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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

하여 적당한 억양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중국인 학습자가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 표

현의 억양을 실현하는 데 더 익숙하나 실제 생활에서 부정적 감정을 제대

로 표현하지 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원만한 의소사통을 실현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다 실제성을 지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실

제생활을 고려하여 대화 상대방을 선배, 동기, 후배,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

었다. 각 부정적 감정의 억양 특징과 감정 정도에 따른 억양 변화, 대화 상

대방에 따른 억양 양상의 변화를 밝히고 이를 교육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

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감정 표현과 억양의 관계를 밝히고 부정적 감정 

표현의 하위 분류를 살펴본 후 부정적 감정을 노여움, 부끄러움, 슬픔, 두

려움, 싫어함으로 나누었다. 이어서 한국어 억양 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

구인 이호영(1991, 1999, 2007)과 준(2000)를 비교하였는데 이호영(1999, 200

7)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억양 체계와 억양 패턴이 더 간략하고 정확한 장

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아 억양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

국어 억양과 중국어 억양의 비교를 통하여 두 가지의 억양 체계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억양과 실험음성학의 관계, 그리고 중국에

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부정적 감정 표현

의 억양 양상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남성 학습자와 여

성 학습자가 한국인과 대화할 때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던 상황을 설문 조

사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용 녹음 자료와 남성용 녹음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중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녹음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청취판단과 실험음성학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청취판단에 따라 중국인과 한국인이 감정을 잘 표현한 음성 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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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표현하지 못한 음성 파일을 구분하고 청자가 혼동하기 쉬운 감정군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의 녹음에 대한 중국인의 청취판

단 결과와 한국인의 청취판단 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중국인이 감정 정도 

혹은 대화 상대방에 따른 억양 표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어서 실험음성학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우선 한국인이 감정 범주에 맞

게 표현한 음성 파일과 중국인이 감정 범주에 맞게 표현한 음성 파일의 비

교를 통해 중국인과 한국인이 대화 상대방 혹은 감정 정도에 따른 억양 양

상의 차이를 밝혔다. 그 다음 한국인 모어 화자의 청취판단 결과와 실험음

성학 분석 결과를 SPSS의 로그회귀분석을 통해 다시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감정 범주의 구별과 감정 정도의 구별과 관계있는 억양 요소를 밝히고, 

그 중 모어 화자의 듣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소도 밝혔다. 이어

서 SPSS의 데이터 탐색 방법을 통해 전형적인 억양 모형과 변화 추세를 도

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억양 모형을 바탕으로 청자가 혼동하기 쉬

운 감정군의 구별 방법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에 대한 교육 방안을 도출하고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의 위계화, 교육 방

법에 대해 다룬 다음 인지 과제-설명-연습-활성화-마무리의 교육 모형을 

도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Praat 프로그램의 억양 조작 기능을 통한 억양 인

지 방법,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통한 억양 연습 방법, 상황재연을 통한 활

성화 실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실험음성학의 분석과 한국인 모어 화자의 청취판단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

하자면 감정 범주를 구별하여 말할 때 여성 학습자와 남성 학습자가 모두 말

토막 속도와 핵억양 패턴을 더욱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억

양 요소가 감정 범주를 구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그리고 중국인 여성 학습자는 핵억양 지속 시간과 말토막 피치값에 

더 주의해야 하고, 중국인 남성 학습자는 말토막 음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물론 감정 범주에 따라 억양 요소의 변화 특징이 같은 경우가 없지 않지

만 가능한 수치의 구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억양 지속 시간과 핵억양 패턴이 감정 정도를 구별하는 데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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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할 때 여성 학습자와 

남성 학습자가 모두 핵억양 지속 시간과 핵억양 패턴을 더욱더 중요시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중국인 여성 학습자는 말토막 음역과 핵억양 피치값에 더 주

의할 필요가 있고, 중국인 남성 학습자는 핵억양 피치값과 핵억양 음역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물론 감정 범주가 다르지만 감정 정도에 따른 억양 요소의 

변화 추세가 같은 경우가 있으나 가능한 수치의 구간, 즉 변화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가 노여움이나 싫어함을 표현할 때 모르는 사람, 

동기(후배), 선배의 순서로 감정 표현도가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표현할 때 모

르는 사람, 선배, 동기(후배)의 순서로 감정 표현도가 낮아진 경우가 많았다. 

두려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경우 상대방에 따른 감정 표현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한국인 모어 화자가 후배와 동기를 비슷한 사회 

위치에 놓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가 상대

방에 따른 규칙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세분화하여 감정 범주와 대화 상대방, 감정 

정도에 따른 억양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학습자가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감정의 전달은 

억양뿐만 아니라 강세 등 다른 운율 요소와도 관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감

정을 표현하는 데 각 운율 요소의 상호작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점으

로 남는다.

주요어: 한국어 억양 교육, 중국인 학습자, 부정적 감정 표현, 감정 정도,   

        대화 상대방

학 번: 2016-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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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그 중요성을 더 인정받게 되면서 발음 교육 중에서

도 억양 교육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1). 억양은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 

그 중에서도 유창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2) 대다수 학습자에게 억

양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

  억양 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다른 분야의 연구4), 심지어 같은 

발음 교육에 속하는 분절음 교육 연구보다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5). 그러

나 억양은 운소로 음소가 가지지 않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음소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억양 교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없

어서 안 되는 내용이다6).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국어 학습의 목표는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와 똑같

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 가장 큰 걸림

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억양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발화의 질적 

향상 외에 억양 교육은 학습자들이 말하기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정명숙, 200

2). 

1) 인지영 외(2013)에서는 1970년대 이후 외국어 교육의 중심이 문법 중심의 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으로 옮겨갔고,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에서는 의사전달에 필요한 필수적인 강세나 

억양과 같은 운율 요소도 발음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2) 김선희(2013)에서는 유창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확한 발음과 억양이라고 하였다. 

3) 정명숙(2002)에서는 자음이나 모음의 정확한 음가는 학습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나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4) 왕단(2004)에서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것은 발음 교육이지만 문법 

어휘 등 내용에 많이 치우쳐 발음에 대한 교육은 소홀해지기 십상이라고 하였다.
5) 박지연(2009)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분절음의 발음 교육과 달리 억양 교육은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6) 정명숙(2002)에서는 개별 음소의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억양이 자연스러우면 매우 유

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억양이 부자연스러우면 아무리 개별 음소의 

발음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유창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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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 이외 한국어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억양 교육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억양은 문법적 기능, 화용적 기능, 태도 및 감정의 전달 기능을 수행한

다(이호영, 1996). 그러나 한국어 억양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관련된 연구

는 대부분 문형에 따른 억양 유형 오류 연구, 문말 억양 비교, 중국어 성조로 

인한 오류, 중국어와 한국어의 억양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7). 다시 말하자면 억

양의 문법적 기능, 화용론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8). 학습자가 대화 상대방이 전달하는 감정 정보

를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여야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억양이 잘못 되면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억양뿐만 아니라 언어 표지에 의해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각 

감정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언어 표지가 있다고 밝힌 연구로 장세경 외(19

94), 오상이(2005), 정성미(2008), 이민경(2011), 김혜정(2013), 방지선(2013), 

송은미(2013) 등이 있다. 이처럼 감정 표현 언어 표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고 있는 반면에 90년대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억양에 대한 관

심이 많아지기 시작해 억양의 기초 기능인 문법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후 감정 표현의 억양에 대한 연구는 다양해졌으나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같은 언어 표지를 갖는 문장도 억양에 따라 다른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언어 표지가 조금 틀려도 억양에 의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

이 있어 감정 표현의 억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7) 박지연(200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주로 문말 억양, 그 중에서도 

특히 의문문의 문말 억양 비교에 초점을 두고 실험했다고 지적하였고, 김서윤(2010)에서는 현재

까지 한국어의 억양은 주로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학습자들의 발화 패턴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고 하였다,

8) 장인창(2005)에서는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정과 태도를 지각하는 능력을 구비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서윤(2010)에서는 외국어로 상대방의 반응에 맞게 적절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하는 것은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한국 사회에서 각 담

화 기능별 기대되는 억양이 있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감정이 억양에 의해 일정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실현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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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더 전면적인 억양 교육을 위해서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든 감정 표현의 억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정 

표현 억양은 긍정적 감정 표현 억양과 부정적 감정 표현 억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학습자는 주로 긍정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보다 긍정적 감정 표현 억양을 실현하는 데 더 익숙한 편이

다9).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부정적 감정을 접하기가 어렵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 원만한 의사

소통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 - 한 시간 기다렸는데 도대체 언제 와!

              - 바로 갈게요! (미안함/부끄러움)

            2) - 네가 좋아하는 동방신기가 여기 있어!

               - 바로 갈게요! (기쁨)

  ‘바로 갈게요’라는 문장은 다른 억양으로 표현할 때 부정적 감정도 전달

할 수 있고 긍정적 감정도 전달할 수 있다. 긍정적 감정 표현 억양을 제대

로 실현하지 못해도 의사소통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겠지만 부정적 감정 

표현 억양을 잘 실현하지 못하면 대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원

만한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대화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지 않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감정 분류에 있어 실제 생활에서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더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한국에서 감정 분류에 대해 최초로 다룬 논문

은 임지룡(1999)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긍정적 감정을 기쁨으로 

부정적 감정을 걱정, 긴장, 두려움, 미움, 부끄러움, 슬픔, 화로 분류하였다. 

그 후 감정 분류에 관한 논문은 김향숙(2001), 최석재(2008), 권경일(2009), 

9) 김서윤(2011)에서는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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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2011), 송은미(2013) 등도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 감정을 기쁨, 사랑, 

좋아함으로, 부정적 감정을 두려움, 미움, 분노(노여움), 슬픔, 수치심(부끄

러움), 싫어함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더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각종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하지 않는 점과 부

정적 감정이 완만한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점, 실

제 생활에서 부정적 감정을 더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부정적 감

정 표현 억양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같은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에 따라 혹은 감정 정도

에 따라 표현하는 억양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정 억양을 교

육할 때 상대방의 억양 변화와 정도의 억양 변화를 가르쳐야 한다.

  억양은 초급과 중급 학습자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급 학습자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10). 그러나 고급 학습자들의 억양은 이미 고착화되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11). 따라서 고급 학습자라도 한국어 억양에 대해 다시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고,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억양 교육 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12). 그리고 억양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

을 표현하는 것은 고급에서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

자를 위한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인 학습자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

10) 정명숙(2002)에서는 한국어를 오랜 기간 학습한 학습자들도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억양을 실

현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왕단(2003)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이 발음의 문제가 있는 원

인은 첫째 중국어와 전혀 다른 음운 체계에 속하는 한국어 발음이 중국 학습자에게 있어서 아

주 생소하고 어렵고, 둘째 현재까지의 한국어 교육의 문법, 어휘 등 영역에만 치우쳐 발음 교

육, 특히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소홀하였다고 밝혔다. 
11) 박해연(2004)은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한국어를 습득하

는 시간이 오래 될수록 강세나 억양과 등 초분절 음소 발음은 화석화되어 고급에 가더라도 문

제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 왕단(2004)에서는 발음 교육은 초급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며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

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급 부분은 

초분절음소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켜야 할 거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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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상황을 대화문으로 구성하고 이를 음성 파일 형식으로 수집하

였다. 그 다음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녹음된 파일에서 나타

난 감정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분석하고, 실험음성학을 통하여 중국인과 

한국인의 억양 양상 차이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억양 요소

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인과 대화할 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들을 대화문 형식으로 구성하고 녹음한 후에 부

정적 감정이 표현된 발화에 대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인지를 분석한다.

(2)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상대방 혹은 감정 정도에 

따른 부정적 감정의 억양 양상 차이를 밝히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소를 찾아낸다. 

(3)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 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우선 한국어 억

양 교육에 관한 연구사와 감정 표현의 억양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보았다. 이외

에 실험음성학에 의한 억양 연구사도 검토했는데 그 이유는 억양을 분석할 때 

실험음성학은 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한국어 억양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 억양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였다(정명숙, 2002).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먼저 억양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

안이 제시된 오미라 외(1994)에서는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을 살펴

본 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억양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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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억양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정명숙(2002, 2003, 2005), 박해연(2004), 

최전순(2005), 허용 외(2006), 김은애(2016), 김은해 외(2008), 박기영(2009), 권성

미(2010, 2011, 2016), 제갈명 외(2010) 등이 있다. 

  정명숙(2002)에서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 중에서 

가장 고쳐지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발음이고, 그 중에서도 자음이나 모음의 

정확한 음가는 학습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나 자연

스러운 억양을 익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어 억양

의 기본 유형을 밝히고 그와 관련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

서는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을 교육하는 것보다 한국어의 기본적인 억양 유형

을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원인은 아동의 언어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억양의 습들이 분절음의 습득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전순(2005)에서도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교육 보다 특정 언어의 기

본적인 억양 유형을 교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정명숙(2003)에서는 학습자들의 억양이 언어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통해 

발음의 다른 분야보다 억양이 모국어의 간섭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밝혔고, 한

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억양이 학습자 모국어의 억양과 얼마나 유사한 특징

을 나타내는지 알아본 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

로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들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나타내는 억양 오류는 중국어의 성조와 밀접한 관련

이 있고, 중국어와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태가 달라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는 중국어의 억양과 동일한 억양으로 실현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억양은 자신의 모국어가 갖고 

있는 억양 요소, 즉 단어 강세, 성조, 강세구의 억양 유형, 문미 억양의 특징 

등에 모두 간섭을 받는 것이므로 억양 교육을 할 때는 모국어와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해연(2004)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실제 발음을 녹음 조사, 청취 판단, 

음향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발음을 분절 음소와 초분

절 음소로 나누어서 고찰하였고 발음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분절 음소 발음 교육을 위한 단계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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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분절 발음 교육을 다른 기능별 교

육과 통합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의사소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 그리고 초분절 음소 발음에서 오류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언어간

의 차이, 즉 성조 언어로서의 중국어와 고정 강세어로서의 한국어의 음소 차이

이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초분절 음소 발음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

이 바로 성조라는 것을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비교적 이른 시

기에 초분절음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에 대해 다루었으나 한 가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 있

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명숙(200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 억양의 영향, 특히 그 중에서

도 성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억양 교육을 실시할 때는 무엇보다도 중국어의 성조에

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의미한 문장을 반복

하기, 강세구의 억양을 먼저 가르친 후에 문장의 종류에 따라 억양을 가르치기

와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은애(200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진단 및 평가에 관하여 논의

를 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성조가 강하거나 억양의 높낮이 편차가 심한 모

국어를 가진 학습자를 지도할 때는 우선 모국어의 성조나 억양의 높낮이를 줄

이거나 없애는 연습을 충분히 하게 한 후에 한국어의 억양 패턴 교육을 단계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용 외(2006)에서는 억양은 <표준 발음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교육에서는 필요한 교육 내용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가르치기, 강세와 리듬을 가르치기, 돋들림을 인지

시키기, 말토막 억양을 인지시키기, 문장 억양을 가르치기 등 교육 방안이 제

시하였다.

  김은애 외 (2008)에서는 국어학 혹은 언어학에서 수립된 억양의 기본 단위가 

실제적인 억양 교육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고, 억양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한국어 학습의 목적으로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며 간단

히 습득되지 않는 요소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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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2009)에서는 교재를 분석한 후에 가장 자연스러운 발화의 억양을 살

펴볼 수 있는 대화문을 설정하였다.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세구, 

문장 내 억양구말 경계성조, 문장 말 억양구 경계성조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

은 대화체를 분석하였으므로 앞으로 한국어 억양 교육의 실제적인 교육 내용

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대화체 억양의 음높이 변화만을 중심으로 분석한 점, 단

순하게 대화를 읽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점, 한 가지 경우만 설정한 것이 한계

점으로 남는다.

  권성미(2010)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억양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다. 한 부류는 한국어 억양 체계의 특징을 논하고 적절한 교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또 한 부류는 중간 언어 운율 체계에 대해 논한 것으로 주

로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활용해 실제적인 음성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그리

고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아무리 긴 기간 동안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어도 

억양은 자연적으로 습득되기 힘든 요소이며, 따라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교수하

여야 할 부분이라는 점, 초급에서 서법에 따른 기본적인 억양 교육이 선행되고 

중급과 고급에서 의미 기능에 따른 억양을 함께 교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는 점, 간혹 억양이 제공하는 정보가 없거나 억양을 통하여 제공된 정보가 잘

못된 경우에도, 맥락을 가지고 발화의 의미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교육적 시사점을 얻었다.

  제갈명 외(201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펑서문의 기본 억양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와 모국어에 의한 억양 전이가 나타

나는지를 살폈다. 외국인 화자가 한국어 문장에 그들 모국어의 억양을 얹어 발

화하였는데, 그 억양이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해석되어진다면 

외국인 화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외국인 

화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

수할 때 분절음만을 가르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성미(2011)에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학 연구에 있어서 초분절적 요소의 교

육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역설되어 왔지만 초분적적 

요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에 비해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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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였다. 최근에 

이르러 분절음 중심으로 학습자 발음을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억양을 중심

으로 운율적 요소들에 대한 구체화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그 수

가 부족하다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권성미(2016)에서는 억양의 기능에 따른 한국어 억양 교육 내용을 모색하였

다. 억양의 문법적 기능은 풍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억양의 초점 표

지 기능과 태도 및 감정 표시 기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실정이라

고 밝혔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발음이 한국어 교육과정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지만 억양 교육 충분히 빠른 속도로 발전적인 선상에 있고 앞으로 더 급속

한 발전을 기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억양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점,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을 위주로 연구했다는 점, 핵억양을 중

심으로 연구했다는 점, 모국어가 억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더 다양한 주

제로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감정 표현의 억양에 관한 연구

 

  이호영(1997)에서는 한국어 억양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문법적 

기능, 화용론적 기능,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이다. 문법적 기능은 문형과의 

관계, 의문사 및 부정 대명사와의 관계, 그리고 어미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또는 문장은 발화될 때 종종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한다. 하나의 문장

은 둘 이상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언표내적 행위를 수

해하느냐에 따라 얹힐 수 있는 핵억양의 목록이 달라진다. 이것을 화용론적 

기능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억양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할 수 있

는 기능도 가진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은 억양의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능에 관한 연구로는 이영근(1989), 이수정(1999), 

강상우 외(2010), 김서윤(2010), 권성미(2011), 조윤형(2012), 송윤경 외(201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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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2013), 황선영(2014), 박정식 외(2014), 손남호 외(2015), 이수연 외(2016) 등

이 있다. 

  이영근(1989)에서는 한국어 억양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문장이 지

닌 원래의 뜻이 외에 여러 다른 태도적 의미를 나타내 준다는 사실에 착안하

여 미리 여러 태도적 의미를 정해놓고 그 의미를 갖는 억양 형태를 유도해 내

는 방법으로 한국어 억양의 형태와 그 태도적 의미에 대하여 관찰, 분석 기술

하였다. 그리고 억양 형태 외에도 억양 형태의 평균주파수, 길이, 주파수폭 등

의 다른 요소들도 함께 분석하였다.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태도에는 많은 것

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로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이들을 

하나의 태도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크게 두드러지는 일곱 가지로 한정하였

다. 

  이수정(1999)에서는 구어체적 감정표현의 타당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하여 20대와 30대로 연령층을 구분하여 자료를 수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감정표현의 발화특성들은 음의 강도, 강도변화, 그리고 음색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우 외(2010)에서는 대화 시스템을 위한 사용자 발화 문장의 감정 분류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화는 풍부한 표현력과 직관성으로 인해 인

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의도전달 도구이며, 감정 분류를 위한 문장 자질로는 

마지막 어절, 마지막 용언이 감정 분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며 마지막 어

미나 발화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서윤(2010)에서는 중·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는 상황, 불만을 이야기하는 상황,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

는 상황에서의 핵억양 유형을 밝혔고, 모어 화자와 비교를 하였다.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의 부정적 감정 표현 억양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주로 긍정적 

환경에서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억양의 감정과 태도 

표현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화할 때 억양을 통

하여 성공적으로 표현된 감정과 태도, 잘 표현하지 못한 감정과 태도를 밝힌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한 점, 학습자들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교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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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못한 점, 핵억양 유형만으로 분석한 점, 세 가지 상황만 설치한 점, 실

험 문장은 문맥에 있는 문장이 아닌 점, 감정을 제대로 유발하지 못한 점, 학

습자의 모국어와 비교하지 않은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권성미(2011)에서는 구체적으로 친절성과 관련 있는 요소들이 중국인 학습자

가 발화한 평서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중

국인 학습자들의 발화를 한국인의 발화와 다르게 특징짓게 만드는 요소들(경계

성조의 억양 유형, 음조 평균, 문말 음절의 길이, 문말 음절의 세기)에 대해 분

석하였다. 억양 연구는 주로 한국어 경계성조에 나타나는 언어적 의미 기능의 

습득 양상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여 왔으며 한재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의미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가 평서문에서는 문말 음절을 장음화시키지 않아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가 다소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못한 말투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문말 억양을 교수할 때, 문말 음절 부분을 장음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

로 제시한다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윤경 외(2012)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청과 거절 화행

의 억양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실험 문장에 대해 익숙

해진 후 문장을 읽으라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ㄹ]발

음이 안 된 것, 지속 시간이 긴 것, 억양 패턴이 한국인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 

  조윤형(2012)에서는 어휘보다 적절한 억양을 사용하지 못해서 중국인 학습자

가 더 많은 불편을 겪고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밝혔고, 세 가지 부정적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눠 대본을 만든 후에, 중국어 초중급 학습자

를 대상으로 녹음하고 Praat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

쾌, 짜증, 화남의 핵억양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화자는 부정적 감

정을 표현할 때 자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의 핵억양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

하지 못하였고, 비교적 마지막 핵억양의 발화 길이가 짧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중국인 화자의 발화가 한국인 청자의 입장에서는 건방지다고 느낄 수

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연구가 많지 않은 억양의 감정콰 태도 표현의 기능에 

대한 연구로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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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억양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 핵억양만 분석했다는 점, 정해진 대본을 읽으라는 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는 점, 부정적 감정을 불쾌, 짜증, 화남 세 가지만으로 구별했다는 점, 교육 방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선희(2013)에서는 베트남어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정 혹은 긍

정적 감정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을 실험 문장으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에 한국인 모어 화자와 초·중급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억양 곡선과 피치 

값을 Praat로 비교하였고, 모국어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 방안도 같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핵억양과 피치 값만으로 분석한다는 점, 피실험자의 수가 

적다는 점(초·중급 각 5명), 교육 방안과 상황 설정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 오

류가 발생한 원인을 모국어의 영향만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박정식 외(2014)에서는 자연 발화 음성 대상의 감정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화자로부터 다량의 감정 음성을 수집하는 작업의 어

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기자 또는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표현한 

감정 음성 자료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음성 자

료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감정 음성과 상이한 특성을 보

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체험을 통하여 감정을 유발시킴으로써 7가지 감정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 음성을 수집하였다.

  황선영(2014)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핵억양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그 결과는 한국인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는 학습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억양의 태도와 감정 전달 기능을 다루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억양에 따른 화

자의 태도를 교육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정된 문장을 대

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앞으로는 문장을 넘어 담화간의 억양의 화용

적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손남호 외(2015)에서는 자동화자식별기의 화자인증 기능 향상을 위하여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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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발한 감정발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논의하고, 새로 구축한 감정

발화 데이터 베이스의 일부 자료를 이용해 감정별 음향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인의 감정발화를 자연스럽게 유발해서 녹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점과 녹음한 발화에서 감정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각 발화의 감정표현 정확성과 자연성을 측정하는 청

취실험 방법론을 수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수연 외(2016)에서는 감정단어의 억양 패턴을 음향학적으로 분석하여 멜로

디의 음높이 패턴으로 전환한 뒤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자료값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하였고, 한국어 음운구

를 구성하는 음절수 빈도를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4음절 단어로 선정하

였으며 자연스러운 정서의 표현을 위해서 참여자가 직접 경험한 감정을 많이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학습자는 억양으로 제대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에 관한 연구는 핵억양만 위주로 

연구했다는 점, 단순한 상황에서만 연구했다는 점, 정해진 문장을 읽으라는 간

단한 연구 방법으로 했다는 점,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깊게 분석하지 못했다

는 점, 단순한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2.3. 실험음성학에 의한 한국어 억양 연구

  억양 양상은 거의 실험음성학을 통하여 분석해 왔다. 실험음성학으로 더 

전면적이고 다양한 억양 요소를 분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어의 경계억양과 말토막 억

양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는 f₀ 목표점, 억양 곡선의 기울기, 음절수, 지속 

시간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손남호 외, 2013). 

  이호영(1999)은 한국어 핵억양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취판단과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거쳐 한국어 핵억양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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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지영 외(2000)에서는 한국어 강세구의 음성적 실현 양상과 재음절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음절화가 일어나는 운율 단위, 재음절화가 발화 속도와 

유관한가, 재음절화가 음절 수와 유관한가, 재음절화가 조사 유무와 유관한

가 등 네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명숙(2003)에서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국어 억양에 대해 분석하였다. 

강세구 억양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모든 강세구를 

하강조로 끝매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호영(2007)에서는 네 음절로 이루어진 말토막에 얹힐 수 있는 억양 패

턴 35개를 설정하고, 어느 패턴이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판단하게 하는 자연

성 실험을 실시한 후에, 구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토

막 억양의 유형을 정하였다.

  박지연(2009)에서는 대화체 문장을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을 분

석하였다. 강세구에 대한 결과는 중국인 피험자들이 첫 음을 H로 높게 발화

하는 오류를 많이 보였다는 것이고, 초성이 경음이나 격음으로 시작하는 강

세구는 한국인이 대부분 H로 시작하는 데 반해 중국인을 L로 시작하는 오

류를 자주 보였다는 것이다. 또는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문장의 

끝 음절에서 음높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형태를 주로 보였다는 오류가 있

다는 것을 밝혔다.

  제갈명 외(2010)에서는 문형에 따른 핵억양 유형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에서 모국어의 억양이 얹혀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영숙(2010)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억양

구 경계톤 유형과 경계톤 내부에서 일어나는 피치 변화의 정도 그리고 경계

톤의 시작부분과 경계톤 앞 음절의 피치 편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한

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경계톤 유형이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계톤과 앞 음절과의 피치 편차에서 모국어 

화자들의 대부분의 경계톤을 앞 음절보다 높은 위치에서 생성하는 반면 중

국인 학습자들은 경계톤을 앞 음절보다 낮게 실현하거나 비슷한 위치에서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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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미(2011a)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서문의 문말 억양에 대

해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의 문말 억양은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차이가 있고 장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는 다소 불친절한 말투로 인식하기 쉽다고 지적하였다.

  권성미(2011b)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억양

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가 문형에 따른 억양 

유형은 한국인과 차이가 있고 지속된 시간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

적하였다.

  김수미(2012)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핵억양에 집중되어 왔

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말토막 억양도 제한적이지만 화자의 감정과 태도

를 전달하며, 핵억양이 얹히는 음절을 제외한 모든 말토막에 말토막 억양이 부

과되기 때문에 발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핵억양뿐 아니라 말토

막 단위의 운율 실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영숙(201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읽기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강세구의 

운율적 특징과 오류 양상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강세구 억양 교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강세구 억양 오류 유형을 초성 성조 오

류, 피치 곡선의 형태 오류, 음높이 오류로 유형화하고, 형태적으로 동일한 피

치패턴이라 해도 그것이 실현되는 음높이에 따라 청각적으로 전혀 다르게 인

지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윤형(2012)에서는 감정에 따른 핵억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인 화

자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의 핵억양을 사

용해서 자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비교적 마지막 핵억양의 발화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국인 청자의 입장에서 건방지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서윤(2010), 김선희(2013), 황선영(2014)에서도 

다양한 감정 표현의 핵억양에 대해 연구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핵억양 유형

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인지영 외(2013)에서는 한국인 원어민과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

두 강세구의 초성 자음 유형에 따른 고성조와 저성조의 실현 비율과 문두 강

세구의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 사이의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문두 강세구의 

초성 자음 유형에 따른 문두 강세구의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 사이의 f0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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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측정한 결과, 한국인 원이민의 기울기 평균값은 0.01로 상향기울기를 보

이지만 중국인 학습자의 기울기 평균값은 –0.06으로 하향 기울기를 보인다. 그

리고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보다 두 번째 음절을 첫 음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실현하며 이는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조민하(2014)에서는 연령에 따는 억양 공손전략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 결

과는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핵억양 유형이 다르고 연령별 공손전략의 차이

는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인 억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태경 외(2016)에서는 관형구성 합성명사와 관계절 구성에서 강세구 경계위

치와 성조 패턴, 말음절 지속 시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인 화자

들은 음절 수와 관계없이 합성명사구를 하나의 강세구로 묶어서 발음하는 데 

비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두 개의 강세구로 나누어 발음하는 일이 자꾸 있었다. 

중국인은 관계절과 피수식 명사 사이에 강세구 경계가 놓이는 일이 많았다. 한

국어 원어민은 합성명사 구성에 비해 관계절 구성에서 관형사형 용어 말음절

의 지속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음성학에 의한 억양 연구는 대체로 핵억양 

연구, 말토막 억양 연구, 개별 음운 형상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또는 실

험음성학을 통하여 억양을 분석할 때는 f₀ 목표점, 억양 곡선의 기울기, 음절

수, 지속 시간, 변화율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부정적 감정(노여움, 부끄러움, 싫어함, 

슬픔, 두려움)을 표현할 때의 억양 양상이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우선 해당된 부정적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화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설문조사로 학습자가 다른 대

화 상대방(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부정적 감정을 유발

할 수 있는 상황을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고급 자

격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일 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에 따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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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각 상황에 맞게 대화문을 만든 후에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녹음하였는데 이때 한국인과 중국인을 성별로 나눠서 녹

음하였다. 수집된 녹음 파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는데 하나는 청취

판단이고 하나는 실험음성학적 분석이다. 우선 청취 판단으로 녹음 대상자

가 감정에 맞게 표현했는지, 모어 화자 듣기에는 혼동하기 쉬운 감정군이 

무엇인지, 중국인 학습자의 자가 판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의 판단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어서 Praat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설험음성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는

데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감정 범주와 대화 상대방, 감정 정

도에 따른 억양 양상에 있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억양 요소가 무엇인지, 혼동하기 쉬운 감정군을 어떻게 구별

하여야 하는지를 밝혔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과 자료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1-1> 연구 방법 및 자료

목적 대상 방법/자료

부정적 감정

을 유발하는 

상황 정리 

중국인 고급 남성 학습자 32명
설문조사 (수집된 상황 1284 

개)
중국인 고급 여성 학습자 36명

부정적 감정 

표현 발화에 

대한 감정적 

인지 분석 

중국인 고급 남성 학습자 10명

청취판단 (수집된 문장 1760 

개)

중국인 고급 여성 학습자 10명
한국인 모어 남성 화자 15명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5명 포함)
한국인 모어 여성 화자 15명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5명 포함)

부정적 감정 

억양 양상에 

대한 분석

중국인 고급 남성 학습자 10명

Praat를 통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수집된 문장 1760 개)

중국인 고급 여성 학습자 10명

한국인 모어 남성 화자 10명

한국인 모어 여성 화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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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전제를 고찰하였다. 즉 감정 

표현과 억양의 관계를 밝힌 후, 감정 표현의 범위와 억양 체계에 대해 각각 다

룬 것이다. 이를 밝힌 후 억양과 실험음성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억양과 관련된 지식은 중국에서 어떻게 교수·학습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부정적 

감정 발화에 대해 분석한 후 Ⅳ장에서는 이론적 전제와 실험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V장에서는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Ⅱ장

이론적 배경

Ÿ 문헌 검토

Ⅲ장

억양 양상 파악 

및 분석

Ÿ 데이터 수집

Ÿ 청취판단

Ÿ 실험음성학적 분석

Ⅳ장

교육 방안 제시 및 효과 

검정

Ÿ 교육 목표

Ÿ 교육 내용의 위계화

Ÿ 교육 방법

Ÿ 교육 실제

Ÿ 교육 사례

V 장

Ÿ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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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부정적 

감정 표현 억양 교육 논의의 전제

1. 감정 표현과 억양의 상관관계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에서 청자가 대화 상대방이 전달하

는 다양한 감정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여야 하

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13). 청자는 대화 상대방이 전달하는 감정 정보나, 

자신이 표현하는 감정 정보를 음성, 행동, 얼굴 표정, 생체 정보 등 다양한 수

단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음성은 가장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서 사용자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박정식 외, 2014). 

음성에 있어서 감정 전달하는 데 분절음보다 초분절음이 더 커다란 영향을 미

치고, 초분절음 중 감정 상태를 음성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기장 중요한 수단

은 바로 억양이다(장인창 외, 2005). 물론 음성적인 요소 외에 언어 표지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각 감정을 표현할 

때 대표적 어휘가 존재하는 것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언어 표현에 의해서

만 화자의 뜻을 파악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감정 표현할 

때 어휘적 표현은 조금 틀려도 괜찮지만 억양이 다르면 청자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어 화자의 뜻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14). 그래서 언어 표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억양이 잘못 되면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억양은 화자가 발화한 문장의 감정을 추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5). 같은 문장이라도 억양이 다르면 전달하는 감정 정보에 큰 차이가 있기 

13) 황선영(2014)에서는 고급 학습자가 유창성을 확보하고, 한국인과 의사소통 장애 없이 원활하

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억양을 듣고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14) 조윤형(2012)에서는 어휘보다 적절한 억양을 사용하지 못해서 더 많은 불편을 겪고 많은 오

해가 생기는 것을 밝혔다.

15) 이수정(1999)에서는 다양한 감정표현의 발화특성들은 음의 강도, 강도변화, 그리고 음색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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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예를 들면 “학교 가.”라는 간단한 문장도 화자가 말하는 억양에 따

라 화남, 좋음 등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억양은 분절음으로 

전달할 수 없는 화자의 의식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감정 전달하는 데 아

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억양의 감정 전달 기능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이호영(199

9)에서는 억양의 기능을 문법적 기능, 화용론적 기능,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

으로 나누었는데 억양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억양의 중요성을 밝혔다17).

  물론 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억양 형태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각 태도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억양 형태가 있

다18). 한국인 모어 화자가 말을 듣고 직관적으로 어떤 감정인지를 알 수 있고,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때 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억양 

형태를 가르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부정적 감정 표현의 범위

 감정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화에 따라 구체적

인 분류가 다를 수 있다. 대체로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방지선(2013)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기본 감정 분류를 비교한 바 있다.

16) 권성미(2011)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때의 억양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고, 각 감정을 표

현할 때 대표적인 억양 양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7) 황선영(2014)에서도 문장 끝에 얹히는 억양은 서법을 나타내 주는 문법적인 기능뿐만 아니

라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전달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8) 이영근(1989)에서는 청각상 구분이 어려운 태도를 사이에는 억양형태의 유사성이 있다는 결

과를 밝히고, 태도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억양 형태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서윤

(2012)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각 담화 기능별 기대되는 억양이 있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감정

이 억양에 의해 일정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실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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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동양과 서양의 기본 감정 분류(방지선, 2013)

 위 표를 통하여 서양과 동양에서의 감정 분류 방법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양과 서양의 

감정 분류 방법 중 기쁨, 노여움, 놀람, 두려움, 미움, 슬픔이 빈번하게 나타났

다. 그러나 분류된 감정의 개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 세분화된 감정 분류의 주요한 모텔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이 

R. Plutchik가 제시한 감정 분류 팽이다(강상우 외, 2010). 

문화권 동양 서양
합

계
공

자

노

자

순

자

플 라

칙
아놀드

엑 크

맨

프 리

자

아 이

자드
톰킨스

고뇌 고뇌 고뇌 2

기쁨 喜 喜 喜 기쁨 기쁨 행복 기쁨 기쁨 8
노여움 怒 怒 怒 분노 분노 분노 분노 분노 8

놀라움 놀람 놀람
놀 람 

경이
놀람 놀람 6

두려움 懼 憂 공포 공포 공포 공포 공포 7

멸시 멸시 멸시 2

미움 惡 憎 惡 혐오
혐오

증오
혐오 혐오 혐오 9

수치 수치 수치 2

사랑 愛 好
愛
，

好
사랑 5

슬픔 哀 悲 슬픔 슬픔 슬픔 비애 6

욕망 慾 慾
욕망

희망
욕망 5

즐러움 樂 흥미 흥미 3

기타
수용

예상

용기 낙

담 절  

망

죄 책

감
6

합계 7 7 6 8 11 6 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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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R. Plutchik의 감정 팽이   

  R. Plutchik의 감정 팽이는 인간의 감정을 8개의 기본 감정군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4개의 대립 쌍으로 설정하며, 강도에 따른 변화형을 제시하고 조합 감

정을 기본 감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기본 감정은 8개로 구분된다

(기쁜, 신뢰, 두려움, 놀람, 슬픔, 혐오, 화잠, 기대).(강상우 외, 2010) 이 분류 

기준에 따라 부정적 감정에는 두려움, 슬픔, 혐오, 화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감정 분류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논의

되었다.

<표2-2> 한국에서의 감정 분류법

권 경 일

(2009)
기쁨, 즐거움, 욕망, 두려움, 미움, 분노, 사랑, 슬픔

김 향 숙

(2001)
기쁨, 두려움, 미움, 분노, 사랑, 슬픔, 욕망, 즐거움

송 은 미

(2013)

긍정적: 감동, 감사, 경의, 기대, 기쁨, 만족 ,사랑, 안심, 자신감, 좋

아함, 즐거움

부정적: 고뇌, 놀람, 두려움, 반성, 분함, 비애, 수치, 실망, 싫어함, 

자만, 증오, 초조, 화, 흥분
이 민 경

(2011)
기쁨, 노여움, 두려움, 부끄러움, 슬픔, 싫어함, 좋음

임 지 룡

(1999)
걱정, 기쁨, 긴장, 두려움, 미움, 부끄러움, 슬픔, 화

최 석 재

(2004)
사랑, 기쁨, 놀람, 분노, 슬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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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기본 감정 분류 방법은 일관성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기본 감정 분류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3> 한국에서의 부정적 감정 분류(방지선, 2013)

  따라서 한국에서의 감정 분류 중 부정적 감정이 흔히 노여움, 두려움, 부끄

러움, 슬픔, 싫어함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 Plutchik의 감정 

팽이 중 부정적 감정은 두려움, 슬픔, 혐오(싫어함), 화남(노여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한국에서의 부감정 분류 방법에 따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추가해 

노여움, 두려움, 부끄러움, 슬픔, 싫어함 총 다섯 개로 나누었다.

3. 한국어의 억양과 중국어의 억양

  이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억양 체계와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억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혔

다.

감정
기 본

감 정

대 표 

어 휘
개념

긍 정

적 

감정

기쁨 기쁘다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바람 바라다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

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가 생각하다.

좋아함
좋 아 하

다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

다.

부 정

적 

감정

노여움 화나다 성이 나서 화기가 생기다.
두려움 두렵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부끄러

움

부 끄 럽

다

일을 잘 못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슬픔 슬프다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

고 괴롭다.

싫어함
싫 어 하

다
싫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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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어 억양의 체계 및 특징

  한국어 억양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다. 그 증 억양 체계에 관

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호영(1991, 1996, 1997)과 준(2000)이다.

  먼저 이호영(1991, 1996, 1997)에서 제시한 한국어 억양 체계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겠다. 한국어의 운율 단위에 대한 용어는 가장 큰 단위 순으로 ‘문장-

말마디-말토막-낱말-음절’로 나타내는 것처럼 이호영(1991)에서는 한국어의 억

양을 문장 억양, 말마디 억양, 말토막 억양, 핵어양(말마디 마지막 음절에 얹히

는 억양)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2-2> 한국어 억양의 체계(이호영,1991)

  즉, 한국어에서는 억양의 기본 단위는 말토막 억양과 핵억양이다. 그리고 억

양 형태에 따라 다시 말토막 억양과 핵억양을 세분적으로 분류하였다. 예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3> 억양의 기본 단위(허용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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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를 통하여 한국어 억양에 대한 연구는 말토막 억양과 핵억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호영(1991)에서의 억양 체계, 즉 말토막 억양과 핵억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호영(1991)에서는 말토막 억양 패턴을 마지막 

음절의 억양 패턴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오름조, 수평조, 내림조, 오르

내림조이다. 

<표2-4>  한국어 말토막 억양 분류표 (이호영, 1996)19)

  이호영(1991)에서는 핵억양 패턴을 아홉 개로 나누었는데 각 핵억양에 얹힌 

감정이나 태도도 같이 다루었다.

<표2-5> 핵억양에 얹힌 감정이나 태도(이호영, 1991)

19) 이호영 외(2007)에서는 말토막 억양에 내리오름조와 오르내리오름조가 보충되었으나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말토막 

억양 유형
정의

억양에 얹힌 감정이나 

태도

오름조

말토막의 끝 음절은 나머지 음절들보다 

더 높게 발음된다. 그러나 말마디의 마

지막 음절에는 핵억양이 얹히기 때문에 

마지막 말토막에서는 오름조가 보이지 

않는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다.

수평조
각 말토막의 억양 패턴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다.

사무적인 태도를 전달한

다.

내림조 마지막 음절이 가장 낮게 발음된다.
‘기운 빠진’ 혹은 ‘흥미 

없는’ 태도를 전달한다.

오르내림

조

두 번째 음절이 첫 음절보다 높게 발음

되고 나머지 음절들은 차례로 낮게 발

음된다.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

핵억양 억양에 얹힌 감정이나 태도
음성학적 표

시
낮은

수평조

1.평서문-사무적으로 말할 때, 단정적이거나 냉정한 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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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말토막 억양과 핵억양에 대한 분류 방법은 억양 유

형 이름이 길거나 직관적이지 않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호영(1999, 2

007)에서는 이에 대해 수정한 바 있다20). 

2.의문사 의문문-일방적인 질문, 단순질문

3.수사의문문-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

4.명령문-권위 있게 명령 5.청유문-제의

가운데

수평조
평서문- 겸손한 태도, 퉁명스러운 태도

높은 

수평조

1.예-아니요 의문문-단순질문, 확인질문(화자가 질문의 

답을 확신하지 못할 때)

2.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부정사로 쓰일 때 

3.흥미 있는, 놀란 감정의 표시

낮 내 림

조

1.평서문-부드럽고 친절한 태도 

2.의문문-확인질문(화자가 질문의 답을 확신) 

3.명령문-권위 있게 명령  4.청유문-제의
높 내 림

조
홍미, 놀란 감정의 표시

오 르 내

림조

1.평서문-짜증, 경멸하는 태도, 나무라는 말투

2.의문사의문문-짜증내면서 반복적으로 질문

3.수사의문문-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

4.명령문-권위 있게 명령  5.청유문-제의

온 오 름

조
1.예-아니요 의문문 2.되물음 의문문

낮 오 름

조

1.평서문-달래듯이 말할 때,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확

인 시킬 때

2.명령문-달래듯이 부탁, 권유

3.의문문-자문, 권위 있게 질문

4.의문사 의문문-관심과 걱정을 표시, 자문    

5.청유문-달래듯이 제의

내 리 오

롬조

1.평서문-화난, 달래듯이 말할 때, 가볍게 사과 

2.의문사 의문문-관심과 걱정을 표시, 자문      3.의

문문-자문

4.명령문-달래듯이 부탁, 권유

5.청유문-달래듯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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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준(2000)에서의 억양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준(2000)에서는 한

국어 억양 구조의 기술 단위를 강세구(악센트구)와 억양구로 설정했는데 이호

영(1991)에서 제시된 말토막과 말마디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다. 준(2000)에 따

른 한국어 운율 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2-4> 한국어의 억양 구조(준, 2000)

  준(2003)에서는 다음 그림처럼 강세구, 즉 이호영(1991)에서의 말토막 억양을 

13 가지로 나누었다.

<그림2-5> 강세구의 유형(준, 2000)

  그러나 이 많은 유형은 수학적인 결과인데 실제 발화에서 이만큼 많은 유형

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호영, 2007).

  또는 준(2000)에서는 억양구 경계 성조, 즉 이호영(1991)에서의 핵억양을 다

음처럼 나누었다. 

20) 뒷 부분에서는 준(1999)에서 제시된 억양 체계와 비교할 때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넘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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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억양구 경계 성조 목록(준, 2000)

  준(2000)에서 제시된 억양구 경계 성조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표2-6> 억양구 경계 성조에 내재된 의미(준, 2000)

  따라서 준(2000)에서 제시된 한국어 억양 체계는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누

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이호영(1999, 2007)에서는 이호영(1991)에서 제시한 

한국어 억양 체계와 준(1999, 2000)에서 제시한 억양 체계를 비교한 바 있다. 

이호영(1991)에서 제시한 핵억양 목록과 준(2000)에서 제시한 경계 억양 성조 

목록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호영(1999)에서는 핵억양 목록의 수정안

을 제시하였다.

<표2-7> 핵억양 목록, 경계 억양 성조 목록과 이호영(1999)의 수정안의 비교 

(이호영, 1999)

IP tones IP tones
L% 사실전달
H% 정보 찾기(예-아니요 의문문)
LH% 질문, 짜증이나 불쾌함의 표시
HL% 의문사 의문문, 평서문-뉴스에서 자주 사용
LHL% 평서문- 설득, 주장확인, 짜증이나 불쾌함의 표시
HLH% 확신이 있고 상대방과의 논쟁을 하려할 때 사용
LHLH% LHL% + H%  조함, 짜증이나 불쾌함의 표시
HLHL% HL%의 2배 강조. 확인해 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사용
LHLHL% 매우 짜증이 날 때 사용

이호영(1991) 준(1999) 이호영(1999)
높은수평조

H%
H%

가운데수평조 M%
낮은수평조 HL% L%
높내림조

HL%
HL%

낮내림조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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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를 통하여 이호영(1999)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그 전의 것과 비교해서 

두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M를 추가했다는 것

이다. 그 이유는 L, M, H는 다른 문법적이거나, 화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

문이다. 다른 하나는 준(1999)에서 제시한 내용보다 간략하고 정확하다는 것이

다.  

  또한 이호영(2007)에서는 이호영(1997)에서 제시된 말토막 억양 목록과 준(20

00)에서 제시된 강세구 목록을 비교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2-8> 말토막억양 목록, 강세구 목록과 이호영(2007)의 수정안의 비교 

(이호영, 2007)

이호영(1997) 준(2000) 이호영(2007)

수평조
H Ha HH
L La LL

오름조
L Ha

LHL L+Ha
L+H Ha

내림조

H La

HL
H L+La
H+H La
H+H L+La

내리오름조
H L+Ha

HLH
H+H L+Ha

오르내림조
L+H La

LHL
L+H L+La

오르내리오름조
H+H L+Ha H+LH
L+H L+Ha LHLH

온오름조
LH%

LH%
낮오름조 LM%
오르내림조 LHL% LHL%
내리오름조 HLH% HLH%

LHLH%
HLHL%
LHL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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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호영(2007)에서 제시된 수정안은 그 전의 방

안보다 더 간략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호영(19

99, 2007)에서 제시한 핵억양과 말토막 억양 목록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3.2. 중국어 성조와 억양의 상호작용

  외국어 학습에서 발음이 모국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주지한 

사실이다(범류, 2009).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문장인데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

양으로 실현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들은 한국어 문장을 자신의 모국어의 억양 체계에 따라 운율 

구조를 분석하기 때문이다(정명숙, 2002). 억양을 익히기 어려운 이유는 학습자

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한 모국어의 억양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의 억

양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발음의 다른 분야보다 억양이 모

국어의 간섭을 크게 받는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나타내는 

억양 오류는 중국어의 성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정명숙, 2003). 따라서 한국

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억양에 대해 교육할 때 학습자의 모국어 억양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21). 

  중국어 운율에 대한 본격적인 음운음성학적 연구는 90년대 이후 빠른 속도

로 증가하였으나 중국어 억양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는 상

태이다22). 이는 중국어는 성조언어로 음높이가 음운론의 층위에서 부과되는 성

조와 음성학의 층위에서 부과되는 억양이 억양을 함께 받는 특징이 있기 때문

이다(김수미, 2012).  

  따라서 중국어 억양에 대해 설명하면 중국어 성조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21)왕단(2011)에서는 학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모국어와 비교하고 모국어와 비슷하게 발

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모국어와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2) 이옥주(2015)에서는 표준중국어 경계 성조 연구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론적 주요 

패러다임이나 개념의 도입이 충분한 이론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경계 성조라는 운율 

요소의 정의나 설정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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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국어 억양에 대해 다루기 전 먼저 중국어 성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어는 성조언어로서 네 가지 성조, 즉 음평(고평조), 양평(고승조), 

상성(저강승조), 거성(전강조)가 있다. 그 외에 경성도 있지만 이 음절의 경우 

지속 시간이 짧어서 성조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중국어에서는 각 음절이 모두 성조가 있어 억양을 실현하는 데 성조의 영향

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어 성조와 억양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성조음역

(조역)23)’이라는 개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성조음역의 조절을 

통하여 음높이 변화를 실현함으로써 억양의 기능을 달성한다. 권영실(2004)에서 

그림을 통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그림2-7>  那是第二次世界大战的事(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다.) 

(권영실, 2004: 327)

  “那是第二次世界大战的事”는 모두 2성의 음절로 구성된 문장이다. 그런데 

위 표를 통하여 성조가 같지만 각각의 성조음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비슷한 값을 가지는 조역이 억양의 영향을 받은 뒤에는 높낮이를 

상하로 이동하거나 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영실, 2004). 따

라서 중국어에서는 성조와 억양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은 중국어 성조와 억양은 음운론적 기능으로도 다르며 실현 단위도 성조

는 음절을 단위로 하고 억양은 구절을 단위로 하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근본적

23) 사람에 따라 조역의 높낮이와 넓이가 다르며, 대체로 남자는 약 100~200Hz이고, 여자는 약 

150~300Hz로 남자의 조역이 여자에 비해 낮고 좁은 편이다(오유경,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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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를 할 수 없으나, 다만 음성의 물리적 속성으로 보면 모두 높낮이와 

관련 있는 것이다(맹주억, 1991). 趙元任(2002)에서는 최초로 중국어의 억양과 

성조가 어떤 방식으로 기본주파수를 공유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권영실, 

2004). 이 연구에 따라 성조언어에서의 억양곡선은 문장을 이루는 개개 음절의 

성조를 나열한 것이 아니며 억양과 성조의 곡선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 음높

이 변화운동을 최소한 세 가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권영실, 

2004). 즉 성조언어의 억양곡선을 구성하는 데 성조인 음절 고유의 음높이, 음

운변동에 따라 예측가능한 음높이,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음높이로 

분류해야 한다24). 따라서 중국어의 문장 억양은 성조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완

전히 성조의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정억양, 즉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으로서의 억양에서 성조와 억

양이 공존하는 방식을 동시중합(同時疊加)과 연속중합(連續疊加)으로 나누어 설

명할 수 있다(趙元任, 2002). 동시중합은 조역의 전체적인 상승과 하강, 그리고 

확대와 축소 4가지로 보고, 연속중합은 음절의 발화가 종료된 이후에 계속되는 

것으로 상승, 하강으로 나누었으나 후일 이를 성모와 운모는 없으나 독립적으

로 마치 하나의 음절구실을 실행하는 분절음으로 간주하여 어기조사로 분류하

였다(권영실, 2004). 따라서 연속중합은 억양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원님은 세 가지 비유로 성조와 억양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다

수합’이다. 즉 억양과 성조의 관계를 대수합으로 간단하게 가감하는 것으로 설

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승억양과 4개의 성조가 결합을 하면, 1성 음절은 

56, 2성 음절은 36, 3성 음절은 216, 4성 음절은 513이 된다(권영실, 2004). 두 

번째는 ‘고무밴드’인데 즉 고무밴드의 탄력성을 사용하여 음역의 확대, 축소, 

하향이동, 상향이동을 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큰 파도와 작은 파도’인데 

성조는 작은 파도이고 억양은 큰 파도이다. 작은 파도인 성조가 큰 파도인 억

양이 실현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어서 중국어의 성조와 억양의 관계를 밝힌 후에 중국어의 억양 체계나 특

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趙元任 이후에도 중국어 억양에 관한 연구가 계속 

24) 趙元任(2002)에서는 이를 각각 음절고유의 음높이, 중성(中性)억양의 음높이, 표정억양의 음

높이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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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있다. 

  이옥주(2015)에서 중국어 억양의 체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림2-8> 중국어 억양 체계 (이옥주 2015)

 

  위 표를 통하여 중국어의 억양 체계는 어휘 성조가 실현되는 음절이 모여 

운율 단어를 이루고, 운율 단어는 운율구를 구성한다. 운율구는 다시 억양구를 

구성하는데, 경계 성조는 억양구에 연계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억양 단위에 따라 중국어 억양구조는 머리앞억양, 머리억양, 핵

억양과 꼬리억양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의 억양구 안에서 핵억양

은 가장 마지막의 강한 문장강세이며, 핵억양 앞부분의 문장강세는 머리억양을 

구성하고, 머리억양과 핵억양의 앞뒤로 문장강세가 없는 두 부분은 앞머리억양

과 꼬리억양이다. 억양 구조 중에서 핵억양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발화 의

미와 화자의 의도나 감정과 태도의 중심이 있는 위치이며, 발화 초점의 상징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억양 정보는 대부분 핵억양과 꼬리억양 안에 분포하나, 앞

머리억양과 머리억양 안에도 억양 정보가 있다. 하나의 독립적 문장은 모두 핵

억양이 있고, 억양 구조의 기타 세 가지 성분의 유무는 문장에 따라 달라진다

(오유경, 2000). 따라서 중국어 억양에 있어서 핵억양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억양 구조를 살펴 본 후에 중국어 억양 기능에 대해 다루도록 한

다. 중국어 억양의 기능은 대체로 문법적 기능(기능억양)과 태도 전달 기능(태

도억양)으로 나눌 수 있다25). 정명숙(2003)에서는 핵억양의 고음선과 저음선이 

25)고미숙(2003)에서는 중국어와 같은 성조 언어의 경우도 역시 문말 억양에 있어서는 비성조언

어와 비슷한 억양 모형을 가진다고 밝혔다. 억양이 관여하는 범위나 정도에 대한 것은 합의되

지 않고 있으나, 억양의 서술, 의문, 명령 등의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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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중국어 기능억양과 태도억양에 대해 논의한 바 있

다.

<표2-9> 중국어 기능억양의 분류 (정명숙, 2003)

<표2-10> 중국어 태도억양의 분류 (정명숙 2003)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중국어 성조는 억양이 실현되는 데 큰 영

향을 미치고 있지만 문맥에서 억양도 성조의 재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 예를 들면 감정적 요소도 

억양 실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어의 억양 구성 단위도 음절부터 억양구까지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머리앞억양, 머리억양, 핵억양, 꼬리억양으로 나눌 수 있고, 핵억양과 꼬리억양

은 비교적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중국어 억양의 기능은 문법적 기

능과 태도 전달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정하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종류 특징

협대저억양
실망, 불만, 동정, 거절 등 – 핵억양 이후의 고음선이 급하강하고, 

핵억양과 꼬리억양의 저음선이 아래로 늘어난다.

협대중억양
위로, 주저, 불확실, 원망 등 – 핵억양 이후의 고음선이 점차 하강

하고 핵억양과 꼬리억양의 저음선이 위로 줄어든다.

협대고억양
겁남, 경고, 구호 등 – 핵억양 이후의 고음선이 급하강하고 핵억

양과 꼬리억양의 저음선이 위로 줄어든다.

광대억양
기쁨, 화남, 놀람, 협박 등 – 핵억양 이후의 고음선이 점차 하강하

고, 핵억양과 꼬리억양의 저음선이 아래로 늘어난다.

종류 특징

서술억양
전체 문장의 고음선은 핵억양 뒤에서 급하강하고, 전체 문장의 저음

선은 아래로 늘어난다.

의문억양
전체 문장의 고음선은 핵억양 뒤에서 점차 하강하고, 전체 문장의 

저음선은 위로 줄어든다.

명령억양
전체 문장의 고음선은 핵억양 뒤에서 급하강하고, 전체 문장의 저음

선은 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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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중 억양의 대조

  이 부분에서는 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억양과 중국어의 억양을 

비교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세 가지 측

면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억양 실현 원리, 억양 실현 양상, 억양의 기능으로 나

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억양 실현 원리의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억양 실현 원리에 있

어 중국어와 한국어가 모두 문법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 공

통점을 지닌다. 즉 문형이나 전달하려는 감정 및 태도의 종류가 억양을 실현하

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는 일대일의 관계가 아

니지만 각 문형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억양 형태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각 문형 혹은 감정을 표현할 때 억양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또한 성조언어인 중국어와 비성조언어인 한국어는 억양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성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성조언어인 한국어는 억양 실현

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성조언어인 중국어는 각 음절마다 정해진 성조

가 있어서 억양을 실현할 때 성조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만큼 자유롭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각 문형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억

양 형태가 있으나 그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이어서 억양 실현 양상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먼저 억양 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억양 유형에 있어서 한국어의 억양은 문장 억양, 말마디 

억양, 말토막 억양, 핵억양으로 나눌 수 있고, 중국어의 억양은 머리앞억양, 머

리억양, 핵억양, 꼬리억양으로 나눌 수 있다. 억양 유형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어의 억양 유형을 강세에 따라 구분하고, 한국어

의 억양 유형은 억양 단위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억양 유형

은 다시 말하자면 문장에서 억양 경계를 어디에 놓는지의 문제이다. 한국어의 

억양 경계를 구분할 때는 강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중국어는 강세

에 의해 억양 경계를 놓는다. 그 이유는 한국어가 교착어라서 강세로 억양을 

분석하면 무의미한 곳에서 억양 경계를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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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억양을 실현하는 데 억양 경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억양 패턴으로 볼 때 중국어는 성조의 영향을 받아 억양 패턴을 실

현하는 데 자유롭지 않은 반면 한국어는 억양 패턴을 실현하는 데 비교적 자

유로워서 억양 패턴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와 한국어의 억양 

패턴은 모두 오르느냐 아니면 내리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다시 말하자면 억양 

패턴을 실현하는 기초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억양 패턴이 다

르나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억양 패턴을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 한국어에서 문말 억양이 실현되는 문말 음절에 장음화가 일어난다. 

그 반면 중국어는 문말에 장음화가 나타나기 어려운데 중국어에서는 문말이 

경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아 문말 부분을 약화시켜 발음하는 현상이 빈번

하기 때문이다(권성미, 2011).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화할 때 문

말 음절의 장음화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즉 핵억양 지속 시

간이 한국인만큼 길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억양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시했던 것처럼 한국어 억

양의 기능은 문법적 기능, 화용론적 기능,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중국어 억양의 기능은 문법적 기능, 감정 전달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 억양의 기능에는 화용론적 기능이 제시되이 있지 않지만 중국어

에서도 같은 문장이라도 다른 억양으로 말하게 되면 다른 의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용론적 기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억양은 비슷한 기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할 

때 차이점이 있다. 그 이유는 비슷한 억양 기능을 수행하는 억양 요소가 다르

기 때문이다. 먼저 문법적 기능, 즉 억양이 문형을 결정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마찬가지로 핵억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핵억양

으로 어떤 문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문형을 표현할 

때의 대표적인 억양 패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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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11>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유형별 문말 억양 (권성미, 2011)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말 억양 유형을 수평조, 하강조, 상승조의 세 가지 유

형으로 간단하게 기술하자면 설명의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의문문 말고 다른 문형을 한국어로 표

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중국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의문문 억양을 교육하는 논문이 비교적 많다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감정 전달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어와 한국어 억양

의 감정 전달 기능은 모두 주로 핵억양으로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핵억양 패턴이 감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미 밝혔다. 

오유경(2000)에서는 비성조언어인 한국어의 문미억양에서는 마지막 음절의 고

성조나 저성조의 조합과 그 음역의 넓이가 억양의 의미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듯이 한국어 핵억양의 피치값과 음역도 감정을 전달하는 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張立華 · 楊瑩春(2008)에서도 중국어의 핵억양 음역이 중국

어로 표현된 감정을 구별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

만 성조언어인 중국어의 핵억양은 비성조언어인 한국어의 핵억양과는 다른 점

이 있다. 한국어 발화의 음역의 높낮이는 화자의 감정의 정도와 관련하여 전반

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어 실현될 수 있으나 억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동일한 내적 의도(행위)를 전달하기 위해서 억양의 유형은 반드시 유지되어

야만 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동일한 내적 의도(행위)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억양 유형이 다를 수 있다(오유경, 2000).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국어 억양과 중국어 억양의 대조가 다음 표와 

같다.

한국어 중국어
평서문 수평조, 하강조 수평조, 하강조
설명의문문 상승조 하강조
판정의문문 상승조 상승조
청유문 수평조, 하강조 수평조, 하강조
명령문 수평조, 하강조 하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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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12> 한중 억양의 대조

4. 억양과 실험음성학

  억양에 관한 연구가 다른 연구보다 늦게 발달하는 것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

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전에는 연구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

대조 

측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억양 

실현 

원리

공통점: 문법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억양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차이점: 
한국어는 억양 실현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지만 중국어는 각 음

절마다 정해진 성조가 있어 한국어만큼 자유롭지 못한다.

2. 억양  

    실현 

    양상

공통점:

1.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 문형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억양 형태가 있다. 

2.한국어와 중국어의 억양 패턴이 다르지만 패턴을 실현하는 기

초는 모두 피치가 오르느냐 아니면 내리느냐의 문제이다.

차이점:

1.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각 문형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의 대표

적인 억양 형태가 다를 수 있다.

2.한국어의 억양 패턴을 실현하는 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종류

가 다양하나 중국어의 억양 패턴은 한국어만큼 다양하지 않다.

3.중국어는 고립어라 강세에 의해 억양 경계를 놓으나 한국어는 

교착어라 강세로 억양을 분석하면 무의미한 곳에 억양 경계를 

놓을 수 있으므로 억양 경계를 구분하는 데 강세를 고려하지 않

는다.

4.한국어에서 문말 음절은 장음화가 일어나는 반면 중국어에서 

문말 부분이 약화시켜 발음하는 현상이 많아 문말에 장음화가 

나타나기 어렵다.

3. 억양

의 기능

공통점

1.모두 문법적 기능과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을 수행한다.

2.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핵억

양 패턴이 중요한 위치을 수행한다.

3.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모두 핵억양이 억양의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차이점

1.한국어 억양의 기능 중 화용론적 기능을 제시되어 있고 중국

어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 중국어에서도 억양의 화용론

적 기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한국어에서는 동일한 내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억양의 유형

은 유지되어야만 하나 중국어에서는 성조가 있어 동일한 내적 

의도를 전달하게 위해 사용하는 억양 유형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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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서 음성에 관해 생리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들어온 

후에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물리학의 시각에서 음성을 분석하는 연구자가 

많아지고 있다. 억양에 관한 연구도 컴퓨터의 등장으로부터 활발해졌는데 프로

그램으로 음성을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험음성학적으로 음성을 분

석하는 기술이 급격히 발달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험음성학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음성은 청각적으로만 분석할 수 있는 것

에서 시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음성을 수학적으로 계산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험음성학적 연구의 가장 뚜렷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억양 연구는 물론 모든 음성학 연구에서 실험음성학적 접근법을 활용

하고 있다. 음성학 연구는 컴퓨터와 실험을 빼고 진행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전통적인 연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실험음성학

은 음성학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음성학 연구의 

지엽이 아니고 기초가 되었다( 鮑懷翹·林茂燦, 2014).
  이어서 실험음성학의 발달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험음성학의 

발달 단계는 연구 방법, 주제, 기술 등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1920 년대 이전, 1920-1940년대, 1940-1960년대, 1960-1980년대, 1980년대 이후

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920 년대 이전의 음성학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귀, 뇌, 발음 기관에 의해 진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 사용한 연구 기계는 발화할 때 혀의 위치나 음

높이만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였다.

  1920-1940년대는 실험음성학의 두 번째 발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엑스레

이와 카메라의 활용이 가장 큰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자가 기계를 통

하여 발화할 때 각 기관의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

고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나면서 음높이, 강세, 장단 등 운율적 

특징도 발견되었다. 

  실험음성학의 세 번째 발달 단계는 1940-196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그 때 

엑스레이와 음파기록기 등 기술이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세계 전쟁의 끝으로 수많은 기계가 과학 연구에 도입됨으로써 실험음성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실험음성학이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음성 자체에 대한 연구였다. 즉, 이러한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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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적 요소인 강세, 음높이, 음색, 장단에 대대 더 깊게 연구하고 그 상관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발성에 대한 연구였는데 주로 엑스레이나 의학 기

구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세 번째는 음성 지각에 관한 연구였는데 청자가 어떤 

식으로 음성 정보를 파악하고 수용하는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네 번째 단계는 1960-1980년대인데 이 시기에 등장한 컴퓨터는 실험음성학

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로 음성 식별이나 음성 합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새로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0년부터 실험음성학은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언어

학과 언어공학을 연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실험음성학

은 심리학, 의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확립되었다. 또한 하나의 

음이 아닌 연속적으로 나오는 음성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오늘날에는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실험음성학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다. 음성 자동식별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이슈가 되었다. 이런 배경에

서 음성학 연구는 실험음성학을 활용하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전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억양에 관한 연구도 역시 실험음성학적 접근법으로 진행하

여야 하고, 감정 표현의 억양은 억양의 일부로 역시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

하여야 한다.

5. 중국에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현황과 문제점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적인 공통점과 지위적인 우세로 한국어과를 개설하는 중국 대학교의 수가 많

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가 정확한 억양으로 한국어를 발화하는 것

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절에서는 중국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살

펴보고 학습자의 요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중국에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현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교재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경외국어대학교와 

북경어언대학교, 북경제이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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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각 학교에서 말하기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나 수업 형식이 다양하

고 교재 없이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 가

장 긴 종합한국어 수업, 즉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모두 가르치는 수업에

서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교재는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의 

<한국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신표준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의 <연세 한국어>이다. 이 세 가지의 교재는 중국에서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

용되는 교재이다. 분석할 때 각 교재의 구성 방식, 발음과 관련된 내용, 발음의 

일부인 억양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13> 각 교재의 구성 방식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의 <한국어>라는 교재는 4 권으로 구성하고 있으

며 같은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한 과에서 우선 주제와 관련된 글을 제시 

하고 글에 나온 어휘와 문법을 배운 후 관련된 연습을 하는 순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교재는 문법과 어휘, 혹은 쓰기와 읽기에 초점을 두고 듣기나 말하

기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세 한국어>라는 교재는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의 <한국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 차지

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교재에서는 어휘나 문법과 관련된 부분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읽기 내용에 비해 듣기나 말하기 내용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표준 한국어>라는 교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연습 문제가 많고 듣기와 

말하기 부분이 다른 교재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휘

교재 등급 구성 방식
<한국어> 1-4권 본문-새 단어-어휘 및 관용어-문법-연습

<연세 한국어>
초급 도입-대화-어휘—문법 연습-과제-문법 설명
중급 도입-대화-어휘-문법 연습-과제
고급 도입-대화-어휘-문법-과제

<신표준 한국어>

초급 도입-말하기–듣기-읽기-쓰기

중급
도입-듣고 말하기-듣기1-문법-듣기2-읽고 말하

기-쓰기
고급 도입-듣기-문법-읽기-쓰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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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법에 초점을 두고 구성한다고 하기보다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골

고루 나타난다. 

  이 세 가지의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휘와 문법 영역은 교재의 

주된 부분이고 듣기나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음의 일부인 억양과 관련된 연구라 교재 중 발음과 관련된 내

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교재 중 억양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도 괜찮겠

지만 억양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발음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교재에서 초점을 두는 발음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아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14> 교재 중 발음과 관련된 교육 내용

  위 표를 통해 이 세 가지의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발음 교육 내용은 

모두 분절음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 같은 경우 자음과 모

음, 받침의 발음, 그리고 연음과 음운규칙 등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신표준 

한국어> 같은 경우 자음과 모음, 받침, 연음, 음운규칙 등의 발음 방식 외에 개

별 음절의 발음 방식도 제시하고 있는데 ‘의’가 상황에 따른 발음 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연습 문제에 있어 말하기 활동 혹은 듣기 활동으로 발음을 연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분절음의 측면으로 발음을 연습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빈칸 새우기, 질문에 답하기 등 초분절음과 관계가 없

는 연습 방법이다. 

교재 교육 내용

<한국어>
1. 자음과 모음, 받침의 발음

2. 연음과 음운규칙

<연세 한국어>
1. 자음과 모음, 받침의 발음

2. 연음과 음운규칙

<신표준 한국어>

1. 자음과 모음, 받침의 발음

2. 연음과 음운규칙

3. 개별 음절의 발음 방식(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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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만한 점은 이 세 가지의 교재에서 억양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억양의 기초적인 기능인 문법적 기능에 대해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억양 교육 내용이 없으며 중국

에서의 발음 교육의 일부인 억양 교육은 아주 미흡한 편이고 소홀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억양에 대한 교육 내용이 거의 없는 사실은 억양에 대한 연구가 늦게 시작

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억양에 대한 연구가 컴퓨터 등장한 

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연구보다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억양은 다른 음운 요소보다 비교적 주관적인 음운 요소인데 다시 말하자

면 사람에 따라 같은 의미 정보를 표현할 때 억양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초분절음인 억양은 분절음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다. 억양의 이러한 특성

도 억양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교재에 억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없지만 억양 교육 내

용이 제시된 교재가 있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고려대학교 한국

어>가 그 예이다. 이어서 이 교재에서의 억양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2-15> <교려대학교 한국어>에서의 억양 교육 내용

  <교려대학교 한국어>에서는 억양 교육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표2-15>처럼 억양의 문법적 기능이나 활용론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 즉 한국

어의 기본 문장 유형의 전형적인 억양 양상이 무엇인지, 같은 문장으로 다른 

의미 정보를 전달하려면 억양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특수 종결어미의 억양 

양상이 무엇인지를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1. 문장의 억양
2.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두 가지의 억양
3. -기는요의 억양
4. 관용형의 억양
5. -줄 알다/모르다의 억양
6. 휴지가 날 때의 억양
7. 문장 핵심 부분의 억양



- 44 -

 

<그림2-9> <고려대학교 한국어>에서의 억양 제시 방법

(“마지막 음절이 내리다가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림2-9>처럼 <교려대학교 한국어>에서는 문법 제시 부분이 아니고 

책의 여백에서 억양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억양 곡선과 그에 대한 설명을 통

해 해당 내용을 가르친다. 또한 연습 문제는 무의미 연습과 문장에 의한 연습

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는 많지 않은 억양 교육 내용을 제시되어 있는 책으로써 

기본적인 억양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억양은 제시한 바 있듯

이 문법적 기능과 화용론적 기능 외 감정 및 태도의 전달 기능도 가지는데 이 

기능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감정 억양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감정 억양의 복잡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한국어>에서 억양 교육 내용을 아주 분산적으로 분포되

어 있고 억양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확산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

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인 학습자가 억양 교

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는 34명이 있는데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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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다음과 같다.

 <표2-16> 요구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의 정보

  34명의 학습자 중 26명은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8명은 한국에 있는 언어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한국어 억양 교육을 다소 소홀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31명의 학습자(91.2%)가 한국어 억양이 중

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2-14>와 같다.

<표2-17> 억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학습자가 억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한국어 실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억양을 더 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 중 3명은 억양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억양

을 잘못해도 표정이나 보디랭귀지에 의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나 억양

보다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가 억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26명의 

응답자(82.4%)가 한국어 억양을 수업에서 배운 적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 

배운 적이 있다고 답한 학습자도 의문문이나 평서문의 억양만 배웠거나 글을 

읽을 때 교사가 억양이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는 식으로 배웠다고 하였다. 

  반면 혼자서 억양이 배운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32명(94.1%)의 학습자가 있

성별 명수 한국어 수준 나이
남성 16 고급 22세-27세
여성 18 고급 21세-30세

원인 백분율
1. 한국어 능력을 판단할 때 억양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80.6%
2. 일상생활에서 억양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감정을 표현

할 때 억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67.7%

3. 억양도 한국어의 일부라 학습자로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25.8%

4.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억양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표현하려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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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답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하거나 수업에서 교사의 억양에 주의를 기

울이는 식으로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업에서 한국어 억양에 대해 거의 배운 것이 없지만 학습자가 억양

의 중요성을 느끼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거의 모두 독학을 통하여 

배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억양을 배우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18> 학습자가 억양을 배우는 방법

  감정을 표현할 때 억양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

하였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2-19> 감정 표현의 억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를 통해 학습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억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감정 표현의 억양을 배울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30명의 학습자(88.

2%)가 있다고 답하고 나머지 5명은 수업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며 혼자서 드

라마를 보면서 공부해도 된다고 답하였다. 또는 상황에 따른 억양을 배울 필요

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학습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시 정리하고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유 백분율
1. 같은 문장이라도 다른 억양으로 표현할 때 전달하는 감정이 다르기 때

문이다.
85.3%

2.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억양으로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64.5%

내용 및 방법 백분율
1. 드라마를 보면서 억양을 독학한다. 70.6%
2. 수업에서 교사의 억양에 주의를 기울인다. 44.1%
3. 수업에서 의문문이나 평서문의 억양을 교사에 의해 배운다.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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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0> 요구 분석의 시사점

1. 학습자가 한국어 억양을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에서 한국

어 억양에 대해 거의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억양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면 더 좋다.
2. 수업에서 억양을 배운 적이 있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억양의 기초 기능인 

문법적 기능, 즉 억양으로 문형을 구별하는 내용을 배운 것이다. 억양의 기능 

중 문법적 기능이 가장 기초적이라 무조건 배워야 하지만 학습자가 더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의향이 강하므로 억양의 다른 기능, 즉 감정 및 태도 전

달 기능도 배울 필요가 있다. 
3. 학습자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억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을 갖고 

있고, 특히 상황에 따른 억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따라서 감정 

표현의 억양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가르칠 때 상황 맥락과 결합해 가르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학습자가 한국어 억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라마에 의해 독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업에서도 드라마 등 동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억양을 가

르치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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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인과 한국인의 부정적 감정 표현 억양 양   

  상 분석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의 억양 양상 차이를 파악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억양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정적 감정 표현의 

상황 수집,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문 만들기, 녹음 단계를 거쳐 데이

터를 수집하였고, 청취판단과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1. 실험 대상 및 방법

  부정적 감정이 표현된 발화를 수집한 과정은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부정적 감정 표현의 상황 수집,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문 만

들기, 녹음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감정 표현의 상황 수집: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억양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발화를 수집하여야 한다. 물론 

실생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발화가 더 실제성이 있겠지만 발화 환경에 

서의 잡음을 통제할 수 없는 점, 발화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점,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효율적이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발화

의 수집과 분석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

정을 확실히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대화문 형식으로 만들고 학습자가 

충분히 연습한 후 조용한 곳에서 녹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화자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만드는 것과 학습자의 감정을 제대로 유발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녹음하는 것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점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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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북방방

언을 사용하는 20대 고급 학습자를 녹음 대상으로 선정했고26),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고려해 대화 상대방을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었다. 이 기준(방언 기준 제외)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부정적 감정을 

확실히 유발할 수 있는 대화문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설문조사로 학습

자가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각 부정적 감정을 표

현했던 상황을 수집하였다. 성별에 따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나눠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지 응답자의 정보와 수집된 자료는 다음 <표3-1>과 같다.

<표3-1> 설문지 응답자의 정보 및 수집된 자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문 만들기: 이 단계는 녹음용 대화문을 만드

는 단계로서 먼저 설문조자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배, 동기, 후배, 모르

는 사람과 대화할 때 다섯 가지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을 선정하여야 한다. 우선 선배, 동기, 후배와 대화할 때 같은 감정을 표

현했던 상황(즉 상대방이 다르지만 같은 감정을 표현했던 상황)을 골라냈

고, 응답자가 언급된 수에 따라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상황을 선정하였다.

26) 인지영 외(2013)에서는 중국어는 그 넓은 대륙만큼이나 다양한 방언권이 존재하고 서로의 

방언권은 마치 외국어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국인 피험자들의 출신지를 동일 지

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방언은 북방방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방방언을 사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은 2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실험 대상자의 나이를 이 범위로 한정하였다.  

대상(1) 수집된 자료(1)

중국인 고급 남성 학습자 32명
5감정*4대화상대방*32응답자-미응답54=586개 

상황

중국인 고급 여성 학습자 36명
5감정*4대화상대방*38응답자-미응답62=698개 

상황 
총: 68 명 총: 설문지 68 개, 상황 128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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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상황도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언급된 수에 따라 1위

와 2위를 차지하는 상황을 선정하였다27). 물론 설문 조사의 결과가 비교적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28)

의 의견에 의해 실생활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고 대표성이 있으며 공감하기

가 쉬운 상황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총 40개의 상황(남성 20개, 여성 20개: 

겹친 상황이 있음)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 감정 정도에 따른 억양 양상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 맞춰 해당 감정을 강하게 느

낄 수 있는 대화문을 만들고, 2위를 차지하는 상황에 맞춰 해당 감정을 약

하게 느낄 수 있는 대화문을 만들었다. 또한 무감정의 억양 양상과의 비교

를 통하여 각 감정의 억양적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각 상대방과 대화할 때 

별다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대화문도 함께 만들었다. 

  이어서 대화문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명숙(2003)에서는 오류를 나타내는 문미 억양, 문형, 말토막의 음절수별, 

억양 곡선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대화문에 사용된 분절음을 공명음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정명숙 외(2010)에서는 억양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 마찰음과 격음, 경음의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

서 대화문을 만들 때는 공명음을 중심으로 하고 마찰음과 격음, 경음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강상우 외(2010)에서는 감정 분류를 위한 문장 자질로는 형태소-품사 쌍, 마

지막 어절, 마지막 용언은 감정 분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며 마지막 어미

나 발화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 얻었고, 선험적 

자질과 문맥 자질도 감정 분류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말토막에 대해서는 박지연(2009)에서는 한국어의 강세구의 유형이 4음

절을 기본으로 하며, 4음절보다 길거나 짧은 경우도 음절수에 관계없이 내재한 

운율은 4음절을 기본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에 맞도록 대

화문을 만들었다. 

27) 후배, 동기, 선배와의 대화 상황은 같은 것으로 선정하면 녹음할 때 분절음의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다. 녹음 문장의 종결어미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28)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대학원생 출신이고 교육 현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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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2> 대화문을 만드는 기준

 

  실험자가 제대로 유발된 감정으로 말하는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대화문의 마지막 문장만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대화문과 함께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제시하였다. 대화문과 상황 설명을 

만든 후에 다시 중국인 고급 학습자 남녀 각 3 명, 한국어교육 전문가 2 

명29)에게 보냈고, 대화문에서 나타난 상황으로 지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지와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교육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대화문을 조

절해서 남성 모어 화자용(대화 44개), 여성 모어 화자용(대화 44개), 남성 

학습자용(대화 44개), 여성 학습자용(대화 44개)30)의 최종 녹음 자료를 만들

었다.(부록3 참조)

녹음 단계: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감정 표현의 억양에 대해 연구하므로 어

떻게 하면 피실험자의 감정을 제대로 유발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언

급했듯이 이미 나왔던 연구에서는 거의 모두 정해진 문장을 여러 번 읽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실험자의 감정을 유발하였는데 이 방법만으로는 미흡한 부분

29)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대학원생 출신이고 1년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음. 

30) 모어 화자용 자료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학습자용 자료에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중국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 모어 화자용과 여성 학습자용의 자료는 같은 대

화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 모어 화자용과 남성 학습자용의 자료는 같은 대화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선정된 상황을 한국이이든 중국인이든 일상생활에서 다 쉽게 접할 

수 있어 문화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같은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면 분절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분절음의 영향이 억양 곡선에 미치지 않도록 공명음을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

고 마찰음과 격음, 경음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2. 말토막 억양과 문장 전체의 피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석할 문장의 길

이가 최대로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석할 문장은 세 개의 말토막

을 포함하여 각 말토막의 음절수가 3~6개로 한정된다. 음절수 3~6개가 포함된 

말토막의 억양 양상은 한국어의 말토막 기본형인 음절 4 개가 포함된 말토막의 

억양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 다른 문형보다 평서문의 억양 양상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

석 문장을 평서문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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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우선 감정을 제대로 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영근(1989)에서는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태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내기 위해서 대화형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녹음을 한 후에 청취판단과 음성

분석을 거쳤다. 강상우 외(2010) 에서도 대화는 풍부한 표현력과 직관성으로 인

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의도전달 도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수정(1999)에서는 자전적 화상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자전적 회상법은 

개별 정서를 유발하는 방법인데 마틴(1990)은 이 방법의 성공률이 75%로 여러 

가지 정서유발 방법 중 가장 성공적이라 보고한 바 있다.

  박지연(2009)에서는 대부분의 한국어 억양 교육 연구가 문맥이 배제된 개별 

문장들을 따라 읽게 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

가 10명 미만의 적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김은애(2006)에서도 대화 상황에서는 억양 진단은 용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정식 외(2014)에서는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체험을 통하여 감정을 유발시킴으로써 7가지 감정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

정 음성을 수집하였다. 

  손남호 외(2015)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영상 파일을 이용한 감정 유발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논문의 감정 유발 실험은 피험자가 감정 유발 영상을 보면서 

유도된 감정 상태에서 영상 아래의 자막으로 표시된 문장들을 발화하도록 유

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녹음한 후에 청취판단과 음성 분석 과정을 거쳤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녹음을 하였다. 

(1) 대화문 내용 익히기: 감정을 제대로 유발하기 전에 대화문을 읽히지 않았

다. 단지 녹음 참여자가 녹음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화문 내용과 상황 설

명을 보여 주기만 하였다.

(2) 영상 보여 주기: 손남호 외(2015)에서 드라마를 통하여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듯이 본 논문에서는 실험자가 발화하기 전에 우선 각 감정을 표현

하는 드라마 장면을 통하여 실험자의 감정을 유발하였다.

(3) 상황 회상: 마틴(1990)에서는 상황 화상으로 감정을 유발하는 방법의 성공

률이 75%로 여러 가지 정서유발 방법 중 가장 성공적이라 밝혔다. 따라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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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의 감정을 더 제대로 유발할 수 있기 위하여 실험자에게 각 감정을 표현

하는 드라마 장면을 보여준 후 해당 감정을 표현했던 경험을 회상하라고 요구

하였다.

  상황에 대한 화상을 시킬 때 실험자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의 언어 

표현을 말하도록 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실험자가 그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부정적 감정을 표현된 원인과 그때

의 상황, 분위기, 기분 등을 회상하도록 시켰다.

(4) 대화문 읽히기: 동영상과 상황 회상을 통하여 실험자의 감정을 제대로 유

발한 후 보여 줬던 대화문을 읽히고 녹음을 하였는데 녹음하지 전에 실험자가 

충분히 연습하였다. 녹음은 조용한 강의실에서 SONY-UX560 녹음 기계로 진

행하였다.

  다음으로 녹음 대상을 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으므로 중국에서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의 방언에 따라 말하는 보통화(표준 중국어)의 억양이 다를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방언은 학습자가 말하는 한국어 억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영 외(2013)에서도 중국어는 그 넓은 대륙만큼이나 다양한 방언권이 존

재하고 서로의 방언권은 마치 외국어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중국

인 피험자들의 출신지를 동일 지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으며 대부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방언은 북방방언이다. 따라서 본고는 북방방언을 사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민하(2014)에서는 연령에 따른 억양의 공손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으므로 실험 대상자의 연령에 대해서도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2 외

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10대 후반기나 20대 초반기가 큰 비중을 차지

하므로 실험 대상자의 나이를 이 범위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 외에 화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말하는 억양이 많이 다를 수 있

다. 특히 억양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31).

31) 아이롱칭쓰(2014)에서는 한국인 여성 화자는 남성 화자보다 연결어미의 억양 실현에 있어서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수정(1999)에서는 연령층, 나아가 남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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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미 제시했던 것처럼 본고는 한국에서 일 년 이상 거주한 북방방

언을 사용하는 20대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실험

을 하였다. 가외 변인을 최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참여하는 한국어 

화자는 서울 출신의 20대로 선정되었다. 

 <표3-3> 녹음 대상 및 수집된 자료

  따라서 대화문 내용 익히기, 관련 영상 보여 주기, 상황 회상, 대화문 읽히

기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사람당 44개의 음성 파일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 및 기준

  수집된 1760개의 음성 파일을 청취판단과 실험음성학 두 가지 방법을 통

하여 분석을 하였다. 청취판단을 통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가 감정을 잘 표현한 녹음 파일과 잘 표현하지 못한 녹음 파일을 구분하

고, 청자가 들을 때 혼동하는 감정군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 정도와 상대방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

하였다. 실험음성학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이 각 감정을 표현할 

여성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차별적인 감정표현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

적하였다. 조민하(2012)에서도 남성 발화보다 여성 발화에서 더 역동적인 억양을 관찰할 수 있

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명숙(2003)에서는 억양 자료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으로 언어권별, 학습 

단계, 성별, 연령, 한국 체류 경험, 기간, 부모의 국적 등을 선정하였다. 

녹음 대상 (2)

수집된 자료 (2)국

적
명수 수준 나이

사용

방언

한국 거주 

기간
중

국 

남성10명

여성10명
고급 20대

북방

방언
1년 이상

남성 440개의 파일

여성 440개의 파일
한

국

남성10명

여성10명
20대

서울

말

남성 440개의 파일

여성 440개의 파일

총: 40 명

총: 1760개의 음성 파일 

(5감정*4상대방*2강도+4무감

정)*40실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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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대방이나 정도에 따른 억양 요소 변화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소와 미치는 

정도를 밝혔다. 또한 전형적인 억양 모형과 변화 추세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자가 들을 때 혼동하는 감정군의 억양 차이를 밝혔다.

2.1. 청취판단

  우선 청취판단 참여자와 청취판단에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청취판단자의 정보: 청취판단의 참여자는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 집단은 녹음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인 여성 모어 화자 7명, 남성 모어 화

자 3명(20~27세 사이)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 

즉 1760개의 음성 파일에 대해 청취판단을 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녹음 참

여자 40명(한국인 20명, 중국인 20명)인데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의 

음성 파일 대해서만 청취판단을 하였다.

청취판단의 방법: 녹음 비참여자에게 대화문과 상황 설명을 보여 주지 않

고 음성 파일만 들려주고, 어떤 감정으로 들리는지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1~4의 숫자(1 아주 약함, 2 약

함, 3 강함, 4 아주 강함) 중 하나를 선택하였는데 무감정으로 들린다면 

‘O’ 로 표시하고, 다른 감정으로 들린다면 어떤 감정인지 쓰라고 하였다. 

  녹음 실험을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녹음 참여자에게 녹음 순서와 다르게 

조절한 음성 파일을 보내고, 위에 제시된 방법으로 청취판단을 하였다.

  청취판단을 하는 목적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취판단의 목적1: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감정을 잘 표현한 

녹음 파일과 잘 표현하지 못한 녹음 파일을 구분한다. 중국인과 한국인 모

두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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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청취판단 결과를 통하여 우선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감정을 잘 표현한 녹음 파일과 잘 표현하지 않

은 녹음 파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취판단의 목적1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1: 

(1) 하나의 음성 파일에서 나타난 감정을 70%이상의 비참여 청취판단자가 

지정 감정으로 들린다면 해당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보았다. 이런 기준을 

설정한 첫 번째 이유로는 이호영 외(2007)에서는 4점 중 2.5점 이상의 점수

(62.5%)로 판정된 음성 파일에서 표현한 억양이 자연스럽다고 보았기 때문

이며, 두 번째 이유로는 이영근(1989)에서 일치도가 70%이하인 음성 파일은 

감정을 잘못 표현했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두 개의 기준에 의해 감정을 확실하게 잘 표현한 파일을 구별하기 위해 일

치도가 70%이상인 음성 파일을 감정 억양이 잘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2) 일치도가 70%이하인 음성 파일에 대해 후 청취판단을 하였다. 후 청취

판단을 할 때 일치도가 70%이하인 음성 파일에 관한 대화문과 상황 설명을 

한국인 청취판단자 2 명에게 보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해당 상황에서의 감

정 조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청취판단자가 상황을 잘 이해한 후 2

차 청취판단을 하였다. 2 명의 청취판단자의 상의에 의해 해당 상황에 있어 

음성 파일에서 나타난 억양으로 해당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판단되면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보았다. 나머지 음성 파일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

했다고 보았다.

(3.1. 참조)

청취판단의 목적2: 청자가 들을 때 혼동되는 감정군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청취판단의 목적2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2: 청취판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a감

정을 표현할 때 비참여 한국인이 b감정으로 들린 경우가 25번 이상, b감정

을 표현할 때 비참여 한국인이 a감정으로 들린 경우도 25번 이상이라면, 

청자가 들을 때 화자가 표현한 a감정과 b감정이 혼동된다고 보았다. 이런 

기준을 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을 5가지로 정하였는데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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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할 때 이 5가지의 감정에 포함하지 않은 감정과 무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을 다른 4가지의 감정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취판단자가 10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감정에 대해 판정할 때 다른 4가지

의 감정이 출현 가능한 회수는 40회이다. 그리고 방법1에서 감정을 잘못 

표현했다고 확실히 확정하기 위하여 이영근(1989)에서 사용한 70%를 참고

하였고 혼동되는 감정군을 찾을 때 그 범위를 넓혀 모든 듣기에 혼동하기 

쉰은 감정군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 이호영 외(2007)에서 사용한 62.5%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40번*62.5%=25번으로 정하였다.  

(3.2. 참조)

청취판단의 목적3: 중국인 학습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 정도와 상대방에 따

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청취판단의 목적3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3: 중국인 학습자의 녹음 파일에 

대해 녹음에 참여한 중국인과 비참여 한국인의 판단 결과를 비교하였다.

(3.3. 참조)

2.2. 실험음성학 분석

  수집된 음성 파일을 청취판단을 통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가 해당 감정에 

맞게 표현한 집단a, 중국인 학습자가 해당 감정에 맞게 표현한 집단b, 한국

인 모어 화자가 해당 감정을 잘못 표현한 집단c, 중국인 학습자가 감정을 

잘못 표현한 집단d로 나눠 Praat를 통하여 우선 실험음성학으로 분석하고 비

교하였다.

 먼저 분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여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호영(1997)에서는 핵억양 패턴은 대부분의 감정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고 밝혔듯이 감정 표현의 억양을 분석할 때 핵억양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억양 요소이다. 또한 이호영(1997)에서는 말토막 억양 패턴은 제한한 감

정 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억양을 분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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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양 패턴과 말타막 패턴만 분석하면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그림3-1> 음높이 움직임의 물리적 자질 (오재혁, 2014)

  억양은 문장들에 얹히는 높낮이의 형태이다(이호영, 1991). 따라서 억양에 

대해 분석할 때 높낮이, 즉 음높이의 변화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그림3-1>을 

통하여 억양 분석을 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억양의 

변화 방향과 변화 정도, 변화 속도이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억양 

체계의 기초는 핵억양과 말토막 억양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억양의 변화 방

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핵억양 패턴과 말토막 억양 패턴이 무엇인지

를 분석하기로 하였고, 변화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핵억양과 말토막의 음역 

및 피치값을 분석하기로 하였으며, 변화 속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핵억양 지속 

시간, 말토막 속도32)를 분석하였다.

  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해당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1: 한국인과 중국인(남성과 여성으로 나눔)이 각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나 정도에 따른 억양 요소의 변화 특징, 그리

고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

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1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1: 한국인이 감정에 맞게 표

현한 집단a와 중국인이 감정에 맞게 표현한 집다b를 비교하였다.

(4.1.-4.3. 참조)

32) 말토막 속도=각 말토막의 지속 시간/각 말토막의 음절수. 핵억양은 단 하나의 음절에 얹히

기 때문에 핵억양 지속 시간과 핵억양 속도는 같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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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2: 감정을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2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2: 

  방법1을 통하여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가 나타난 억양 요소가 무엇

인가를 밝혔다. 그러나 차이가 나타난 억양 요소가 감정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SPSS의 로그회귀분석을 통해 감정 범주와 감정 정

도, 대화 상대방의 구별과 관계있는 억양 요소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

고, 각 억양 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같이 밝혔다. 

  이차적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의 청취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SPSS의 로

그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판정된 음성의 

억양 양상과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판정된 음성의 억양 양상을 비교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감정 범주를 잘 표현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어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중국인 학습자의 녹음에서 나타난 감정 정도에 

대해 청취판단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SPSS의 로그휘귀분석을 통해 한국인 모

어 화자가 감정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소를 

밝혔다.

  이상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감정 범주 혹은 감정 정도의 구별에 확실히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소를 밝히고, 각 억양 요소가 감정 범주 혹은 감정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도출하였다.

(4.4. 참조)

  

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3: 실험음성학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론화하고 한국

인 모어 화자의 전형적인 억양 모형을 도출한다. 

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3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3: SPSS의 데이터 감색 방법을 

통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청취판단 결과와 실험음성학 분석 결과를 결합해 한

국인 모어 화자의 감정 범주 혹은 감정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



- 60 -

소의 전형적인 모형을 도출하였고, 그 변화 추세도 밝혔다.

(4.5. 참조)

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4: 각 감정의 억양 특징을 밝히고 화자가 들을 때 

혼동하는 감정군의 억양 차이를 밝힌다.

실험음성학 분석의 목적4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4: 방법3에서 각 감정을 표현

할 때의 억양 양상이 무감정의 억양 양상과의 비교를 통해 각 감정의 

억양 특징을 밝힌 결과를 바탕으로 혼동하기 쉬운 감정군의 억양적 차

이를 비교하였다.

(4.6. 참조)

3. 청취판단의 결과 분석

  이 절에서는 수집된 1760개의 음성 파일을 청취판단을 통한 분석한 결과이

다. 제시한 내용과 같이 청취 판단의 목적은 네 가지가 있고, 각 목적에 해

당하는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감정을 잘 표현

한 음성 파일과 잘못 표현한 음성 파일의 구분

  제시된 내용처럼 하나의 음성 파일에서 나타난 감정을 70%이상의 실험 

비참여 청취판단자가 지정 감정으로 들린다면 해당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보았다. 그 다음 일치도가 70%이하인 음성 파일에 대해 후 청취판단을 했는

데 2명의 청취판단자의 상의에 의해 해당 상황에 있어 음성 파일에서 나타

난 억양으로 해당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판단되면 감정을 잘 표현했다

고 보았다. 나머지 음성 파일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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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남성 모어 화자가 감정에 맞게 표현한 발화의 수

<표3-5> 여성 모어 화자가 감정에 맞게 표현한 발화의 수

<표3-6> 남성 학습자가 감정에 맞게 표현한 발화의 수

남성 모어 

화자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총 개수

노여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68/80
8 7 9 9 9 6 10 10

싫어함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69/80
9 8 10 9 8 8 9 8

부끄러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77/80
9 8 10 10 10 10 10 10

두려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70/80
8 10 9 10 8 9 7 9

슬픔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61/80
6 8 7 9 6 9 8 8

무감정 9 10 10 10 39/40

남성 학습자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총 개수

노여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51/80
6 5 6 6 6 7 8 7

싫어함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64/80
9 9 9 8 6 7 8 8

부끄러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59/80
8 7 8 7 7 8 8 6

두려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56/80
8 8 9 7 8 7 4 5

여성 모어 

화자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총 개수

노여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70/80
10 7 10 7 10 6 10 10

싫어함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76/80
10 10 9 9 10 10 8 10

부끄러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80/80
10 10 10 10 10 10 10 10

두려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67/80
8 9 8 7 9 9 8 9

슬픔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68/80
9 9 9 9 10 9 7 6

무감정 10 10 10 10 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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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여성 학습자가 감정에 맞게 표현한 발화의 수

 

 위의 결과를 합쳐서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8> 화자가 감정에 맞게 표현한 발화의 수

  이를 통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남성보다 여성은 억양으로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모어 화자와 남성 모어 

화자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남성 학습자가 감정을 잘못 표현한 음성 파

일의 수는 여성 학습자의 두 배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학습자는 다른 감정

에 비해 노여움과 싫어함을 표현하는 데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

성 학습자는 감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56/80
5 7 8 8 8 7 8 7

무감정 8 9 8 8 33/40

여성 학습자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총 개수

노여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63/80
9 7 9 6 9 6 7 9

싫어함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54/80
8 5 9 6 6 3 8 9

부끄러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79/80
9 10 10 10 10 10 10 10

두려움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75/80
8 7 8 7 10 9 8 8

슬픔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72/80
8 9 8 8 10 9 10 10

무감정 9 10 9 10 38/40

제대로
표현

잘못 
표현

제대로 
표현

잘못 
표현

남성 모어 화자 384 개 56 개 여성 모어 화자 401 개 39 개
남성 학습자 319 개 121 개 여성 학습자 381 개 5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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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인 모어 화자가 혼동하는 감정군

  앞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a감정에 대한 표현을 실험 비참여 한국인이 

b감정으로 듣는 경우가 25회 이상, b감정에 대한 표현을 비참여 한국인이 

a감정으로 듣는 경우가 25 회 이상일 때, 화자가 표현한 a감정과 b감정이 

혼동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9> 남성 학습자의 발화에 대해 혼동된 감정군

<표3-10> 여성 학습자의 발화에 대해 혼동된 감정군

  결과를 보면 중국인 남성 학습자 같은 경우에 청자가 혼동하는 감정군은 노

여움-싫어함, 노여움-부끄러움, 슬픔-두려움이고, 중국인 여성 학습자 같은 경

우에 청자가 혼동하는 감정군은 노여움-싫어함이다.

<표3-11> 남성 모어 화자의 발화에 대해 혼동된 감정군  

남성 학습자 노여움 슬픔 싫어함 부끄러움 두려움

노여움 34 35 41 26
슬픔 20 13 4 26
싫어함 31 15 2 5

부끄러움 9 9 10 20

두려움 37 32 51 20

여성 학습자 노여움 슬픔 싫어함 부끄러움 두려움

노여움 8 76 6 6

슬픔 40 44 3 13

싫어함 26 2 3 4

부끄러움 0 4 6 4
두려움 1 11 18 3

남성 모어 화자 노여움 슬픔 싫어함 부끄러움 두려움
노여움 4 47 2 2
슬픔 10 11 3 8
싫어함 16 1 0 2
부끄러움 1 2 1 1
두려움 11 3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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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 여성 모어 화자의 발화에 대해 혼동된 감정군  

  결과를 보면 여성 모어 화자의 경우 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감정군이 ‘노여

움-싫어함’인 데 비해 남성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감정

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노여움

-싫어함의 감정군은 화자가 중국인 학습자 또는 모어 화자인 것과 관계없이 

청자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감정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 남성 

학습자의 경우에는 노여움-싫어함 외에도 노여움-부끄러움, 슬픔-두려움 등의 

감정군에서 역시 청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각 감정을 표현할 때의 억양 차이는 

다음 절에서 실험음성학으로 분석할 것이다. 

3.3. 중국인 학습자의 녹음 파일에 대해 중국인 실험자와 

비참여 한국인의 판단 결과 비교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인 남성 학습자와 여성 학습자가 감정의 정도 혹은 

상대방에 따른 표현 억양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중국인 학습자의 녹음 

파일에 대해 녹음에 참여한 중국인과 비참여 한국인의 판단 결과를 SPSS의 

단일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모어 화자 노여움 슬픔 싫어함 부끄러움 두려움

노여움 6 48 4 4

슬픔 0 0 3 2

싫어함 27 4 2 13

부끄러움 0 5 3 3
두려움 4 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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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3> 중국인 학습자의 녹음에 대해 중국인의 청취판단 결과와 

한국인의 청취판단 결과의 단일표본 T검정(여성)33)

33) 감정 범주: 1노여움, 2부끄러움, 3싫어함, 4슬픔, 5두려움

   대화 상대방: 1후배, 2동기, 3선배, 4모르는 사람

   감정 정도: 2약, 3강

감정 범주 대화 상대방 감정 정도 t P
1 1 2 2.698 0.010
1 1 3 2.647 0.010
1 2 2 0.615 0.543
1 2 3 0.969 0.336
1 3 2 0.000 1.000
1 3 3 0.943 0.349
1 4 2 0.153 0.879
1 4 3 1.198 0.238
2 1 2 -0.077 0.939
2 1 3 2.388 0.019
2 2 2 1.385 0.170
2 2 3 2.125 0.036
2 3 2 2.875 0.005
2 3 3 1.774 0.079
2 4 2 1.633 0.106
2 4 3 2.123 0.036
3 1 2 1.672 0.102
3 1 3 3.222 0.002
3 2 2 0.487 0.628
3 2 3 1.578 0.119
3 3 2 -0.326 0.751
3 3 3 2.542 0.018
3 4 2 3.494 0.001
3 4 3 3.422 0.001
4 1 2 -0.947 0.354
4 1 3 -1.057 0.302
4 2 2 1.398 0.177
4 2 3 1.815 0.085
4 3 2 -1.866 0.076
4 3 3 -0.570 0.575
4 4 2 0.711 0.485
4 4 3 0.037 0.971
5 1 2 0.341 0.734
5 1 3 2.332 0.023
5 2 2 0.654 0.517
5 2 3 1.5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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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14> 감정 범주와 대화 상대방, 감정 정도에 따른 차이 정리 (여성)

  우선 여성 학습자의 녹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다. P< .05의 

수준에서 중국인의 판단 결과와 한국인의 판단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는 전제를 바탕으로, 후배와의 대화에서 약하게 노여움을 표현하

는 경우(P=.010), 후배와의 대화에서 강하게 노여움을 표현하는 경우(P=.01

0), 후배와의 대화에서 부끄러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19), 동기와의 

대화에서 부끄러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36), 선배와의 대화에서 부

끄러움을 약하게 표현하는 경우(P=.005),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부끄러

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36), 후배와의 대화에서 싫어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02), 선배와의 대화에서 싫어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

(P=.018),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싫어함을 약하게 표현하는 경우(P=.00

1),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싫어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01), 후

배와의 대화에서 두려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23), 선배와의 대화에

서 두려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04),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두

려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13) 총 13 가지의 경우에서 중국인과 한

국인의 청취판단 결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경우에서 P>0.05라 유의한 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과를 보면 중국인 여

성 학습자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중국인 여성 학습자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리고 동기와의 대화에서의 억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반

면 후배, 선배,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억양 양상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 

감정 범주 노여움(2회), 부끄러움(4회), 싫어함(4회), 두려움(3회)

대화 상대방 후배(5회), 동기(1회), 선배(3회), 모르는 사람(4회)

감정 정도 강(10회), 약(3회)

5 3 2 1.033 0.305
5 3 3 2.952 0.004
5 4 2 0.682 0.500
5 4 3 2.8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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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여성 학습자가 표현된 노여

움과 부끄러움, 싫어함, 두려움의 발화에 대해 중국인의 인식과 한국인의 

인식이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중국인 여성 학습

자가 감정 범주에 따른 억양 변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남성 학습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3-15> 중국인 학습자의 녹음에 대해 중국인의 청취판단 결과와 

한국인의 청취판단 결과의 단일표본 T검정(남성)34)

34) 감정 범주: 1노여움, 2부끄러움, 3싫어함, 4슬픔, 5두려움

   대화 상대방: 1후배, 2동기, 3선배, 4모르는 사람

   감정 정도: 2약, 3강

감정 범주 대화 상대방 감정 정도 t P
1 1 2 1.395 0.173
1 1 3 4.233 0.000
1 2 2 2.978 0.005
1 2 3 2.752 0.008
1 3 2 1.370 0.179
1 3 3 0.905 0.371
1 4 2 0.704 0.484
1 4 3 1.421 0.160
2 1 2 0.000 1.000
2 1 3 -0.655 0.515
2 2 2 -0.867 0.389
2 2 3 -0.729 0.468
2 3 2 0.000 1.000
2 3 3 0.625 0.535
2 4 2 1.801 0.076
2 4 3 0.850 0.398
3 1 2 0.403 0.689
3 1 3 1.256 0.214
3 2 2 0.165 0.870
3 2 3 0.983 0.330
3 3 2 0.467 0.645
3 3 3 4.150 0.001
3 4 2 2.495 0.016
3 4 3 3.955 0.001
4 1 2 1.265 0.210
4 1 3 -0.529 0.603
4 2 2 1.070 0.288
4 2 3 0.409 0.687



- 68 -

 <표3-16> 감정 범주와 대화 상대방, 감정 정도에 따른 차이 정리 (남성)

  여성의 녹음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P< .05의 수준에서 중국인 남성

의 판단 결과와 한국인의 판단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단일표본 T검정에 따르면 후배와의 대화에서 강하게 노여움을 표

현하는 경우(P=.000), 동기와의 대화에서 노여움을 약하게 표현하는 경우(P

=.005), 동기와의 대화에서 노여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08), 선배와

의 대화에서 싫어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01), 모르는 사람과의 대

화에서 싫어함을 약하게 표현하는 경우(P=.016),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싫어함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01),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두려움

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P=.025)에 있어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남성 학습자도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상대방별로 볼 때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억

양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 범주별로 볼 때 부끄러움과 

슬픔보다 노여움과 싫어함, 두려움을 표현할 때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즉 감정 범주에 맞게 표현하는 데 곤란이 있는 것이다.

  이어서 감정 정도 혹은 대화 상대방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도

록 하겠다.

감정 범주 노여움(3회), 싫어함(3회), 두려움(1회)

대화 상대방 후배(1회), 동기(2회), 선배(1회), 모르는 사람(3회)

감정 정도 강(5회), 약(2회)

4 3 2 0.874 0.385
4 3 3 -0.161 0.873
4 4 2 -0.902 0.379
4 4 3 1.831 0.080
5 1 2 0.293 0.771
5 1 3 -1.766 0.082
5 2 2 -0.197 0.845
5 2 3 0.153 0.879
5 3 2 0.100 0.921
5 3 3 -0.350 0.727
5 4 2 0.604 0.557
5 4 3 2.6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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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 정도별

<표3-17> 여성 학습자의 감정 정도에 따른 발화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판단 결과 비교

  노여움을 표현한 녹음 파일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는 대체로 감정의 정도가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같은 파일에 대해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후배나 동기와의 대화에서는 감정의 정도와 점수기 비례했지만 선배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모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는 

중국인 학습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움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모두 다 대체로 표현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매겨진 점수도 높아졌다. 그러나 모어 화자가 느끼는 감

정의 정도는 학습자 자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싫어함은 표현한 경우에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대체로 표현한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선배와의 대화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모

노여움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감정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2.29 1.83 2.35 2.08 1.71 2.00 2.45 2.49
중국인 3.20 2.80 2.70 2.33 2.00 2.00 2.89 2.56

부끄러움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감정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1.91 1.41 2.05 1.54 2.67 2.30 2.43 2.15
중국인 2.50 1.40 2.70 1.90 3.20 3.00 3.20 2.78

싫어함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감정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1.99 1.74 1.89 1.83 2.11 3.00 2.11 1.76
중국인 3.00 2.44 2.40 2.00 3.13 2.86 3.44 3.00

슬픔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감정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2.40 2.36 2.21 1.93 2.35 2.69 2.77 2.00
중국인 2.00 1.89 3.14 2.56 2.00 2.00 2.88 2.29

두려움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감정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2.17 2.21 2.20 2.18 2.45 2.35 1.67 2.71
중국인 3.00 2.33 2.67 2.43 3.44 2.75 2.6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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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는 학습자 자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을 표현한 경우에는 선배와의 대화 외에 다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학습자와 모어 화자가 모두 표현하는 정도가 높은 녹음일수록 점수도 높아졌

다. 

  두려움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외에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가 모두 대체로 표현하는 정도가 높은 녹음일수록 매겨진 점수도 높아졌다. 또

한 모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는 학습자 자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느끼는 감정 정도가 중국인 여성 학습자보다 낮

으나 표현한 감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도 대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남성: 정도별

<표3-18> 남성 학습자의 감정 정도에 따른 발화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판단 결과 비교

노여움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1.72 2.13 1.79 1.59 1.72 1.56 2.80 2.12

중국인 2.78 2.67 2.67 2.44 2.00 1.67 3.33 2.38

부끄러

움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2.69 2.50 2.66 2.61 2.65 2.80 2.32 1.75
중국인 2.40 2.50 2.40 2.30 2.89 2.80 2.67 2.30

싫어함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2.23 1.97 2.17 2.27 1.47 1.73 1.70 1.74
중국인 2.70 2.10 2.50 2.33 2.88 1.89 3.00 2.50

슬픔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2.33 1.98 2.27 2.11 2.29 2.29 2.13 2.42
중국인 2.00 2.40 2.50 2.50 2.20 2.60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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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남성 학습자의 경우, 노여움을 표현한 녹음 파일에 대해 중국인 학

습자는 대체로 감정의 정도가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매겼으나, 모어 화자가 느

끼는 감정의 정도는 학습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움을 표현한 경우 중국인 학습자는 동기나 선배, 모르는 사람과의 대

화에서 감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겼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는 후

배나 동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감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

겼다. 그리고 모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는 학습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싫어함을 표현한 경우 중국인 학습자는 감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

를 매겼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동기나 선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

서는 비례했으나 후배와의 대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모어 화자가 느끼

는 감정의 정도는 학습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을 표현한 경우에 중국인 학습자는 대체로 감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

은 점수를 매겼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후배, 동기, 선배와의 대화에서는 비례

했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모어 화자가 느끼

는 감정의 정도는 학습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을 표현한 경우에는 후배나 동기, 선배와의 대화에서는 중국인과 한

국인 모두 감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겼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대

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인 여성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모어 화자가 느끼는 감정 

정도가 중국인 남성 학습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현하는 감정

의 정도가 높을 녹음 파일일수록 점수도 대체로 높게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다. 여성: 상대방별

두려움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정도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한국인 2.51 2.02 2.37 2.08 2.77 2.11 1.00 2.00
중국인 1.71 2.13 2.43 2.00 2.63 2.14 2.13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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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9> 여성 학습자의 대화 상대방에 따른 발화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판단 결과 비교

  노여움을 표현한 경우에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모두 후배, 

동기, 선배의 순서로 느껴지는 감정의 정도가 낮아졌다.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한 대화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후배를 대상으로 한 

대화에서의 정도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한국인 모어 화자는 모르는 사람을 대

상으로 한 대화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끄러움을 표현한 경우에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모두 후배, 

동기, 선배의 순서로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높아졌고,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

노여움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

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2.29 2.35 1.71 2.45 1.83 2.08 2.00 2.49
중국인 3.20 2.70 2.00 2.89 2.80 2.33 2.00 2.56

부끄러움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1.91 2.05 2.67 2.43 1.41 1.54 2.30 2.15
중국인 2.50 2.70 3.20 3.20 1.40 1.90 3.20 2.78

싫어함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1.99 1.89 2.11 2.11 1.74 1.83 3.00 1.76
중국인 3.00 2.40 3.13 3.44 2.44 2.00 2.86 3.00

슬픔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2.40 2.21 2.35 2.77 2.36 1.93 2.69 2.00
중국인 2.00 3.14 2.00 2.88 1.89 2.56 2.00 2.29

두려움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2.17 2.20 2.45 1.67 2.21 2.18 2.35 2.71
중국인 3.00 2.67 3.44 2.60 2.33 2.43 2.75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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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대체로 선배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감정 정도와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싫어함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대체로 동기, 후배, 선

배, 모르는 사람의 순서로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높았다. 슬픔과 두려움을 표

현한 경우에는 뚜렷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 남성: 상대방별

<표3-20> 남성 학습자의 대화 상대방에 따른 발화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판단 결과 비교

노여움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1.72 1.79 1.72 2.80 2.13 1.59 1.56 2.12
중국인 2.78 2.67 2.00 3.33 2.67 2.44 2.00 2.38

부끄러움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2.69 2.66 2.65 2.32 2.50 2.61 2.80 1.75
중국인 2.40 2.40 2.89 2.67 2.50 2.30 2.80 2.30

싫어함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2.23 2.17 1.47 1.70 1.97 2.27 1.73 1.74
중국인 2.70 2.50 2.88 3.00 2.10 2.33 1.89 2.50

슬픔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2.33 2.27 2.29 2.13 1.98 2.11 2.29 2.42
중국인 2.00 2.50 2.20 3.00 2.40 2.50 2.60 2.00

두려움 강 약

상대방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후배 동기 선배

모르는 

사람
한국인 2.51 2.37 2.77 1.00 2.02 2.08 2.11 2.00
중국인 1.71 2.43 2.63 2.13 2.13 2.00 2.14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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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여움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대체로 후배, 동기, 선

배의 순서로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화에서는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부끄러움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후배와 동기와의 대

화는 비슷한 정도로 느껴지고, 선배와 대화는 가장 높은 정도로 느껴졌다. 모

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싫어함을 표현한 경우에 학습자는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화에서는 

가장 높은 감정의 정도를 느꼈는데 다른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슬픔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감정의 정도

가 비슷하게 느껴졌다. 

  두려움을 표현한 경우에는 중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 모두 대체로 후배, 

동기, 선배의 순서로 감정의 정고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감정 정도가 다른 상

대방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정도보다 약했지만 학습자의 경우에는 규칙을 발견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화의 대상에 따라 나누어 볼 때, 여성 학습자와 남성 학습자 모두 

후배-동기-선배/동기-후배-선배의 순서로 감정의 정도에 많은 변화를 보고, 모

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에 있어 규칙을 발견하기가 어렵

다. 또한 남성 학습자보다는 여성 학습자의 경우에 감정의 정도의 변화 추이가 

규칙적인 편이었으나 두 경우 모두 뚜렷한 규칙을 도출해내기 어려웠다. 

4. 청취판단 결과에 의한 실험음성학 분석  

                  

  이 절에서는 수집된 음성 파일에 대해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하였다. 실험음

성학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감정 정도 혹은 대

화 상대방에 따른 억양 양상 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감정을 표현하

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양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리고 각 감정의 

억양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청자가 혼동하는 감정군을 억양으로 구별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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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정 정도와 상대방에 따른 억양 변화 방향에 대한 분

석

  우선 억양 변화 방향에 대한 실험음성학 분석인데 이 부분에서 발화에서 사

용한 핵억양 패턴과 말토막 억양 패턴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호영(1991)에서 

제시했듯이 한국어 억양 체계의 기초는 핵억양과 말토막 억양이다. 그리고 억

양 변화 방향과 관련된 억양 요소는 억양 패턴이기 때문에 핵억양 패턴과 말

토막 억양 패턴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1) 핵억양 패턴에 대한 분석

가. 중국인 여성 학습자와 한국인 여성 모어 화자의 비교

  ①정도별

<표3-21> 감정 정도에 따른 여성 학습자와 여성 모어 화자의 핵억양 패턴 

비교

노여움

후

배

무감정 강 약

동기

무감정 강 약
중 국

인
L% LHL%

L%,LH

L%

중 국

인
L% LHL% LHL%

한 국

인
L%

LHL%,

L%
LHL%

한 국

인
L% LHL%,L% L%

선

배

무감정 강 약
모 르

는 사

람

무감정 강 약
중 국

인
L% L% L%

중 국

인
L% ML% L%

한 국

인
L% L% L%

한 국

인
L% L% L%

슬픔

후배

무 감

정
강 약

동기

무 감

정
강 약

중국인 L% ML% LM% 중국인 L% ML% LM%

한국인 L% L% L% 한국인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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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K-F 노여움-강의 억양 곡선      

    

부끄러움

후배

무 감

정
강 약

동기

무 감

정
강 약

중국인 L% L% LM% 중국인 L% L% L%,LM%

한국인 L% L% L% 한국인 L% L% L%

선배

무 감

정
강 약 모 르

는 사

람

무 감

정
강 약

중국인 L% L% L% 중국인 L% L% L%

한국인 L% L% L% 한국인 L% L% L%

싫어함

후배

무 감

정
강 약

동기

무 감

정
강 약

중국인 L%
L%,LM

%
LHL% 중국인 L% LM% ML%

한국인 L% L% M% 한국인 L% LM%,L% L%

선배

무 감

정
강 약 모 르

는 사

람

무 감

정
강 약

중국인 L% L% L% 중국인 L% L% L%

한국인 L% L% L% 한국인 L% L% L%

선배

무 감

정
강 약 모 르

는 사

람

무 감

정
강 약

중국인 L% L% L% 중국인 L% L% L%

한국인 L% L% LM% 한국인 L% L% L%

두려움

후배

무 감

정
강 약

동기

무 감

정
강 약

중국인 L%
L% ,LH

L%

L%,ML

%
중국인 L% L% L%

한국인 L% L% L% 한국인 L% L% L%

선배

무 감

정
강 약 모 르

는 사

람

무 감

정
강 약

중국인 L% L% L% 중국인 L% L% L%

한국인 L% L% L% 한국인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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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K-F 노여움-약의 억양 곡선                      

 <그림3-4> C-F 노여움-강의 억양 곡선    

   <그림3-5> C-F 노여움-약의 억양 곡선       

  

  노여움을 표현할 때 중국인 학습자는 L%, LHL%, ML% 이 세 가지 핵억양을 

사용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는 LHL%, L% 두 가지 핵억양을 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후배, 동기와 대화할 때 표현하는 

감정의 정도와 관계없이 다 LHL%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였는데 선배와 대화할 

때 감정 정도와 관계없이 L%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감정 정도에 따라 ML%, L%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의 경우에는 선배,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감정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다 

L% 핵억양 패턴을 사용했는데 후배와 대화할 때 감정 정도와 관계없이 LHL%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고 동기와 대화할 때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L%, LHL%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동기, 모르는 사람과 대화

할 때 한국인보다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였

다. 또한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 선배,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핵억

양 패턴은 후배, 동기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핵억양 패턴보다 감정을 더 약하

게 전달한다. 즉, 무감정의 핵억양 패턴과 유사하다. 이를 통하여 감정을 강하

게 표현할 때 LHL%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감정을 약하게 

표현할 때 L%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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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6> K-F 부끄러움-강의 억양 곡선         

<그림3-7> K-F 부끄러움-약의 억양 곡선                  

 <그림3-8> C-F 부끄러움-강의 억양 곡선            

<그림3-9> C-F 부끄러움-약의 억양 곡선  

      

  부끄러움을 표현할 때 한국인 모어 화자는 표현하는 감정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다 L%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약하게 표현할 때 L

M% 핵억양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3-10> K-F 싫어함-강의 억양 곡선             

<그림3-11> K-F 싫어함-약의 억양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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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 C-F 싫어함-강의 억양 곡선                   

<그림3-13> C-F 싫어함-약의 억양 곡선       

 

  싫어함을 표현할 때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 선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표현하는 감정 정도와 관계없이 L% 패턴을 사용하였다. 후배, 동기와 대화할 

때는 중국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핵억양 패턴(LM%, ML%, LHL%, L%)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핵억양 패턴(LM%, M%, L%)보다 피치 변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14> K-F 슬픔-강의 억양 곡선        

<그림3-15> K-F 슬픔-약의 억양 곡선    

 <그림3-16> C-F 슬픔-강의 억양 곡선                   

<그림3-17> C-F 슬픔-약의 억양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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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들려주는 문장의 말토막 억양과 같은 그림을 선택하세요.

    (문장: 찾고 있습니다.)

<3> 문장쌍을 듣고 차이가 나타나는 억양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하세요.

    (내일 학교 가요./내일 학교 가요?)

    (그만해./그만해!)

    (바로 갈게요./바로 갈게요!)

(1) 핵억양 패턴 (2) 핵억양 시속 시간 (3) 말토막 속도 (4) 핵억양 음역 (5) 

문장 피치값

2. 감정 표현의 억양에 대하여

<1> 다음은 싫어함을 표현하는 발화의 억양 곡선인데 감정을 더 강하게 표

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표시된 부분: 핵억양).

(문장: 네 돈 아닌데 자랑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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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노여움을 표현하는 발화의 억양 곡선인데 그 중 감정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발화 곡선을 선택하십시오(표시된 부분: 핵억양).

(문장: 그래도 공공장소인데 조심해야하지요.)

<3> 다음은 두 가지의 드라마 장면입니다. 보고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해

당 문장을 적절한 억양으로 더빙을 해 보세요.

(1) 가방이나 좀 풀고 얘기해요. (치즈인더트랩 3회 13:00)

(2) 그래서 나도 황당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3회 2:40)

활성화 단계

주어진 상황에 맞게 팀원들과 같이 역할극을 해 보세요.

  밤부터 새벽 3시에 룸메이트가 계속 방에서 전화하고 있었다. 나는 내일 

낮에 시험이 있어서 잘 쉬고 싶은데 그 전화 소리 때문에 자지 못하였다. 

그래서 룸메이트에게 내일 전화하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계속 하고 있었

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룸메이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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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n Teaching the Role of Intonation 

in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Focusing on 

Advanced Chinese Learners 

Jia Mengme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n educational program 

for Chinese learners to express negative sentiment in Korean 

intonation, so as to help Chinese learners express negative emotions 

in appropriate intonation and achieve more successful daily 

communication. Compared with the intonation of positive feelings, 

Chinese learners encountered more difficulties in expressing the 

negative feelings.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many situations 

where misunderstandings can arise due to the inability to properly 

express negative feelings, which reflects the necessity of research.

  In order to make the study more practical and in terms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earners, the paper divided the objects that 

talk to into seniors, same-age, juniors and strangers. The focus of 

the study was to clarify the inton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negative emo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 intensity of the 

emotion, and the changes in the intonation with the object of 

conversation. 

  Chapter Ⅱ firstly elabo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xpression and intonation, and then divided the negative emotions 

into anger, shame, sadness, fear and disgust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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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basis. Then by comparing the representative research of 

Korean intonation system – Lee, Hoyoung(1991, 1999, 2007) and 

Jun(1999, 2000), it can be found that Lee is simple and correct in the 

study of Korean intonation system, so the basis of the paper is this 

study. Next, Chinese and Korean intonation were compared,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nd out.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nation and instrumental phonetics was expounded,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intonation education in 

China were analyzed. 

  Chapter Ⅲ analysed the negative emotional intonation between Chi

nese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To this end, a questionnair

e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the situations that negative feeling

s had expressed by male learners and female learners when communi

cating with Koreans. Then, based on this, the dialogue texts using for 

recording were completed and recorded. When analyzing the sound re

cordings, two methods were adopted, they were judgment and instrum

ental phonetics. First of all, by the judgment of Korean native speake

rs, sound files that Korean and Chinese people correctly expressed fe

elings were separated with the files that failed to express feelings, an

d found out the confusing feelings. Next, the consistency of the Kore

an speakers' intonation was analyzed,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i

ntonation of Chinese students' emotional intensity and the changes in 

the intonation of the subject. Then with the using of instrumental pho

netics analysis, first the sound recordings that Korean people correctly 

expressed feelings and the sound recordings that Chinese people corr

ectly expressed feelings were compared, which elaborated the intonati

on changes of Korean and Chinese according to the emotional intensi

ty or objects that talked to. Then by comparing the sound files with 

the correct expression of emotion and files that failed to express the 

emotion, the intonatio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motio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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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ound out. Finally, by comparing the emotionless intonation, the c

haracteristics of the intonation of each emotion were analyzed and a 

method to distinguish the confusing emotion was put forward accordin

g to this. Chapter Ⅳ, the education method for Chinese students' neg

ative emotional intonation were put forward and the educational effec

t was proofed. in this chapter, First, the educational content of Korea

n intonation system, intonation factors, and negative emotional intonat

ion were determined. Then the education model cognition–explanation
-practice–active–organization was put forward, and in accordance wit
h this model, the intonation recognition method of using Praat's inton

ation adjustment function, the intonation training method of using aud

iovisual materials, and the method of activation through situational re

production were proposed.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 education 

program was proposed and its educational effect was verified.

Keywords:  Korean Intonation Education, Chinese Learners; negative Emot

ional Expressions, Emotional Intensity, Objects of conversation

Student Number: 2016-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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