한 음성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비음과 유음을 

포함한 다양한 음가와 음운 환경을 가진 프랑스어 자음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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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bjectif général de ce travail est l’énumération des 

distorsions et des spécificités phonétiques des apprenants coréens 

du français pour proposer une phonétique corrective via une 

expérimentation perceptive et une analyse acoustique. L’analyse 

porte sur les consonnes obstruantes : / p , b ,t , d , k , g , ʃ , ʒ , s , 

z , f , v/ 

 Beaucoup d’enseignants du français en Corée ont posé le 

problème de la prononciation des consonnes voisées, et ajouté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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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eurs commises par les apprenants coréens sur les occlusives. Ils 

les ont analysées, et ont proposé l’orthophonie. À la lumière des 

recherches déjà présentées, les travaux scientifiques sur les 

consonnes ne sont pas encore assez approfondies, alors que les 

coréens commettent souvent des erreurs sur les obstruantes. 

Nous nous baserons sur l'article de Best(1993), Flege(1995), 

qui ont développé les modèles concernant a la possibilité de 

l’apprentissage de la prononciation des consonnes. Le fait que le 

répertoire de la L1 joue le rôle le plus important dans le jugement 

des phonèmes de la L2 est le point central des deux modèles qu’ils 

ont proposés, le PAM et le SLM. Ces deux modèles ont besoin 

d’une approche expérimentale à partir d’un mapping de la langue.  

Après avoir schématisé les erreurs commises par les 

apprenants coréens du français grâce à un test de perception, nous 

allons analyser les caractéristiques phonétiques de ces erreurs et 

proposer le plan de correction de la prononciation. L’analyse 

phonétique s’effectue de la manière suivante : les constrictives par 

leur longueur et leur centre de gravité; les plosives par VOT et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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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 cela, en prenant conscience des résultats scientifiques, 

il serait possible de déplacer le lieu d’articulation, et de régler 

l’énergie minutieusement de manière à mieux prononcer les 

consonnes. C’est-à-dire que la conscience des apprenants et la 

prononciation réelle feraient de bonnes données pour 

l'apprentissage de la prononciation du français. 

Nous utiliserons l'application ‘Praat’ pour l’experimentation 

perceptive, l’analyse et le traitement des sons vocaux. Et pour 

l’analyse statistique, nous nous servirons du programm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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