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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은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

이다. 발음 중에서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국어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

이 받으며 동시에 개선되기가 어려운 요소가 바로 억양이다. 표준 중국어 화자

들의 경우 모국어인 중국어, 특히 성조가 한국어 억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

고 이에 따라 한국어 억양 실현에 있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한국어 의문문은 유형별로 그 억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화자의 의도

나 발화 상황에 따라 같은 형태의 의문문 문장일지라도 억양을 다르게 실현해

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

문문 억양을 구사할 때 겪는 어려움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며, 문제 해결 방법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논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먼저 억양의 개념과 한국어 억양의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전선아

(2000)의 강세구 기술 방법과 이호영(2007)의 경계억양 패턴 기술 방법을 본고

의 기본 전사 체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국어학계, 한국어교육학계의 연구

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각 유형별 억양의 특징에 대

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유형들과 대응되는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을 밝혔고

이에 따른 억양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 표준어 화자의 구체적인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 표준어 화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의문문 유형별로 실험 문항을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분석은 발화

된 문장의 경계억양을 위주로 하여, 문장 전체의 반음구간과 문장 변화 추세에

대하여 한·중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비교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

은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중 화자는 첫째,

발화 음역과 그 지속시간, 둘째, 의문문의 문장억양 음역구조, 셋째, 경계억양

의 변화폭, 넷째, 경계억양의 패턴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부정

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억양 구분에 있어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었

다. 대조분석과 사후 인터뷰 결과 한·중 화자의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이 차이

를 보이는 원인으로 모국어의 영향, 심리적인 요인, 한국어 억양의 복잡성 등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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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였다. 앞장의 실험 결과에 따라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문문 유형에 따른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대

한 전체적인 인식(강세구 억양, 의문문 경계억양,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

문에 대한 이해)을 갖게 한다. 둘째, 중국 표준어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발화

에 있어 경계억양의 변화폭을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연습방법과 훈련방법을

제시한다. 억양 곡선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전체적인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대하여 인지시키고, 발음, 억양, 속도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듣는 동시에 따라

읽거나 말하는 방법인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Shadowing) 연습법을 통해 억양

연습 및 훈련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상의 인지 및 훈련방법을 적용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도입-제시-연습-평가단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음역, 음장, 경사도, 5도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 표준

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을 비교하고,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 주요어 : 발음 교육, 의문문 억양, 실험음성학 연구, 경계 억양, 그림자처럼

따라하기, 억양 교수법

* 학 번 : 2012-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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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 표준어 화자1)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양

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

육의 교수·학습 방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적인 한국어 억양 교육,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억양 교육 및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본고의 필요성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억양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충족과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은 필수적이다. 문법이나 어휘력과 같은 언어 지

식이 풍부한 학습자일지라도,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유창하지 못하다면 효과적

으로 의사소통을 이루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허용·김선정(2006)에 따르면

발음은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가장 일찍 굳어지는 것으로, 화자의 유창성에 관

한 첫인상을 좌우하며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이

다.

정명숙(2002)에서도 외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발음임을 지적하였다. 그중에서도 자음이나 모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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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러운 ‘억양’을 익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실제 김은애(2002)

에서 한국어 교육기관 세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285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발음 중 가장 어려워하는 것

이 ‘억양’으로 드러났다(김은애 외, 2008, 재인용).

또한 연구자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설문 조

1) 중국 표준어는 보통화(普通话)라고 하며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다. 보통

화는 북경성조를 기초 성조로 삼고 있으며 북방방언을 기초로 한다. 본고의 중국 표준어 화

자란 북방방언권에 속하는 지역 출신으로, 평소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가

리킨다. 본고에 등장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중국인 피험자’ 등의 용어는 모두 중국 표

준어 화자를 가리키는 말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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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 결과, 97%의 학습자가 더욱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양으로 말하고 싶다고

답하였고, 그중 72%의 학습자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한국

어 억양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94%의

학습자가 한국어 억양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여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억양 교육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예비 설문 조사와 함

께 실시한 사전 인터뷰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한국어 학습의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 학습에 대한 동기를 충족

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의 실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억양을 실현함에 있어 모국어의 영향, 특히 성조의 영향을 크

게 받는 중국 표준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발

음’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발음의 다양한 요소 중 언어마다 다르

게 나타나는 초분절음적 음소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국

어의 초분절적 음소의 특징과 한국어의 초분절적 음소의 특징을 비교하는 과

정이 필수적이다(강현화 외, 2003).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

육을 실시할 때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론적 배경으로 대조분석 가설(CAH: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범류(2014)에 의하면 억양 교

육을 실시하는 이론적인 근거 역시 대조분석 가설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표준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중국어와 한국어 억양의 대조분석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표준어의 성조가 외국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에

이를 대조,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의 필요성은 허용·김선정

2) 예비 설문 조사는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구글 폼즈(Google Forms)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어 억양 학습 동기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인

원은 총 31명으로, 중국 내 대학 또는 한국 내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3~6년간 배운 중국인 학

습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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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이들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모국어인 중국

어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어 발화 시 성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억양 교육에 있어 성조가 한국어 억양에 간섭 현

상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영향을 주며 조화되는 중국어의 성조와 억양으로 인해 중국

어는 성조가 없는 언어보다 더욱 특이하고 복잡한 억양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억양 체계에 익숙한 표준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 부정적

인 전이를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표준 중국어 화자에게 한국어 억양을 가르칠 때에는 한국어의 문체법

중 특히 의문문의 억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어 의문문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도 있으며 발화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등 매우 복잡한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특징으로 인하여 언어 내 간섭 현상, 즉 한국어 의문문의 특징

이 억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어 의문문의 억양은 의문사와 어기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어

기사가 존재할 경우 어기사의 종류에 따라 억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중

국어 의문문 억양의 특징이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어

간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은 다른 문장 유형의 억양에 비하여 훨씬 복잡

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억양 실현 양상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문문의 억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본고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표준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를 확립한다.

둘째,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 표준어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양상을

비교하고,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차이의 원인

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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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 표준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을 설계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1) 한국어 억양에 관한 연구

2절 1항에서는 본고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 억양의 기본 체계를 다룬 연구와

함께 한국어교육 내 억양 교육의 연구들을 살핀다.

이현복(1976), 전선아(Jun, 1993, 2000), 이호영(1996) 등은 한국어 억양의 기

본 체계를 다룬 대표적인 논의이다.

이현복(1976)에서는 청각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가장 흔히 쓰이는 서울말의

억양 형태를 분석하고 억양의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한편 한국어 억양 체

계를 유형화한 연구로는 이호영(1996)과 전(Jun, 1993, 2000)이 있다. 이호영

(1996)은 전체론적인 기술을 기반 이론으로 삼아 억양의 단위로 ‘문장, 말마디,

말토막’을 설정하였고, 핵억양과 말토막 억양을 목록화하였다. 반면 전(Jun,

1993)은 생성음운론적인 원자론적 기술 방법을 바탕으로 강세구와 억양구의

두 가지를 운율 단위로 설정하고 강세구 억양 패턴과 경계억양 유형을 제시하

였다.

이상의 연구를 기초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에 대하여 논의한 연

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미라·이해영(1994), 정명숙(2002), 김은애 외(2008)

등이 있다.

오미라·이해영(1994)에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억양을 구사하는 외국인의 말

이, 분절음은 정확하나 억양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말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

고 하며, 같은 통사 구조를 지닌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억양 구조 때

문에 의미 차이가 생김을 밝힘으로써 한국어 억양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또한 억양의 기능을 문법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으로 나누고, 동일한 형태

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억양에 따라 의미의 분화가 생기는 상황을 분석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억양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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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숙(2002)에서는 정확한 억양 사용이 담화의 의미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발화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억양 교육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그는 전(Jun, 1993)의 K-ToBI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발전시켰

는데, 즉 한국어 강세구의 억양이 기본적으로 LHLH(강세구의 첫 음절의 초성

이 격음, 경음, 마찰음일 경우에는 HHLH) 유형으로 실현된다고 보고, 억양구

의 경계 부분에서 실현되는 억양을 L%, H%, LH%, HL%의 네 가지 기본 유

형으로 단순화하였다. 또한 분절음보다 초분절음이 먼저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며 초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억양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으나, 중급과 고급 단계의 억양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 억양에 대하여 살핀 김은애 외(2008)는 억양의 의미와

기능을 크게 문법적 기능, 감정 및 태도의 전달 기능, 화용적 기능, 사회언어학

적 기능으로 나누고 있으며, 한국어 억양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문

사 의문문과 부정사 의문문에 중점을 두고 억양 교육의 내용을 인지단계, 연습

단계, 평가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마지막 평가단계가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관한 연구

이숙향(1984), 이호영(1996) 등은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별로 경계억양을 기술

하여 제시하였다.

이숙향(1984)은 한국어 억양의 형태와 기능을 관찰, 분석하여 기술하였고 나

아가 의문문과 오름억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주로 영어와 비교함으로써

일반 언어학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는 내림

억양, 선택 의문문은 내림 억양, 예/아니요 의문문은 오름 억양으로 실현되었

다. 또한 형태·통사적으로 예/아니요 의문문과 의문사 의문문의 유형을 구분하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별은 ‘억양’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며, 의

문사 의문문은 월끝가락으로 내림조가 실현되고 예/아니요 의문문은 오름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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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됨을 밝혔다.

이와 달리 이호영(1996)은 단순히 예/아니요 의문문에는 오름 억양, 다른 문

형에는 내림 억양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의문문에는 높은

수평조, 온오름조, 낮내림조 등과 같은 경계억양이 더 많이 실현되며 다른 문

형의 문장에는 낮은수평조, 낮내림조, 오름내림조, 가운데 수평조, 낮오름조, 내

리오름조 등 경계억양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또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로는 정명숙(2003), 황현

숙(2005), 김주연(2006), 이진선(2009), 김종덕(2009), 호양(2011), 윤영숙(2013),

이효신(2013) 등이 있다.

정명숙(2003)은 한국어 억양의 특징이 학습자의 모국어 요인에서 기인한 것

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인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

다. 먼저 한국어로 된 실험 대화문을 발음하게 한 후, 그 대화문을 각각 일본

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발음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억

양과 모국어 억양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어 학습자들의 억양에 모

국어의 억양 요소가 간섭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고의 결

과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정명숙(2003)에서는 문미 억양의 경우 학습자들이

모국어 의문문보다 한국어 의문문을 발화할 때 훨씬 가파른 상승조를 그리며

발음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본고의 실험 결과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소수의 개별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황현숙(2005), 이진선(2009), 호양(2011)은 의문문의 유형별로 억양에 대하여

살핀 연구이다.

황현숙(2005)은 한국어의 의문사 의문문, 가부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의 경계

억양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계억양 표준패턴을 밝힌 후

중국인 학습자의 대표패턴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문문을 발화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경계억양을 급하게 상승시켜 발화하거나, 성조 언어인 모국어의 영향으

로 발화자 자신도 모르게 문미 억양 경계음조를 어느 정도 하강시켜 발화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실험음성학적으로 억양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험 분석 결과에 따라 ‘언표내적인 의미'와 ’한국어 의문문의 문미 억양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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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조 구조', ‘단어 띄어쓰기'를 숙지시켜야 한다는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특징을 전반적으

로 기술하고 관련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억양 양상과 그에 대한 원인 분석,

모국어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진선(2009)은 한국어의 예/아니요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 확

인 의문문, 선택 의문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한국인과 태국어권 학습자의

경계억양의 차이를 밝힌 후 이에 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태국어권 학습자가 미지칭 의문문과 부정칭 의문문

의 억양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제시하였다.

호양(2011)은 중국어권 유학생들의 발화에 나타난 한국어의 억양을 실험음성

학적 방법을 통해 대조·분석한 연구이다. 한국어 의문문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의문사 의문문, 가부 의문문, 선택 의문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어 의문문의 문미 억양 경계음조를 실험, 분

석해 봄으로써 한국어 의문문의 문미 억양 경계음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연

구하고,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발화를 대조하여 나타나는 차이점을

밝혔다.

한국어의 의문문 유형 중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은 억양으로 이들

을 구별할 수 있다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학습자가 발화 시 억양과 관련한 오

류를 많이 생성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의문문 억양 중 특히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의 억양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주연

(2006), 김종덕(2009), 윤영숙(2013), 이효신(2013)은 모두 이 두 의문문에 관한

연구이다.

김주연(2006)의 연구 대상은 통사적 구조는 같으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

지는 의문사 의문문과 예/아니요 의문문이다.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의

발화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을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혔다. 이 논문은 실험음성학적 분석과 통계적 검정을 통해 한국어 부

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의 ‘월끝가락’의 차이를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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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종덕(2009)은 발화 실험 및 인지 실험을 통해 일본어권 학습자의 의문문의

억양 양상을 분석하고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을 ‘꼭대기 위치의 오류, 서술어구

의 높이 오류, 꼭대기 부족 오류, 꼭대기 과다 오류’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

논문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예/아니요 의문문을 중점으로 하여 문장 전체의 억

양을 유형화하였다. 한 문장 내에서도 꼭대기 부분으로 올라가는 상승폭이 서

로 다르다는 것과 꼭대기의 위치가 역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제시하였으며,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그 차이의 유의미성을 밝혔다. 그러나 음

절의 길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억양 유형화가 정확하다

고는 볼 수 없다.

윤영숙(2013)에서는 형태·통사구조의 동일성으로 인해 중의적 관계에 있는

한국어 의문사 의문문과 부정사 의문문을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화하고 지각하는지를 피치곡선의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의

미 구별 능력을 조사하였다.

이효신(2013)은 실험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화자의 부정칭 및 미지

칭 의문문의 억양 실현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 한국인의 표준 억양 패턴과 중

국인 학습자의 억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문문

억양의 특징을 학습자들이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억양 곡선을 활용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 실험도 실시하

였다. 이 연구는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교육 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대한 연구는 경계억양과,

부정칭 및 미지칭 의문문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즉, 외국인 한

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전체 의문문의 억양 특징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

족하고 구체적인 교수법을 제시하는 연구도 많지 않다.

이상 전반적인 한국어 억양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억양 교육에 있어 의문문의 억양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부족한 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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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억양 연구들의 대부분이 언어

간 대조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학습자 오류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

하는 것 없이 단순히 오류 양상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둘째, 교육 방안의 측면에서 보면,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에 대한

연구에서만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의문문의 유형별로 학습자

의 오류 양상 및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교육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

셋째,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억양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은 매우 단순한 편이다. 이처럼 단순한 체계를 바탕으로 의문문

억양 교육을 한다면 학습자들이 의문문 억양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실험음성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몇몇 경우는 억양 곡선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인상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억양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 표준어 화자의 발화의 F0곡선

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 방법을 모색하며,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억양과의 비교

를 통해 중국 표준어 화자들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발화 양상을 추출할 것이

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 표준어 화자가 발화한 한국어 의문문 억양

차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중국어 의문문의 억양 특징도 살펴보며, 좀 더 면

밀한 분석을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기초

로 하여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고의 연구 대상은 10명의 중국 표준어 화자로 상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중

국 대학에서만 2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중급 학습자들로3), 여성과 남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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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섯 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

음과 같다.

<표Ⅰ-1> 실험에 참여한 중국 표준어 화자 정보

피험자 국적 성별
대학

소재지
방언권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학습

시간

CF1 중국 여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F2 중국 여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F3 중국 여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F4 중국 여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F5 중국 여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M1 중국 남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M2 중국 남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M3 중국 남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M4 중국 남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CM5 중국 남 청도 북방관어 표준어 2년

중국인을 C로, 성별을 F/M로 표시하였다.

중국 표준어 화자에게 실시한 녹음실험 결과를 대조하기 위하여 열 명의 서

울 출신의 모어 화자들로 구성된 대조군 집단을 설정하였다. 이들 역시 남성과

여성 각각 다섯 명씩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 방법

중국 표준어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

년 7월에 실험을 실시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실험은 실험음성학적 연구

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실험음성학은 실험 기구를 사용하여 소리의 물리적 속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종임(2001:15-17)의 기술에 따르면, 실험음성학은 그 연구대상에 따라 조음

3) 보통 중국의 대학에서 2년 정도 공부한 학생의 경우 중급의 수준에 이른다고 본다. 이에 따

라 본고에서도 중국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본 연구 대상들의 수준을 중급으로 상정한다.

이들은 오로지 중국 내에서만 공부하였으며 한국 유학 경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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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학, 음향음성학, 청음음성학의 세 분야로 나뉜다. 이중 음향음성학은 1940

년대 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음파를 음성의 주파수, 진폭, 음장 등과 같이 눈

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스펙트로그래프(spectrograph)와 같은 기계의

발명으로 급속도로 발달하였다. 본고에서 이와 같은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기반

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를 통한 결과 분석은 인간의 청각에

의존한 분석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다. 둘째, 이와 같은 인간의 청각 판단으로

는 얻지 못하는 세밀한 억양 정보를 기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보이지 않는 발화자의 억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환시켜 이를 바탕으

로 얻은 결과를 비교, 통계, 그리고 일반화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된 분석 기계는 발음 교육을 위한 음성 분석 및 오류 수정 연

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라트(Praat)라는 프로그램이다. 프라트는 음성을

분석하는 장치 중 하나로, 추상적인 억양의 특성을 수치로 바꾸어 시각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프라트를 활용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말소리의 주파수와

음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음의 주파수는 피치라고도 하며, 성대의 진동

횟수에 의해 나타난다. 그리고 발화의 음높이를 반영하고 있다. 음장은 음의

길이를 뜻한다.

실험 결과 분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피험자들은 실험 문

항 각각을 순서에 따라 발화하였고 이를 프라트의 Record mono Sound 기능

을 이용하여 44,100Hz의 Sampling frequency(표준추출률)4) 상태에서 녹음하였

다.

그리고 프라트 5.4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2013)

프로그램으로 피험자들의 발화에 나타난 경계억양의 F0목표점(시작점, 최고점/

최저점, 끝점)의 피치값에 대응하는 시각, 문장 전체의 지속시간 및 경계억양

의 지속시간 등을 분석하였다. 각 문장 유형별로 억양 곡선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록해야 할 수치가 각기 달랐는데, 평균적으로 각 문장마다 4개의 수

4) 표본추출률(sampling frequency)이란 연속적인 원신호를 일 초당 몇 개의 점으로 저장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위는 Hz를 사용한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영역(가청 주파수)은 20~20,000Hz이므로 디지털 녹음에서 표본추출률을 40,000Hz정도로 한다

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모든 주파수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신지영, 2000). 보통 말

소리의 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소리에 따라 10,000Hz~20,000Hz 사이로 표본추출률을

잡아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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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해야 할 총 수치는 1,600개로 나타났다5).

실험을 실시한 이후 실험 결과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8

월부터 10월까지 <표Ⅰ-1>의 중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의 발화에서 나타난 억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깊이 알아보았다.

본고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녹음

전사
의문문 유형별로 녹음 결과 분석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

교수

방안

분석 방법:

1. 한·중 화자의 경계억양의 패턴 및 변화폭 비교

2. 한·중 화자의 음폭 및 억양 구조 비교

[그림Ⅰ-1] 연구 절차

먼저 Ⅰ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억양에 관한 선행 연구, 연

구 대상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Ⅱ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억양의 개념 및

한국어 억양의 체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과 유형별로 나

타나는 억양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과의 대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표준 중국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을 확인하고, 그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험 문항에 대응되는 중국어 의문문의 억양 실현 양상과 사후 인터뷰

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밝혔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내

용을 바탕으로 중국 표준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수·학습 방안

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5) 총 분석 수치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실험의 문항수(20개)*각 문항마다 나타나는 수치(4

개)*총 실험 참여자(20명) = 1,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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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의 이론적 접근

1. 억양의 개념 및 체계

1) 억양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음의 높낮이, 강세, 길이, 리듬, 속도, 목소리의 음질 등을 억

양의 구성 요소6)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억양을 운율 자질들의 복합체로 간

주하여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음의 높낮

이’ 혹은 ‘말의 가락’을 억양이라 축소시켜 간단하게 정의하였다7).

기존 한국 학자들이 내린 억양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현복(1976)은 억양의 개념을 말의 가락(melody)으로 기술하였고, 이호영

(1991)은 억양을 말의 가락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문장들에 얹히는 높낮이의

형태(pitch pattern)라고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정명숙

(1998)에서는 억양을 ‘발화시 음높이(pitch)가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면서 만들

어내는 말의 가락’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수미(2002)는

억양이 특정한 ‘유형’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

였고, 억양을 ‘발화시 음의 음높이가 일정한 유형과 의미를 나타내며 만들어내

는 말의 가락’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기존의 논의를 조금씩 보완하

며 억양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6) 우드(Wood, 1996)는 억양이 소리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초분절음 층에 있는 휴지, 강세, 리듬

모두를 포함하는 복합체라고 정의하고, 크리스터(Crystal, 1969) 또한 억양을 리듬과 속도가

긴밀하게 연결된 어조, 음역, 크기와 같은 운율 자질의 복합체라고 보고 있다(김희경·이상도,

1996, 재인용).

7) 오코너(O'Connor, 1972)는 가락의 사용 방법을 억양이라 축소시켜 정의하였다. 볼린져

(Bolinger, 1986, 1989) 또한 여러 운율 자질 중 소리의 높낮이가 중심적인 요소임을 들어 억

양을 소리의 높낮이 이동이라 정의하였다. 라데호그드(Ladefoged, 1993)는 문장 내의 소리

높낮이 유형이 억양이라 하였고, 할리데이(Halliday, 1985) 또한 억양이란 발화 혹은 문장에

얹힌 소리의 고저 곡선 혹은 말의 가락이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학자들은 억양의 의

미 전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미 대조가 소리의 높낮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중요시

하여 억양이 말의 가락이며, 이 가락은 목소리의 높낮이가 엮어 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리

는 것이다(김희경·이상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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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신노 토모코(2007)의 억양의 정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신노 토모코에 의하면 억양은 ‘발화시 음높이가 일정한 유형과 의미를 나타내

는 문장 전체에 얹히는 음의 높이의 변화’를 뜻한다. 앞서 언급한 학자들의 억

양의 정의를 포괄하는 것이 신노 토모코의 정의라고 보고, 이를 본고의 억양의

개념에 적용하였다.

2) 한국어 억양의 체계

한국어 의문문 억양 설명을 위한 전사방법과 기술방법을 통일시키고자 먼저

한국어 억양 체계를 정립한 대표적인 두 연구인 이호영(1996)과 전선아(Jun,

1993, 2000, 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억양 체계의 이론적인 기반, 운율 단위,

억양 패턴의 종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두 연구에 제시된 억양 체계의 이론적인 기반

이호영(1996)은 영국에서 개발된 전체론적인 기술8)을 이론 기반으로 하는

반면, 전(Jun, 1993)은 생성음운론적인 원자론적 기술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전체론적 기술 방법9)은 억양 전체 또는 일부를 단일곡선 또는 강약을 나타내

는 점이 있는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 곡선들은 문법적 또는 태도적 의

미를 나타낸다(김주연, 2006). 원자론적 기술 방법은 미국 구조주의식 기술 방

법과 생성음운론적 기술 방법을 포함한다. 미국 구조주의식 기술 방법은 억양

의 높낮이를 계층화하여 음소로 삼아 높낮이를 네 개10)의 상대적 계층으로 구

분하는 반면, 생성음운론적인 접근 방법인 피에르움베르트(Pierrehumbert,

1987)에서는 고저를 두 단계(H, L)만 인정하고 있다(김선철, 2005).

8) 오코너와 아놀드(O'Conner & Arnold, 1961), 할리데이(Halliday, 1967), 크리스터(Crystal,

1969) 등이 대표적이다.

9) 영국학파에서는 음조(tone)를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는데 첫째, 고음조와 저음조, 둘째, 상

승, 하강, 하강-상승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하강조와 상승-하강-상승조로 표기한다.

10) 미국 구조주의식 억양기술에서는 소리의 높이를 1(저음), 2(중간음), 3(고음), 4(초고음)의 네

개로 나누고 기술한다. 예를 들어 내림조 억양은 /21/, /31/, /42/등으로, 수평조 억양은 /22/,

/23/ 등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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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연구에 제시된 억양 체계의 운율 단위에 대한 설정

이호영(1996)에서는 억양의 단위로 ‘문장, 말마디, 말토막’을 설정하였다. 문

장의 전체나 일부에 얹혀서 특정한 억양 의미를 전달하는 억양형을 억양 패턴

(intonation pattern)이라 하는데, 이때 억양 패턴이 얹히는 가장 큰 운율 단위

는 문장이며, 문장 전체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문장 억양(sentence intonation)

이라 한다. 또한 문장은 하나 이상의 말마디로 발화되고 각 말마디에 나타나는

억양을 말마디 억양(tune)이라 한다. 말마디는 다시 하나 이상의 말토막으로

발화되고 각 말토막에는 말토막 억양이 부과되는데, 말마디의 끝 음절에는 핵

억양(nuclear tone)이 부과된다.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 부과되는 말토막 억

양은 마지막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들)에 부과된다(이호영, 1996:219～

221).

이상 언급한 문장, 말마디, 말토막, 음절, 핵억양 간의 관계도는 아래 [그림

Ⅱ-1]과 같다.

[그림Ⅱ-1] 음운단위 간의 관계도

한편, 전선아(2000)에서는 한국어의 운율 단위로 강세구(accentual phrase,

AP)와 억양구(intonation phrase, IP) 두 가지를 설정하였고, 가장 큰 운율 단

위는 억양구라고 하였다. 강세구는 억양구의 하위 단위로 영어에서의 중간구

(intermediate phrase, ip)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강세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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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만 포함하는 반면 영어의 중간구는 서너 개의 단어를 포함한다(전선아,

2006:197)11). 또한 강세구는 음운단어(격조사나 후치사와 결합하는 어휘항목)보

다 큰 단위이다12).

이상 살펴 본 전선아의 K-ToBI 이론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Ⅱ-2] 한국어(서울말)의 억양 구조(전선아, 2006)

(3) 두 연구에 제시된 억양 패턴 종류에 대한 기술

이호영(1996)에서는 핵억양을 낮은수평조(low level), 가운데수평조(mid

level), 높은수평조(high level), 낮내림조(low fall), 높내림조(high fall), 온오름

조(full rise), 낮오름조(low rise), 내리오름조(fall-rise), 오르내림조(rise-fall)

등 아홉 개로 목록화하였다. 또한 그는 말토막 억양을 수평조(Level), 내림조

(Falling), 오름조(Rising), 오르내림조(Rise-falling)의 네 개로 목록화하였다.

11) 전(Jun, 2000)에서 제시한 K-ToBI(version 3)는 K-ToBI(Korean Tones and Break Indices)

라는 '한국어 음운 전사 약속'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선아(2006)에서 이전 전(Jun,

1993, 1996, 1998, 2000)의 논의를 재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선아(2006)에서 제시한

내용을 논의하도록 한다.

12) 전(Jun, 2000)에 제시된 강세구와 음운단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

AP is smaller than an IP and larger than a phonological word, a lexical item plus a case

marker or post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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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그림Ⅱ-3]과 같다.

[그림Ⅱ-3] 국어 억양의 체계(이호영, 1996)

한편, 전선아(2000)는 억양구 끝음절의 초성에서 시작되는 시간에 따른 기본

주파수(F0)의 변화의 형태에 따라 L%, H%, LH%, HL%, LHL%, HLH%,

LHLH%, HLHL%, LHLHL%와 같이 아홉 개의 경계억양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림Ⅱ-4] 경계억양의 F0곡선 패턴(전선아, 2000)

또한 전선아(2006)에 따르면 억양구의 억양은 경계억양(%)13)으로 표기되고

강세구 억양은 THLHa 패턴으로 표기된다. 강세구의 어두초성이 격음(ㅊ, ㅋ,

ㅌ, ㅍ)이나 경음(ㄲ, ㄸ, ㅃ, ㅆ, ㅉ), 그리고 /s/(ㅅ), /h/(ㅎ)인 경우에 T는 H

(고조)로 나타나고, 다른 경우에 T는 L(저조)로 나타난다. 강세구의 음절수가

13) 억양구는 대체로 문장의 앞부분과 중간에 나타나는 휴지에 의해서 나누어지며, 휴지 앞에는

억양구를 가르는 경계 성조(boundary Tone: %)이 나타난다(정혜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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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보다 적은 경우는 THa(LHa이나 HHa)로 표기된다(전선아, 2006:198). 또

한, 강세구의 마지막 음절과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이 동일할 때, 억양구의 경

계억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전선아(2000)에 제시된 강세구 억양의 F0

곡선 패턴이다.

[그림Ⅱ-5] 강세구의 F0곡선 패턴(전선아, 2000)

이상 이호영(1996)과 전선아(Jun, 1993, 2000, 2006)의 연구에 제시된 한국어

의 억양 체계를 이론적인 기반, 운율 단위, 억양 패턴의 종류 이 세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는 한국어 억양체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용어 설

정과 억양의 실현 양상 표현 방법, 그리고 화용적 기능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정혜인, 2014).

다음 <표Ⅱ-1>은 정혜인(2014)에서 이호영(1996)과 전선아(2000)의 연구를 비

교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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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이호영(1996)과 전선아(2000)의 억양 체계 비교(정혜인, 2014)

　 이호영(1996) 전선아(2000)

운율

단위
말토막 → 말마디 → 문장 음절 → 음운단어 →

강세구 → 억양구 → 발화

문말

억양의

종류

낮은수평조, 가운데수평조,

높은수평조, 낮내림조, 높내림조,

온오름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

H%, L%, HL%, LH%,

HLH%, LHL%, HLHL%,

LHLH%, LHLHL%

공통점

- 핵억양 또는 경계성조를 아홉 개로 범주화.

- 핵억양 또는 경계성조가 문말 음절 또는 억양구 마지막 음절에서 실현.

- 핵억양 또는 경계성조에서 장음화 발생.

차이점

- 전선아(2000)와 화용적 기능 상이.

- 음높이를 낮은 높이, 가운데 높이, 높

은 높이로 삼등분.

- 핵억양의 높이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문말 선행음절의 음높이도 고려.

- 이호영(1996)과 화용적 기능 상이.

- 경계성조를 상승과 하강, L%과 H%라는

이분법으로 나타냄.

문제점

- 문말에서 실현되는 억양이 비교적 단

순하여 복잡한 억양 유형을 설명하기

어려움.

- 문말에서 실현되는 억양의 높이가 L%과

H%의 두 자질로만 설정되어 가운데 높이

로 실현되는 억양 유형을 설명하기 어려움.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선아(2000)의 한국어 억양 체계는 문말에서

실현되는 억양의 높이를 L%과 H%의 두 자질로만 설정하여 가운데 높이로

실현되는 억양 유형을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이호영

(1996)의 억양 패턴은 ‘높은수평조’, ‘낮은수평조’ 등과 같이 서술적 언어로 표

시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선아(2000)

에서 설정한 ‘H%’, ‘L%’ 등과 같은 패턴 종류보다 간략하지 못하다는 점이 단

점으로 꼽힌다.

3) 한국어 억양 체계 기술방법의 보완

앞서 이호영(1996)과 전선아(Jun, 1993, 2000, 2006)이 제시한 한국어 억양의

기본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들 연구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폈다. 본고에

서 보다 정확하고 간략하게 억양을 전사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비판

하고 동시에 이들의 단점을 보완, 장점을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호영(2004)에서는 한국어의 억양을 표시할 때 H(고음), L(저음)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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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족하고 M(Mid level tone, 가운데 음조)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호영(1996)이 설정한 아홉 개의 핵억양을 다음과 같이 새로

운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H%(높은수평조), M%(가운데수평조), L%(낮은수평

조), HL%(높내림조), ML%(낮내림조), LH%(온오름조), LM%(낮오름조),

LHL%(오르내림조), HLH%(내리오름조). 또한 핵억양과 함께 경계억양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이호영(2007)은 또한 기존 연구들의 억양 패턴 설정 방법에 문제점

을 제기하였다. 그는 먼저 직관에 의존한 Lee(1990)의 연구 방법으로는 직관이

미치지 않는 억양 패턴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음향 분석을 토대로

설정한 전(Jun, 1993)의 방법은 분석 대상이 된 음성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만

억양 패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한 음성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억

양 패턴은 설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직관과 음향 분석에 의

존하여 억양 패턴 목록을 설정할 경우, 설정된 억양 패턴들이 청각적으로 구별

되는 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지연·이호영(2013)에서는 이호영(2007)의 경계억양 및 말토막억양 목록과

Lee(1990), 이호영(1997), 전선아(2000)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표Ⅱ-2>경계억양의목록(이지연·이호영, 2013) <표Ⅱ-3>말토막억양목록(이지연·이호영, 2013)

본고에서는 중국 표준어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실현 양상을 전사하고 기술

함에 있어 전선아(1993)의 운율 단위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중국어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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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하는 운율 단위를 고려한 것이다. 즉 중국어 억양에 관한 연구의

경우, 미국 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억양구, 강세구, 경계억양’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의문문 억양의 대조분석 및 기술을 위하여 용어

를 통일시키는 것이 옳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 표준어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실현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주로 의문문의 경계억양을 분석한다. 이는 의문문을 다른 형식

의 문장과 구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계억양이기 때문이다. 경계

억양의 기술은 앞서 제시한 이호영(2004)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H%, M%,

L%, HL%, ML%, LH%, LM%, LHL%, HLH%’으로 기술한다. 또한 강세구

억양 기술에 있어서는 전선아(2000, 2006) 논의의 THLHa 패턴을 바탕으로 한

다.

2.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과 억양의 특징

본 절에서는 한국어 의문문에 관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의문문 억양의

특징을 살핀다.

1) 한국어 의문문의 분류 방식과 유형 선정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서정수(1996)에

따르면 일반의문문, 확인의문문, 특수의문문으로 크게 나뉘는데, 일반의문문은

질문의 형식에 따라 친부의문문, 선택의문문, 내용의문문으로 구분된다. 확인의

문문은 ‘-지’ 확인질문, ‘-어지 않니’ 확인질문, 덧붙임 확인질문으로 나뉘고,

특수의문문은 수사적의문문, 서술적의문문, 명령적의문문, 뒤받음의문문으로 나

뉜다. 이익섭·채완(1999)도 역시 의문문을 크게 일반의문문, 확인의문문, 특수

의문문으로 나누었다. 일반의문문은 가부(찬부)의문문, 선택의문문, 설명의문문

이 포함되며, 특수의문문에는 수사적의문문, 메아리의문문, 요청의문문이 포함

된다. 고영근·구본관(2008)은 한국어 의문문을 ‘예/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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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문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설명의문문, 그리고 형태는 의문문이나 의

미상으로 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의 세 가지로 의문문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의문문의 분류와는 달리, 이호영(1996)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의

문문을 분류하였다. 그는 의문문 억양 분석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의문문의 분

류 방식을 <표Ⅱ-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Ⅱ-4> 이호영(2006)의 의문문 분류 방식

의문문 유형 질문 방식에 따른 분류

예/아니오의문문 단순질문, 확인질문, 일방질문, 자문

의문사의문문 단순질문, 일방질문, 자문, 부정사의문문

선택의문문 -

되물음의문문 -

수사의문문 -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억양 양상을 분석하여 의문문의 유형을 분류한

이호영(1996)의 내용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14).

이에 따라 허용·김선정(2006)에서는 이호영(1996)의 논의를 기본으로, 그 위에

한국어 발음 교육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의문문의 유형을 수정하였다. 이 논

의에서는 의문문을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부정사의문문, 선택의문문, 확인의

문문, 수사의문문’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의문문 억양 유형을 제

시하고 있다. 두 논의의 의문문 분류 방식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5> 허용·김선정(2006)과 이호영(1996)의 의문문 분류 방식의 대응관계

허용·김선정(2006) 이호영(1996)

판정의문문 예/아니오 의문문: 단순질문

설명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단순질문

선택의문문 선택의문문

확인의문문 예/아니오 의문문: 확인질문

수사의문문 수사 의문문

부정사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부정사 의문문

14)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이호영(1996)과 전(Jun, 1993)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억양 양

상을 분석하여 분류한 것으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그대로 교육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민혜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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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허용·김선정(2006)의 여섯 가지 의

문문의 유형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호영(2006)의 분류 방식의 경우

복잡하고 설명해야 하는 유형의 수가 많아 학습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언급된 ‘일방질문’과 ‘되물음의문문’은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15). 그러나 ‘자문’의 경우, 독립적인 의문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독특한 억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호영(1996)과 허용·김선정

(2006) 모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의

문문의 분류에 있어 자문을 포함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최종적으로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확

인의문문, 자문, 선택의문문, 수사의문문, 부정칭의문문’의 일곱 가지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을 선정하였다.

2) 한국어 의문문 각 유형의 개념 및 억양의 특징

이상 선정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을 바탕으로 각 의문문의 개념과 억양의

특징에 대해 정리한다. 경계억양 패턴에 대한 기술은 주로 이호영(1996, 2007)

을 참고하였다.

(1) 판정의문문

이익섭·채완(1999)에서는 판정의문문을 ‘가부의문문’, 이호영(1996)에서는 ‘예/

아니요의문문’이라고 설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같은 개념이다. 즉, 판정의문문은

화자의 질문에 대해 청자로 하여금 '예/아니요(가부)'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

문을 뜻한다.

15) 일방 질문의 경우 ‘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에

게 굳이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되물음 의문문의 경우 화자의 감정에 따른 억양이 다섯

가지나 되고 학습자가 이러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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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문문의 억양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평조로 실현된다.

(1) 밥 먹을래?

H%(높은수평조)

위의 예시에서 전체 음역을 세 부분16)으로 나누고 윗부분은 '높은 높이'로,

가운데 부분은 '가운데 높이'로, 아랫부분은 '낮은 높이'로 표시하였다. ‘밥 먹

을래?’ 문장의 경계억양은 높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높은 수평조로 실현된

다. H%(높은수평조)는 화자의 음역에서 가장 높은 높이로 발음된다. 이 경계

억양이 얹히는 음절은 앞 음절보다 훨씬 더 높게 발음된다.

(2) 설명의문문

이호영(1996)에서는 설명의문문을 ‘의문사 의문문’이라고도 하였는데, 의문사

의문문은 '무엇, 언제, 어떻게, 왜, 누가, 어디서' 등과 같은 의문사가 사용되는

질문으로,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하여 청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설명의문문의 경계억양의 유형은 화자의 말투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이호

영(1996)에서 기술한 ‘어디에 가십니까?'의 예를 바탕으로 억양 패턴을 설명한

것이다.

첫째, 일반적인 질문을 할 때의 경계억양이다. 설명의문문은 일반적으로

L%(낮은수평조), ML%(낮내림조)로 실현된다. 경계억양이 L%이면 화자의 음

역에서 가장 낮은 높이로 발음된다. 이 경계억양이 얹히는 음절은 앞 음절보다

조금 더 낮게 발음된다. ML%는 음역의 가운데 높이에서 시작해서 가장 낮은

높이로 끝난다. 이 경계억양의 시작 부분은 앞 음절보다 더 높게 발음된다17).

16) 이는 허용·김선정(2006)에서 제시한 낮은 높이, 가운데 높이, 높은 높이에 관한 도식을 적용

한 것이다.

17)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설명의문문의 경계억양은 일상적인 발화에서 H%(높은수평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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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에 가십니까?

가. 일반적인 말투18)

L%(낮은수평조) ML%(낮내림조)

둘째, 특별한 말투가 있을 때의 경계억양이다. 화자가 퉁명스럽게 질문할 때

나 조심스럽게 질문할 때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M%(가운데수평조) 경계억양

이 실현된다. 또한, 짜증내면서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는 LHL%(오르내림조) 경

계억양이 실현되고, 화자가 청자에게 관심과 걱정을 표시할 때는 LM%(낮오름

조)나 MLH%(내리오름조) 경계억양이 실현된다19).

나. 퉁명스럽거나 조심스러운 말투 다. 짜증내는 말투

M%(가운데수평조) LHL%(오르내림조)

라. 관심과 걱정을 표시하는 말투

LM%(낮오름조) MLH%(내리오름조)

실현되는 경우도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Ⅲ장 2절 참조). 정명숙(1998)에서도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모두 상승조가 일반적인 억양 유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 일반적인 질문에서 나타나는 경계억양의 유형은 설명의문문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유

형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앞으로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을 진행할 때에 일반 억

양과의 대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19) 가운데수평조, 오르내림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이호영, 2006).

① M%(가운데수평조)는 음역의 가운데 높이로 발음된다. 이 핵억양이 얹히는 음절은 앞음

절보다 더 높게 발음된다.

② LHL%(오르내림조)는 음역의 가운데 높이에서 시작해서 조금 낮아졌다가 음역의 가장

높은 높이로 끝난다.

③ LM%(낮오름조)는 음역의 가장 높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높이로 끝난다. 이 핵억

양의 시작 부분은 앞 음절보다 약간 낮은 높이로 발음된다.

④ MLH%(내리오름조)는 음역의 가운데 높이에서 시작해서 조금 낮아졌다가 음역의 가장

높은 높이로 끝난다. 이 핵억양의 시작 부분은 앞 음절보다 더 높은 높이로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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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계억양의 유형은 질문 자체뿐만 아니라 말투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본 연구는 의문문의 기본 유형의 억양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이기 때문에 중국어와의 대조 및 실험 설계 시 이와 같은 복잡한 말투 요인이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확인의문문

확인의문문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확인하기 위한 의문문으로, 영어의 부가질문(tag question)과 비

슷하다. 확인의문문은 어미 ‘-지’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확인의문문의 억양은 일반적으로 ML%(낮내림조), H%(높은수평조)로 실현

된다.

(3) 학교에 다녀오셨습니까?

ML%(낮내림조) H%(높은수평조)

확인질문 '학교에 다녀오셨습니까?'에는 낮내림조와 높은수평조 경계억양이

주로 실현되는데, 낮내림조의 경우 화자가 질문의 답을 확신하고 있을 때, 높

은수평조의 경우 화자가 질문의 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실현된다.

(4) 자문

자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의 형식이다. 자문의 화자는 발

화자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답해 달라는 요구가 없다. 형태적으로는 판정

의문문도 되고 설명의문문도 될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두 의문문 모두에 속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자문이라는 질문 형식을 따로 설정하였

다.

다음 예시에서 문장 (4)는 의문사가 없는 경우이고, 문장 (5)는 의문사가 있

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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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 친구가) 학교에 가나?

LM%(낮오름조) MLH%(내리오름조)

(5) ㄱ. 어떻게 하나? ㄴ. 어떻게 하지?

LM%(낮오름조) MLH%(내리오름조)

자문의 억양은 판정의문문의 형태이든 설명의문문의 형태이든 LM%(낮오름

조)와 MLH%(내리오름조)의 두 가지로 실현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실시한 실

험 결과에 따르면 H%(높은수평조)로 실현되는 경우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5) 선택의문문

선택의문문은 청자가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대답

하도록 유도하는 의문문의 한 유형이다.

(6)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가운데수평조 + 낮내림조 낮오름조 + 낮내림조

선택의문문의 기본 억양 유형은 ‘가운데수평조+낮내림조’와 ‘낮오름조+낮내

림조’로 실현된다. 즉, 일반적으로 앞의 말마디 경계억양은 오름조로 실현되고

뒤의 말마디 경계억양은 내림조로 실현된다. 그러나 본고의 실험 결과에 따르

면 두 번째 말마디의 경계억양이 오름조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6) 수사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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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은 자신

의 주장을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문문이다. 이는 화자가 모르는

사실을 알기 위해 묻는 진정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청자의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긍정문일 경우 강한 부정을, 부정문일 경우 강한 긍정을 나타낸

다.

수사의문문의 경계억양은 L%(낮은수평조), ML%(낮내림조), LHL%(오르내

림조) 등의 유형으로 실현되지만, 대부분이 LHL%(오르내림조)로 실현된다. 또

한, 상황에 따라 H%(높은수평조), HL%(높내림조)로도 사용된다.

(7) 너 학교에 가야할 거 아니니?

LHL%(오르내림조)

L%(낮은수평조) ML%(낮내림조)

의문문의 형태를 통해 강한 주장을 전달하는 수사의문문의 개념은 중국어의

‘반문(反问)’과 비슷하다. 안병희(1965)에서도 수사의문문을 반어법에 사용하는

의문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문문 대조에 있어 수사

의문문은 중국어의 반문과 대조한다.

(7) 부정칭의문문

부정칭의문문은 부정대명사를 포함하면서 ‘예/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는 질

문이다20). 이 의문문은 판정의문문에 속하는 의문문이나, 형식의 특수성 때문

에 본고에서는 따로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억

20) ‘의문’의 기능과 관련되는 대명사에는 미지칭과 부정칭이 있는데, 미지칭은 지시 대상이 무

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사용하며, 부정칭은 특정한 지시 대상이 아닐 때에 사용한다(고영

근·구본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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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를 생성해내곤 한다(김종덕, 2009,

이효신, 2013) 따라서 부정칭의문문 억양을 연구할 때에는 이와 대응하는 미지

칭의문문의 억양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부정칭의문문의 억양은 판정의문문의 억양과 마찬가지로 H%(높은수평조)의

경계억양이 얹힌다. 예를 들어 ‘어디에 가십니까?’라는 문장에서 ‘어디에’가 부

정칭으로 사용되면 이 문장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디든 가십니까?’라는 의미

를 전달하며, 판정의문문이 된다.

(8) 어디에 가십니까?

H%(높은수평조)

부정대명사를 포함한 문장 (8)은 앞서 살펴본 의문사를 포함한 문장 (2)와

억양 패턴과 리듬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문장 (8)에서는 ‘가느냐, 안 가

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동사에 악센트가 부과된다. 그러나 문장 (2)에서는 어

딘가 간다는 사실은 이미 주어진 정보이고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동

사가 아닌 의문사에 악센트가 부과된다.

3. 한·중 의문문 억양에 대한 대조분석

본 절에서는 2절에서 분류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과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

문의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1) 한국어 의문문 유형과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모국어가 미치는 영향을 살

피기 이전에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 의문문의 분류를 대조한다.

중국어 의문문은 ‘시비(是非)의문문, 특지(特指)의문문, 선택(选择)의문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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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正反)의문문’의 네 가지21)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의문어기사(疑问语气

词)22)는 중국어 의문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의문문의 억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陆俭明, 1984).

다음 <표Ⅱ-6>은 소경민(邵敬敏, 1996)과 이덕진(李德津，1988)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의문문의 억양에 큰 영향을 주는 어기사의 적용 상황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Ⅱ-6> 한국어 의문문 유형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 유형

한국어 의문문 유형
중국어 의문문

유형 어기사

판정의문문 시비(是非)의문문 (吗)

설명의문문 특지(特指)의문문 (呢), (啊)

선택의문문 선택의문문 (呢), (啊)

수사의문문 반문 (呢), (啊), (吗)

부정칭의문문 ‘吗’ 특지의문문 吗

확인의문문 ‘吧’ 시비의문문 吧

* ‘( )’: 괄호로 표시된 어기사의 사용은 선택적이다.

<표Ⅱ-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판정의문문은 중국어의 시비(是非)의

문문과 같고, 설명의문문은 특지(特指)의문문과 같다. 선택의문문은 그대로 선

택의문문이고, 수사의문문은 반문으로 볼 수 있다. 부정칭의문문은 의문어기사

‘吗’를 사용하는 중국어의 ‘吗’ 특지의문문과 대응된다. 확인의문문은 중국어의

‘吧’ 시비의문문23)에 해당한다.

21) 1940년대 려숙상(吕叔湘)의 『중국문법요략(要略)』부터 언어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의문문에

대한 상세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의문문의 분류에 대한 연구도 체계화되었다.

『중국문법요략』에서는 의문문을 특지(特指)문, 시비(是非)문과 선택문 세 가지로 분류하였

는데, 이후 황박영(黄伯荣, 1958)은 의문문을 ‘시비문, 특지문, 정반(正反)문, 선택문’으로 더욱

상세하게 분류하고 이들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했다.

22) 어기사 ‘吗’는 의문어기사(疑问语气词)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어기사 ‘啊’, ‘呢’, ‘吧’

의 사용 범위가 넓은 까닭에 이들이 의문어기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陆俭明, 2006). 따라

서 본고에서는 ‘吗’, ‘啊’, ‘呢’, ‘吧’를 ‘어기사’로 통칭하도록 한다.

23) ‘吧’ 시비의문문을 부르는 명칭은 학자마다 다르다. 왕온가·원려나(王韫佳·阮吕娜, 2005)에서

는 ‘추측형 시비의문문’이라고도 하였고, 석패문(石佩雯, 1980)에서는 추측의문문이라고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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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어 의문문의 억양 특징 및 한국어와의 대조

여기에서는 중국어 각 의문문 유형의 개념과 억양의 특징을 살피고, 동시에

한국어 의문문 억양과도 비교해 본다.

중국어 의문문 억양의 특징은 크게 ‘의문문 문장 억양의 구조’, ‘의문문 유형

에 따른 경계억양의 특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중국어 의문문의 문장 억양 구조 및 한국어와의 대조

왕평·석봉(王萍·石峰, 2010)에서는 중국어의 억양은 음높이의 승강(升降)의

문제가 아니라 조역(调域)의 높낮이의 문제라고 하였다. 즉, 조역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중국어 평서문의 억양

의 구조는 계단내림의 추세를 보이며, 마지막 강조 음절 끝난 후에는 음의 상

위선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위선이 계속해서 내려간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문문

의 억양 구조도 계단 내림의 추세를 보이지만, 마지막 강조 음절 끝난 후에는

음의 상위선이 천천히 내려가고 하위선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

한 논의는 심경(沈烱, 1994) 등에서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억양 규칙을 바탕으

로 [그림Ⅱ-6]과 같은 약도가 제시되었다.

① 평서문 ② 의문문

[그림Ⅱ-6] 중국어 평서문과 의문문의 문장 억양 구조 약도

[그림Ⅱ-6]은 위에서 제시한 기술에 따라 일반화된 의문문 억양 구조의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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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있다. 발화하는 사람과 문장에 따라 문장 억양의 구조가 위의 그

림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단, [그림Ⅱ-6] ②와 같이 전체 구조가 계단

내림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경계억양의 범위가 평서문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

에 있는 것이 의문문 문장 억양 구조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이와 달리, 한국어 의문문 문장 억양의 구조는 경계음의 상위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계단 내림의 추세는 중국어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또

한 한국어 의문문의 끝음절의 음역 범위가 전체 문장의 음역 범위와 같은 경

우도 많다. 다음 [그림Ⅱ-7]은 본고의 Ⅲ장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얻은 결과물 중 여성 피험자 KW5의 발화 곡선을 모아 만든

약도이다.

[그림Ⅱ-7] 한국어 의문문의 문장 억양 구조 약도

한국어 의문문의 문장 억양 구조 역시 [그림Ⅱ-7]과 같이 한 가지로만 나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유형이 대표적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한·중 두 언어의 억양 구조에서 모두 계단내

림이라는 보편적인 현상24)이 나타나지만, 중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의 경우

음역이 계속 낮아지는 반면 한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의 경우 음역의 상위선

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중국어 의문문의 경계음절의 억양과 성조의 관계

중국어에는 네 가지의 성조가 있고 각 성조마다 독특한 F0곡선을 갖는다.

24) 이호영(2002)에서 한국어에서 억양 계단내림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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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억양을 기술할 때에 어려움이 있는데, 억양과 성조의 관계를 명확하

게 알아야 의문문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억양 패턴을 기술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경계억양의 측면에서 중국어의 성조와 억양의 관계를 살핀다.

임무찬(林茂灿, 2004)은 중국어 경계억양이 의문문과 평서문을 구별하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억양과 성조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기술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어 의문문

의 경계 억양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중국어에서는 억양구의 마지막 비경성(非轻声)음절에 속한 억양 정보를 통해

의문문과 평서문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절을 ‘경계음절’이라고 한다.

음성학에서 경계억양은 F0곡선의 시작점 위치나/와 끝점의 위치(또는 변화율)

로 표시된다. 중국어 의문문의 경계음절은 음평(阴平, 1성), 양평(阳平, 2성)과

거성(去声, 4성)인 경우 F0곡선의 시작점 위치나/와 끝점 위치가 평서문보다

높게 나타나며, 의문문의 경계음절이 상성(上声, 3성)인 경우는 끝점 위치가 평

서문보다 높게 나타난다25). 이와 같은 경계음절의 음의 높낮이 유형을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들과 같다.

먼저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계음절의 성조가 음평(1성)일 때 나타나는 음의

높낮이의 유형이다([그림Ⅱ-8]).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의문문 경계억양의 F0곡

선의 위치는 평서문보다 전체적으로 위로 움직인다(시작점과 끝점이 이동하는

폭이 같다).

25)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林茂灿, 2004). 경계음절의 성조가 음평, 양평,

거성일 때는 세 가지 F0곡선의 실현 방식이 있다: 첫째, 의문문 경계억양의 F0곡선의 위치는

평서문보다 전체적으로 위로 움직인다(시작점과 끝점이 이동하는 폭이 같다), 둘째, 의문문

경계억양의 F0 곡선의 시작점의 위치가 같고 끝점의 위치가 평서문보다 높다, 셋째, 의문문

경계억양의 F0곡선은 평서문보다 전체적으로 위로 이동하는 동시에 끝점에서 이동하는 폭이

시작점에서 이동하는 폭보다 더 많이 높아진다. 평서문 경계억양의 F0곡선은 일반적으로 내

림곡선인 반면, 의문문의 경계억양이 상성인 경우의 F0곡선은 먼저 내려간 다음 올라간다.



- 34 -

: 의문문 경계억양의 F0곡선

: 평서문 경계억양의 F0곡선

[그림Ⅱ-8] 평서문과 의문문 경계음절의 성조가 음평(1성)인 경우

두 번째는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계음절이 양평(2성)일 때 나타나는 음의 높

낮이의 유형이다([그림Ⅱ-9). 양평의 경우에도 음평과 마찬가지로 의문문 경계

억양의 F0곡선의 위치는 평서문보다 전체적으로 위로 움직인다.

: 의문문 경계억양의 F0곡선

: 평서문 경계억양의 F0곡선

[그림Ⅱ-9] 평서문과 의문문 경계음절의 성조가 양평(2성)인 경우

세 번째는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계음절이 상성(3성)일 때 나타나는 음의 높

낮이의 유형이다([그림Ⅱ-10]). 일반적으로 의문문 경계억양의 F0 곡선의 시작

점의 위치가 같고 끝점의 위치가 평서문보다 높게 나타난다.

: 의문문 경계억양의 F0곡선

: 평서문 경계억양의 F0곡선

[그림Ⅱ-10] 평서문과 의문문 경계음절의 성조가 상성(3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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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계음절이 거성(4성)일 때 나타나는 음의 높낮이

의 유형이다([그림Ⅱ-11]). 거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문문 경계억양의 F0 곡

선의 시작점의 위치가 같고 끝점의 위치가 평서문보다 높게 나타나거나, F0곡

선이 평서문보다 전체적으로 위로 이동하는 동시에 끝점에서 이동하는 폭이

시작점에서 이동하는 폭보다 더 많이 높아진다.

: 의문문 경계억양의 F0곡선

: 평서문 경계억양의 F0곡선

[그림Ⅱ-11] 평서문과 의문문 경계음절의 성조가 거성(4성)인 경우

경계음절의 성조가 음평(1성), 양평(2성)과 거성(4성)일 경우 의문문의 억양

은 ‘높다’라는 인상을 주고 평서문은 ‘낮다’라는 인상을 준다. 의문문의 경계억

양이 상성(3성)이면 먼저 내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높다’라는

인상을 주나, 하강세로 실현되는 평서문의 상성(3성)은 ‘낮다’라는 인상을 준다.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화자들은 중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을 ‘높다’고 느끼고

있고, 평서문의 경계억양을 ‘낮다’고 느끼고 있다.

이상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음평(1성), 양평(2성), 상성(3성), 거성(4성)의

의문문 경계억양의 F0곡선 유형은 각각 기본 형식을 지니고 있고 억양이 변화

해도 그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

(3)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별 경계억양의 특징

먼저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별 경계억양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오종제(吴宗济, 1982)는 중국어에서 의문사, 의문어기사 등과 같은 다른 보조

수단 없이 오로지 억양만으로 의문의 뜻을 표현할 때에는 문미의 억양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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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고 하였다. 반면 보조 수단을 사용하여 의문을 나타낼 때에는 문미 억양이

올라가지 않고 평서문의 억양 패턴과 같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오종제(吴宗济, 1982)에서 언급한 보조 수단을 이지(李智, 2010)에서는 의문

‘표지(标志)’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의문문을 의문 표지가 있

는 의문문(시비의문문)과 의문 표지가 없는 의문문(특지의문문, 선택의문문, 정

반의문문 등)으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의문 표지가 있는 의문문은 문

미에 하강조가 나타나고 의문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승조가 나타난다. 문법

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의문 표지의 유무는 현대 중국어 의문문의

억양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의문 표지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어기사에 따라 경계억양이 달라진다

(王韫佳·阮吕娜, 2005). ‘吧’ 시비의문문의 경우 의문 억양 특징이 ‘吗’ 시비의문

문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啊’ 특지의문문의 경우 ‘呢’ 특지의문문보다 의문문

억양 특징이 약하게 나타난다.

석패문(石佩雯, 1980)에서는 의문문의 억양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시비의문문의 경계억양은 오름조이다. 둘째, 특지의문문, 정반의문문, 선

택의문문의 경계억양은 오름 추세가 없다. 셋째, 추측의문문(‘吧’ 시비의문문)의

문장 전체 억양은 낮게 나타나고 경계 억양은 뚜렷한 내림조로 보인다. 넷째,

반문의 경계억양은 오름조이다.

이상 중국어 의문문의 경계 억양의 변화 규칙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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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7> 중국어 의문문의 억양 특징

한국어 의문문

유형

중국어 의문문

유형 어기사 경계억양

판정의문문 시비(是非)의문문
없음 오름조(강)

吗 오름조(약)

설명의문문 특지(特指)의문문

없음 내림조

啊 내림조

呢 내림조

선택의문문 선택의문문 呢，啊 내림조

수사의문문 반문 (呢), (啊), (吗) 오름조

부정칭 의문문 ‘吗’특지의문문 吗 오름조(약)

확인의문문 ‘吧’시비의문문 吧 뚜렷한 내림조

*‘( )’: 괄호로 표시된 어기사의 사용은 선택적이다.

<표Ⅱ-7>은 아래 (9)와 같이 평서문(원형)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는 각 의

문문 유형의 문장들의 억양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다.

(9) 가. 평서문(원형): ‘秀美要去学校。’ (수미가 학교에 갈 거야.)
나. 시비의문문: ‘秀美要去学校？’ (수미가 학교에 갈 거야?)

다. 설명의문문: ‘秀美要去哪个学校？’ (수미가 어느 학교에 갈 거야?)

[그림Ⅱ-12] (9가), (9나), (9다)의 경계억양 비교

[그림Ⅲ-12]에서 시비의문문 ‘秀美要去学校？’(수미가 학교에 갈 거야?)과 설

명의문문 ‘秀美要去哪个学校？’（수미가 어느 학교에 갈 거야?)의 경계억양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서로 대응하는 문장을 비교

하는 이유는 중국어에서는 다음 (10)의 예시와 같이 성조가 존재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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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 가. ‘你去学校(xiao4)？’ (학교에 갈 거야?)

나. ‘你去公司(si1)？’ (회사에 갈 거야?)

시비의문문인 ‘你去学校(xiao4)？’(학교에 갈 거야?)와 ‘你去公司(si1)？’(회사

에 갈 거야?) 이 두 문장에서, (10가)의 마지막 음절인 校(xiao4)는 4성이고

(10나)의 司(si1)는 1성이다. 5도제(5度制)로 표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4성은

[51]로, 1성은 [55]로 표시된다([그림Ⅲ-13] 참조).

[그림Ⅱ-13] 중국어의 1성과 4성의 도식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4성은 1성보다 시작점의 피치값이 높고 끝점의 피치

값이 낮다. 이 때문에 평서문 원형이 서로 다른 문장 간에는 억양을 비교하기

가 어렵다. 기존의 논의에서도 역시 서로 대응하는 문장 유형 간 억양을 비교

하는 실험을 실시한 다음 의문문 억양의 특징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4) 한국어 의문문 유형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의 억양의 특징

다음으로는 한국어 의문문 유형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의 특징을

살펴본다. 주로 왕온가·완려나(王韫佳·阮吕娜, 2005)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하는데, 이 연구의 실험 문장의 평서문 기본형은 ‘赵庆要去售票处.(조경이

매표소에 간다.)’이다. 이 문장의 경계음절인 处(chu4)는 거성(4성)이기 때문에,

아래 중국어 의문문 억양의 특징에 대한 설명도 거성(4성)의 예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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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① 시비(是非)의문문 - 판정의문문

한국어의 판정의문문과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은 시비(是非)의문문

이다. 시비의문문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형태상으로

는 평서문의 문미에 어기사 ‘吗’나 물음표를 붙이는 문장으로, 어순이 평서문과

같기 때문에 어기사 ‘吗’를 쓰거나 오름조 억양을 사용하여야 의문의 특징이

나타난다(李德津 외, 1988).

왕온가·완려나(王韫佳·阮吕娜, 2005)에서는 의문어기사에 따라 의문문의 억양

이 달라진다고 하며 ‘吧’ 시비의문문의 의문 억양은 ‘吗’ 시비의문문의 그것보

다 약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Ⅲ-14]와 같다.

[그림Ⅱ-14] 어기사의 변화에 따른 시비의문문의 억양 비교(王韫佳·阮吕娜, 2005)

[그림Ⅲ-14]를 보면, ③‘吗’ 시비의문문의 경계억양이 가장 높고, ②‘吧’ 시비

의문문의 억양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①, ③의 경계억양 피치값의 변화 범

위는 200-300hz이고 ②의 경계억양 피치값의 변화 범위는 150-250hz이다. 또

한 어기사가 없는 시비의문문과 평서문을 비교할 때 의문문의 시작점과 끝점

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을 [그림Ⅲ-1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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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5] 시비의문문과 평서문의 억양 비교(王韫佳·阮吕娜, 2005)

② 특지(特指)의문문 - 설명의문문

한국어의 설명의문문과 대응하는 유형은 특지(特指)의문문이다. 특지의문문

의 어순은 평서문과 같고 억양도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내림조로

실현된다. 문미에 의문어기사 ‘吗’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어기사 ‘呢’나

‘啊’를 문미에 첨가하여 말을 부드럽게 전달한다.

[그림Ⅱ-16] 특지의문문과 평서문의 억양 비교(王韫佳·阮吕娜, 2005)

[그림Ⅲ-16]에서 볼 수 있듯 어기사가 없는 특지의문문의 문미 억양은 평서

문보다 높다. 변화 범위는 한국어 억양체계의 M%와 같다. [그림Ⅲ-15]에서 제

시한 어기사가 없는 시비의문문의 경계억양보다 시작점이든 끝점이든 피치값

이 낮다.

어기사에 따라 특지의문문의 경계억양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구체적으

로 비교하면 [그림Ⅲ-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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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7] 어기사의 변화에 따른 특지의문문의 억양 비교(王韫佳·阮吕娜, 2005)

[그림Ⅲ-17]에서는 ‘呢’ 특지의문문의 피치의 시작점과 끝점이 가장 높게,

‘啊’ 특지의문문 문미 억양의 끝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한국어 억양체

계를 바탕으로 하면, 어기사 ‘呢’는 M%에 속하고, 어기사 ‘啊’는 L%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③ ‘吧’ 시비의문문 - 확인의문문

한국어의 확인의문문과 대응하는 유형은 문미에 붙는 어기사가 ‘吧’인 ‘吧’

시비의문문이다. 한국어 판정의문문의 종결어미 '-지'는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

는데, 중국어 시비의문문의 어기사 ‘吧’도 마찬가지로 확인과 추측의 의미를 나

타낸다. 따라서 확인의 의미를 나타나는 의문문에서 종결어미 '-지'와 어기사

‘吧’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韦旭升·许东振, 2006).

소경민(邵敬敏, 1996)은 중국어 의문문의 의미 기능 및 의미의 정도에 대하

여 연구하였는데, 의문문에서 ‘신(信)’과 ‘의(疑)’의 상대적인 관계에 대하여 서

술하였다26). 그는 하나의 ‘吧’ 시비문의 의미에 75%는 확신의 의미가 담겨 있

고, 25%는 의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즉 이것은 믿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신, 확인을 받기 위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의미상으로

한국어의 확인의문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6) 여기에서 ‘신(信)’은 확신을 의미하고, ‘의(疑)’는 의심을 의미한다. ‘吧’ 시비문 이외에도 소경

민(邵敬敏, 1996)에 따르면 ‘吗’ 시비문의 경우 확신이 25%, 의심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문의 경우에는 100% 확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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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吧’ 시비의문문의 억양은 앞서 제시한 [그림Ⅲ-14]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

로 보면 수평조나 내림조로 실현되고 F0 변화 범위는 음역의 낮은 위치 L에

속한다. 이호영(2007)에서 제시한 경계억양의 체계를 적용하면 ‘吧’ 시비의문문

의 경계억양 패턴은 ML%, M%, L%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 확인의문

문의 경계억양 패턴은 일반적으로 ML%와 H%으로 나타난다.

④ 자문

자문은 발화자가 스스로한테 묻는 것으로, 한국어에서든 중국어에서든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국어 자문 유형의 경우, 시비의문문, 특지의문문의 억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어기사 ‘吗’가 쓰인 시비의문문은 일반적인 시비의문

문보다 더 낮게 발음되고, ‘呢’, ‘啊’ 특지의문문은 일반적인 특지의문문보다 낮

게 발음된다.

⑤ 선택의문문

한국어의 선택의문문과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은 선택의문문이다.

억양은 일반적으로 내림조로 실현된다. 문미에 의문어기사 ‘吗’를 사용하지 않

는다. 대신 어기사 ‘呢’나 ‘啊’가 항상 문미에 붙이게 되고 이를 통해 말을 부드

럽게 만든다. 본고의 실험 문항을 예로 들어 선택의문문의 억양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 가. 你吃饭(fan4) 还是吃面包(bao1)？

나. 밥 먹을래, 빵 먹을래?

(11가)에서 饭(fan4)은 4성이고 包(bao1)는 1성이다. 음의 시작점인 A점은

평서문 문미의 饭(fan4)보다 높은 동시에 B점은 평서문과 같다. 즉, 중국어 선

택의문문의 문미 억양은 평서문과 같은 내림조로 실현된다. 반면 한국어 선택

의문문은 ‘가운데수평조+낮내림조’와 ‘낮오름조+낮내림조’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11나)와 같이 ‘낮내림조+높은수평조’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선택의문문의 경우 앞의 선택사항을 강조할 수도 있고 뒤의 선택사항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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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억양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에

서 모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선택의문문의 경계억양 패턴은 ‘오름조+내림조’

이다.

⑥ 반문 - 수사의문문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범위는 중국어의 반문보다 넓지만 의문문의 형태를 통

해 강한 주장을 전달하는 수사의문문의 개념은 중국어의 반문(反问)과 가장

가깝다.

반문은 진정한 질문이 아닌, 따라서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

이다(黄伯荣·廖序东, 1981). 이는 긍정문이면 강한 부정을, 부정문이면 강한 긍

정을 나타낸다는 한국어의 수사의문문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한다. 시비의문문과

특지의문문을 모두 반어의문문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국어 반어의문문 억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문이 어기사가 없

는 시비의문문의 형태인 경우 오름조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촉박한 내림조가

나타난다.

⑦ ‘吗’ 특지의문문 - 부정칭의문문

한국어의 부정칭의문문과 대응하는 유형은 ‘吗’ 특지의문문이다. ‘吗’ 특지의

문문은 문미에 어기사 ‘吗’가 붙은 특지의문문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지의문문의 문미에는 의문어기사 ‘吗’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의문문에서 이 어기사가 사용된 경우는 한국어 부정칭의문문의 의미 기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吗’를 사용하지 않는 중국어의 특지의문문은 한국

어의 미지칭의문문과 대응되고, ‘吗’를 사용하는 특지의문문은 한국어의 부정칭

의문문과 대응된다.

의미상으로 ‘吗’ 특지의문문은 시비의문문에 속하고 부정칭의문문은 판정의

문문에 속한다. 따라서 ‘吗’ 특지의문문의 경계억양은 일반적인 시비의문문의

억양과 비슷하고 부정칭의문문의 경계억양은 일반적인 판정의문문의 억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44 -

Ⅲ. 중국 표준어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

1. 억양 실현 양상 분석의 방법 및 절차

본고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의문문 억양을 구사할 때 겪는

어려움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며, 이러

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억양 관련 어려움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녹음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1) 실험 범위 선정

녹음실험은 한국어 중급 수준의 중국 표준어 화자 열 명과 서울 출신의 한

국인 모어 화자 열 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중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유형별 억양 실현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실험 문항은 의문문의

유형별로 총 20문항을 선정하였다. 즉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확인의문문, 수

사의문문 각각 두 문항씩, 자문 세 문항, 그리고 선택의문문 한 문항, 총 12문

항을 선정하였다.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경우, 같은 형태일지라도 각

각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

험에서는 각각 네 문항씩 총 여덟 문항을 따로 선정하였다. 또한 부정칭의문문

과 미지칭의문문에 사용된 의문사의 범위는 ‘누구, 무엇, 어디’로 제한하였는데,

의문사 ‘왜, 어떻게’의 경우 대부분이 설명의문문으로 사용되어 두 의문문의 변

별이 힘들기 때문이다27).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7) 한국어 의문사로는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어떻게, 왜’가 있으나 서정목(1994)은 ‘와[왜]’,

‘우찌[어찌]’가 의문문에 쓰일 때는 항상 질문의 초점을 받아 ‘의문사 의문문’에만 쓰이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왜’는 판정의문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

고, ‘어떻게’와 같은 의문사의 경우도 같은 통사 구조를 가지면서 억양에 의해서만 ‘의문사

의문문’과 ‘네-아니요 의문문’으로 변별되는 문장을 찾기 어렵다(김주연,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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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실험 문항 구성

의문문 유형 문항 번호 문장

판정의문문
S1 오늘 학교에 안 가?

S2 시킨 일은 다 했니?

설명의문문
S3 반장이 누구지?

S4 뭐 마실래요?

확인의문문
S5 밖이 춥지요?

S6 마을버스 탈거지?

자문

S7 바람이 불었나?

S8 어떡하나?

S9 이게 왜 여기 있지?

선택의문문 S10 수미는 학교에 갔어, 안 갔어?

수사의문문
S11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S12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부정칭

의문문

및

미지칭

의문문

의문사구 ‘누가’
1-1 (부정칭) 밖에 누가 있어요?

1-2 (미지칭) 밖에 누가 있어요?

의문사구 ‘뭐’
2-1 (부정칭) 뭐 마실래요?

2-2 (미지칭) 뭐 마실래요?

의문사구 ‘누구’
3-1 (부정칭) 동주가 누구를 좋아해?

3-2 (미지칭) 동주가 누구를 좋아해?

의문사구 ‘어디’
3-1 (부정칭) 어디 가요?

3-2 (미지칭) 어디 가요?

2)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과정

한·중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문장과 경계음절의 반음구간을 살펴보았고, 경계억양의 패턴, 5도치, 기울기,

변화율을 비교하였다28). 그리고 의문문의 유형별로 나타나는 문장 변화 추세

28) 반음, 5도치, 기울기, 변화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각각의 공식에 대입하여 구해야

한다. 먼저 반음값은 피치에서 전환을 하여 구해야 하는데, 석봉 외(石峰 외, 2009)에서 제시

한 전환 공식은 다음과 같다.

St(반음값)=12×lg(f/fr)/lg2 {f: 전환할 피치의 수치, fr: 참고 피치(64hz로 설정됨.)}

석봉(石峰, 2008)에서는 5도치의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값은 측정점 x의 5도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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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억양 분석을 위하여 <표Ⅱ-2>에 제시된 이호영(2007)의 전사

체계를 기본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발화한 한국어 경계억양의 특징을 전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높이 특징은 한국인의 음

높이보다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H(고), M(중), L(저) 이 세 가지의

음높이 단계로 중국인의 억양 양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중국어 성조의 전사 체계인 ‘5도제’를 보조 전사 체계로 사용하였다.

5도제는 피험자 간의 음역 차이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험

자의 음역에서의 F0목표점 위치도 표시할 수 있으며 변화폭도 어느 정도 나타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5도제의 체계를 적용시켜 구한 값인 5도치는 서

로 다른 언어나 방언, 서로 다른 발화자의 발화를 비교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인 중국어와 한국어의 억양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본고에서도 5도치값을 제시하였다. 반면 5도제는 음높이와 시간 길이의 관

계를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5도제를 적용할 때에는 경계억양

의 기울기와 변화율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경계억양에 기울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hz/ms의 단위를 사용하

였으며, 경사도의 개념을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이처럼 hz/ms의 단위로

표시할 경우에도 한·중 화자 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사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표기법이 과도하게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어

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독자에게 더욱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사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계억양의 기울기를 표시하고자 한다. 또

한 이와 같은 경사도 표시법은 시간 길이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

눈금이 되고 T값이 0~1.0에 위치하면 5도치의 1도에 해당하며, 1.0~2.0은 2도, 2.0~3.0은 3도,

3.0~4.0은 4도, 4.0~5.0은 5도에 해당한다.

T=[(lgx-lgmin)/lgmax-lgmin)]*5

{x: 측정점의 피치값, max: 음역의 높은 피치값, min: 음역의 낮은 피치값}

피치값의 단위를 hz로, 시간 길이의 단위를 ms로, 경사도를 α로 표시했을 때 경사도를 계
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anα=피치값(hz)/시간길이(ms) {α: F0목표점과 목표점 간의 기울기 각도}
이지연·이호영(2013)에 제시된 백분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후행 F0 목표점-기준 F0 목표점)/기준 F0 목표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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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변화율이란 기준 억양 목표점의 F0에서 후행 억양 목표점의 F0로의 F0 증

감을 백분율로 변환한 값을 말한다(이지연·이호영, 2013). 백분율로 통계를 내

어 제시하는 방법은 화자의 피치의 높낮이와 발화음역의 차이를 여과할 수 있

으므로 발화하는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지연·이호영(2013)에서 억양 목표점들 간의 F0 값의 증감을 백분율로 나타

내는 이유는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의 F0 값의 차이를 정규화하기 위함이고,

F0 변화율이 F0의 차이 값보다 억양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지를 더 잘 반

영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한·중 화자별 한국어 의문문 음역과 지속시간에 대한 고찰

한·중 화자가 한국어를 발화할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음역과 지속시간에

대하여 비교를 하는 것은 의문문의 억양의 특징을 분석할 때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한·중 화자의 문장억양과 경계음절의 억양, 문장억양

및 경계억양의 지속시간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문장억양 및 경계억양의 음역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중 화자가 발화한 경계음절의 음역과 문장 전체의

음역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계음절의 음역이 문

장 전체의 음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차이를 보였다. 아래 <표Ⅲ-2>는 한국

인 모어 화자의 문장 및 경계억양의 음역을 나타내는 표이다. 문장음역, 경계

음역, 경계음역이 문장음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

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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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한국인 모어 화자의 문장 및 경계억양의 음역29)

한국인 여성 피험자

전체(평균)KF1 KF2 KF3 KF4 KF5 평균 표준편차

문장(Hz) 181 159 180 112 160 158 28

경계(Hz) 128 79 130 66 102 101 29
문장(Hz) 155

경계/문장 71% 49% 72% 58% 64% 63% 10%

한국인 남성 피험자
경계(Hz) 97KM1 KM2 KM3 KM4 KM5 평균 표준편차

문장(Hz) 187 219 94 134 125 152 50

경계/문장 62%경계(Hz) 124 135 66 65 76 93 34

경계/문장 66% 62% 70% 48% 61% 61% 8%

<표Ⅲ-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여성 피험자들의 문장음역의 평균치는

158Hz이고, 남성 피험자들의 문장음역의 평균치는 152Hz로 그 차이가 6Hz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여성 피험자의 경계음역의 평균치는 101Hz이고 남성

피험자의 경우는 93Hz로 7Hz의 차이를 보였다. 문장음역에서 경계음역이 차

지하는 비율은 여성의 경우 평균 63%, 남성의 경우 평균 61%로 나타났다. 남

녀 평균은 62%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인 여성 모어 화자의 평균 음역

은 남성 모어 화자의 음역보다 약간 넓다고 할 수 있으며, 경계음역이 문장음

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역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발화의 기본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 <표Ⅲ-3>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장 및 경계억양의 음역을 나

타내는 표로, 역시 문장음역, 경계음역, 문장음역 내 경계음역의 차지 비중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29) 본 절에서 제시하는 음역과 지속시간은 실험대상자가 발화한 모든 문장의 음역과 지속시간

의 평균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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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표준 중국어 화자의 문장 및 경계억양의 음역

중국인 여성 피험자

전체(평균)CF1 CF2 CF3 CF4 CF5 평균 표준편차

문장(Hz) 108 112 92 131 136 116 18

경계(Hz) 36 51 38 38 59 44 10
문장(Hz) 100

경계/문장 33% 46% 41% 29% 43% 38% 7%

중국인 남성 피험자
경계(Hz) 40CM1 CM2 CM3 CM4 CM5 평균 표준편차

문장(Hz) 66 151 59 53 89 84 40

경계/문장 38%경계(Hz) 18 88 19 20 31 35 30

경계/문장 27% 58% 32% 37% 35% 38% 12%

<표Ⅲ-3>을 통해 중국인 여성 피험자의 문장음역의 평균치는 116Hz, 남성

피험자의 문장음역의 평균치는 84Hz, 그리고 둘의 차이는 32Hz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중국인 여성 피험자의 경계음역의 평균치는 44Hz이고 남성 피험자의

경우는 35Hz로, 9Hz의 차이를 보였다. 문장음역 대비 경계음역이 차지하는 비

중은 여성 및 남성이 모두 평균 3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국인 여성 학

습자의 평균 음역은 남성 학습자의 음역보다 넓게 나타나고, 경계음역이 문장

음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게 나타났다. 즉, 음역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 발

화의 기본 패턴은 유사성을 보인다.

<표Ⅲ-2>와 <표Ⅲ-3>를 종합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문장음역 및 경계음역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인 여성 피험자의 문장음역의 평균은 중국인 여성 피험자의 평균

보다 52Hz 넓고, 경계 음역의 평균은 중국인 여성 피험자의 평균보다 57Hz

넓게 나타났다. 또한 경계음역이 문장음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인 여성

피험자보다 25%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성 피험자들의 경우, 한국인

남성 피험자의 평균 문장음역은 중국인 남성 피험자의 평균보다 68Hz 넓고,

경계음역의 평균은 중국인 남성 피험자보다 58Hz 넓게 나타났다. 문장음역에

서 경계음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인 남성 피험자와 23%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피험자들이 발화한 문장 전체의 문장음역의 평균치는 한국

인의 경우 155Hz로, 중국인의 경우 100Hz로 나타났다. 경계음역의 평균치의

경우 한국인은 97Hz, 중국인은 40Hz이며 57Hz의 차이를 보였다. 경계음역이

문장음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한국인은 평균 62%, 중국인은 38%로 나



- 50 -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

장을 발화함에 있어 그 전체적인 음역이나 경계억양의 음역이 한국인의 그것

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경계음역이 문장음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인의 비율보다 훨씬 작게 나타

났는데,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경계음역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2) 문장억양 및 경계억양의 지속시간

다음 <표Ⅲ-4>와 <표Ⅲ-5>는 한·중 피험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경계억양

및 문장억양의 지속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표Ⅲ-4> 한국인 모어 화자의 문장 및 경계억양의 지속시간

한국인 여성 피험자

전체(평균)KF1 KF2 KF3 KF4 KF5 평균 표준편차

문장(s) 1.05 1.02 1 0.97 0.88 0.98 0.07

경계(s) 0.25 0.27 0.23 0.21 0.23 0.24 0.02
문장(s) 1.01경계/문장 24% 27% 23% 22% 26% 24% 2%

한국인 남성 피험자
경계(s) 0.24KM1 KM2 KM3 KM4 KM5 평균 표준편차

문장(s) 1.26 0.96 0.7 1.17 1.1 1.04 0.22

경계/문장 25%경계(s) 0.25 0.28 0.2 0.28 0.2 0.24 0.04

경계/문장 20% 30% 29% 24% 24% 25% 4%

<표Ⅲ-5> 표준 중국어 화자의 문장 및 경계억양의 지속시간

중국인 여성 피험자

전체(평균)CF1 CF2 CF3 CF4 CF5 평균 표준편차

문장(s) 1.46 1.44 1.25 1.22 1.48 1.37 0.12

경계(s) 0.18 0.23 0.29 0.28 0.24 0.24 0.04
문장(s) 1.39

경계/문장 12% 16% 23% 23% 16% 18% 5%

중국인 남성 피험자
경계(s) 0.22CM1 CM2 CM3 CM4 CM5 평균 표준편차

문장(s) 1.51 1.62 1.3 1.23 1.4 1.41 0.16
경계/문

장
16%경계(s) 0.23 0.2 0.2 0.13 0.17 0.19 0.04

경계/문장 15% 12% 16% 11% 11% 13% 2%

<표Ⅲ-4>에서 알 수 있듯, 문장억양의 지속시간에서 경계억양의 지속시간

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한국인 여성의 경우 24%, 남성의 경우 25%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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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표Ⅲ-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중국인 남녀 피험

자의 경계억양 지속시간을 문장억양 지속시간과 대비한 비율은 평균 16%로,

남녀의 비율은 5%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비율 차이는 9%로 나

타났다. 지속시간의 경우, 중국인 여성 피험자가 발화한 경계억양의 지속시간

은 한국인 여성 피험자의 지속시간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문장억양의 지속시

간은 길게 나타났다. 중국인 남성 피험자의 경우 경계억양의 지속시간은 가장

짧게 나타났으나 문장억양의 지속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장

억양의 지속시간에서 경계억양의 지속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문

문을 발화할 때에 지속시간이 길게 나타나며, 경계음절을 발화할 때에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빠르게 끝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한·중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실현 양상 및 원인

본 절에서는 경계억양을 위주로 한·중 화자의 의문문 억양에 대하여 의문문

의 유형별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대상자들의 발화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의문문의 경계억양 패턴을 화자의 언어권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의문문 경계억양의 패턴 및 표준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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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6>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의문문 경계억양의 패턴

문장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표준형백분율

판정

의문문

S1 오늘 학교에 안 가? H% H% LH% H% H% H% LH% H% H% H% H% 80%

S2 시킨 일은 다 했나? H% H% H% H% H% LH% LH% LH% H% H% H% 70%

설명

의문문

S3 반장이 누구지? H% H% H% LH% H% H% L% H% H% H% H% 80%

S4 뭐 마실래요? L% LHL% LHL% LM% LHL% LHL% LHL% M% LHL% LHL% LHL% 70%

확인

의문문

S5 밖이 춥지요? HL% HL% HL% HL% HL% LH% ML% HL% H% HL% HL% 70%

S6 마을버스 탈거지? HL% HL% HL% H% HL% H% HL% HL% HL% HL% HL% 80%

자문

S7 바람이 불었나? LH% LH% LH% LH% LH% LH% LH% LH% LH% LH% LH% 100%

S8 어떡하나? MLH%MLH%MLH%MLH%MLH% LH% MLH%MLH%MLH%MLH%MLH% 90%

S9 이게 왜 여기 있지? LH% H% H% H% H% H% LH% H% LH% H% H% 70%

선택

의문문
S10
수미는 학교에 갔어,

안 갔어?

M%+

LH%

ML%+

LH%

M%+

LH%

ML%+

M%

ML%+

LM%

M%+

M%

M%+

LH%

ML%+

LM%

M%+

ML%

M%+

LH%

M%+

LH%
40%

수사

의문문

S11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100%

S12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100%

실험 결과, 한국인 피험자의 의문문 경계억양 패턴은 Ⅱ장에서 제시한 이호

영(1996)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설명의문문과 자문의 경우

H%(높은수평조)도 많이 나타났으며, 선택의문문의 경우 ‘오름조+내림조' 패턴

이 아닌 ‘내림조+오름조' 패턴이 더욱 많이 나타났다.

다음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의문문 경계억양의 패턴 및 표준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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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7> 표준 중국어 화자의 의문문 경계억양의 패턴

문장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

패턴
백분율

판정

의문문

S1 오늘 학교에 안 가? H% H% H% H% H% L% H% M% LM% M% H% 60%

S2 시킨 일은 다 했나? LH% HL% LH% H% LH% LH% LH% LH% H% M% LH% 60%

설명

의문문

S3 반장이 누구지? H% HL% M% H% LHL% L% H% H% M% M%
H%

M%

40%

30%

S4 뭐 마실래요? LM% LM% M% LM% LM% LM% H% H% LM% M% LM% 60%

확인

의문문

S5 밖이 춥지요? ML% ML% HL% HL% ML% L% H% H% ML% ML% ML% 70%

S6 마을버스 탈거지? M% ML% ML% ML% HL% M% H% H% HL% H% ML% 40%

자문

S7 바람이 불었나? M% M% LM% M% LM% L% H% M% M% M% M% 60%

S8 어떡하나? LH% LH% M% M% M% LM% LH% L% M% LH%
LH%

M%

40%

40%

S9 이게 왜 여기 있지? HL% HL% HL% H% HL% M% H% H% M% HL% HL% 50%

선택

의문문
S10

수미는 학교에

갔어, 안 갔어?

L%+

H%

M%+

M%

ML%+

H%

M%+

L%

ML%+

H%

M%+

ML%

H%+

M%

L%+

H%

L%+

H%

L%+

H%

L%+

H%
40%

수사

의문문

S11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LHL% LHL% LM% L% LH% M% LH% LM% M% M%

LM%

M%

30%

30%

S12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LM% LHL% LM% L% LH% LM% LH% LH% LM% LM% LM% 6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계억양 실현에 있어, 일반 질

문 기능을 수행하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경우 음의 높이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패턴에 있어서는 실험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인 피험자가 발화한 선택의문문, 확인의문문, 자문, 수

사의문문의 경계억양의 패턴의 경우 패턴 자체가 한국인 화자의 패턴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한·중 화자의 의문문 경계억양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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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8> 한·중 화자의 의문문 경계억양의 실현 양상 대조분석

　 한국인 중국인

문장 표준형 백분율 기타
대표

패턴
백분율 기타

판정

의문문

S1 오늘 학교에 안 가? H% 80% LH% H% 60% LH%, LM%, M%

S2 시킨 일은 다 했나? H% 70% LH% LH% 60% H%, M%

설명

의문문

S3 반장이 누구지? H% 80% LH%, L%
H%

M%

40%

30%
HL%, M%, LHL%

S4 뭐 마실래요? LHL 70%
L%, LM%,

M%, H%
LM% 60% M%, H%

확인

의문문

S5 밖이 춥지요? HL% 70%
ML%, H%,

ML%
ML% 70% HL%, H%, L%

S6 마을버스 탈 거지? HL% 80% H% ML% 40% HL%, M%, H%

자문

S7 바람이 불었나? LH% 100% * M% 60% L%, H%, LM%

S8 어떡하나? MLH% 90% LH%
LH%

M%

40%

40%
M%, ML%

S9 이게 왜 여기 있지? H% 70% LH% HL% 50% H%, M%

선택

의문문
S10

수미는 학교에 갔어, 안

갔어?

M%+LH

%
40%

ML%+LH%,

ML%+LM%
L%+H% 40%

M%+M%, ML%+H%,

M%+L%, ML%+H%,

M%+ML%, H%+M%

수사

의문문

S11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LHL% 100% *
LM%

M%

30%

30%
LHL%, H%,LH%

S12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LHL% 100% * LM% 60% H%, LHL%, L%, LH%

이상 제시한 <표Ⅲ-8>의 내용을 통해 한국어 원어민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계억양의 실현 양상, 즉 패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실험 문항의 유형과 문항별로 분석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억양의 특징과 오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판정의문문

한국어의 판정의문문 중 단순질문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

의 경계억양의 패턴은 주로 ‘높은수평조(H%)’로 실현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들의 패턴 역시 ‘높은수평조(H%)’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패턴은 ‘가운데수

평조(M%)’와 더욱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0).

30) 예를 들면 ‘S1: 오늘 학교에 안 가?’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마지막 음절 '가'의 억양은 음역

의 가운데 위치에서부터 시작하여 음역의 높은 위치에서 끝난다. 반면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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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정의문문의 경계억양 패턴과 변화폭

① S1: 오늘 학교에 안 가?

(KF5) (CF2)

[그림Ⅲ-1] ‘S1: 오늘 학교에 안 가?’의 대표 F0곡선

[그림Ⅲ-1]에서 제시하고 있는 F0곡선은 각각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곡선이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

다.

S1 문항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문장 반음구간, 경계 반음

구간, 문장 반음구간 대비 경계 반음구간의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Ⅲ-9>

와 같다.

<표Ⅲ-9>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음구간(S1)

한국인 여성 피험자의 경우

전체(평균)KF1 KF2 KF3 KF4 KF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21.69 17.22 19.55 21.77 18.64 19.8 1.76

경계(st) 6.58 2.81 18.35 3.07 5.26 7.21 5.74
문장(st) 19.8

경계/문장 30% 16% 94% 14% 28% 36% 29%

한국인 남성 피험자의 경우
경계(st) 8.95

KM1 KM2 KM3 KM4 KM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15.16 31.25 18.76 16.62 17.46 19.9 5.82

경계/문장 45%경계(st) 11.43 20.39 4.10 8.20 9.34 10.7 5.41

경계/문장 75% 65% 22% 49% 53% 53% 18%

은 음역의 가운데 높이에서 시작하여 수평 위치의 F0목표점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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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0> 중국 표준어 화자의 반음구간(S1)

중국인 여성 피험자의 경우

전체(평균)CF1 CF2 CF3 CF4 CF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20.15 19.78 11.9 8.31 23.88 16.8 5.77

경계(st) 1.36 0.42 2.64 2.71 2.74 1.97 0.93
문장(st) 12.82

경계/문장 7% 2% 22% 33% 11% 15% 11%

중국인 남성 피험자의 경우
경계(st) 1.98

CM1 CM2 CM3 CM4 CM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14.21 8.74 5.46 6.42 9.35 8.84 3.05
경계/문

장
21%경계(st) 1.36 1.56 0.42 4.74 1.89 1.99 1.46

경계/문장 10% 18% 8% 74% 20% 26% 24%

<표Ⅲ-9>와 <표Ⅲ-10>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화한 S1의

문장 반음구간 평균치는 중국인 학습자보다 6.99st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한

국인 화자의 경계억양의 반음구간이 중국인 화자의 반음구간보다 6.97st 더 크

게 나타났다. 문장억양의 반음구간 대비 경계억양의 반음구간의 비율은 한국인

이 중국인보다 평균 30% 높았다.

의문문을 구별해 주는 억양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음절의 억양,

즉 경계억양이다. 다음은 한·중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 및 대응하는 5도치

를 나타낸 표이다.

<표Ⅲ-11> 한·중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패턴 및 5도치(S1)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H% H% LH% H% H% H% LH% H% H% H% H% 80%

5도치 45 34 15 45 45 25 15 35 25 35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H% H% H% H% H% L% H% M% LM% M% H% 60%

5도치 45 44 45 45 24 11 44 33 14 33

<표Ⅲ-11>에서 알 수 있듯이, S1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대표적인 경계

억양 패턴은 H%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화자 자신의 음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경계억양이 높은 음역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 H%는 M%와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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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L%, M%, LM% 등 다양한 패턴도 함께 등장하였다. 특히 중국인 남성

피험자의 경우, 경계억양이 주로 음역의 낮은 위치나 가운데 위치에 있었다.

이와 같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한·중 화자의 경계억양 대표패턴 H%의 기울기와 변화율을 비교하였다. 구체

적인 F0곡선은 [그림Ⅲ-2]와 같다.

한국인 여성 피험자(KF) 한국인 남성 피험자(KM)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중국인 남성 피험자(CM)

[그림Ⅲ-2]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F0곡선(S1)

[그림Ⅲ-2]에서는 중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변화율보다 한국인 피험자의

변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곡선의 경사도가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다. 경계억양의

내부에서 보이는 기울기와 변화율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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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여성 피험자(KF & CF) 한·중 남성 피험자(KM & CM)

[그림Ⅲ-3] 경계억양의 F0 목표점 위치 비교(S1)

[그림Ⅲ-3]을 통해 마지막 음절 ‘가’를 발음할 때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

의 시작점과 끝점 간의 변화폭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표Ⅲ

-12>에서는 기울기(hz/ms)와 변화율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표Ⅲ-12> 경계억양의 기울기 및 변화율(S1)

대상
대표

유형

데이터

통계 유형

모음

지속시간(s)

기울기

(hz/ms)

경사각도

α
변화율

(%)

KF H%

평균값 0.13 0.76 37.27° 29.69

최댓값 0.19 1.25 51.34° 46.26

최솟값 0.04 0.18 10.15° 17.62

표준편차 0.06 0.44 17.58 13.67

KM H%

평균값 0.13 1.02 45.63° 87.45

최댓값 0.14 2.28 66.30° 147.76

최솟값 0.09 0.39 21.25° 33.06

표준편차 0.02 0.86 19.41 48.59

CF M%

평균값 0.18 0.17 9.62° 8.47

최댓값 0.24 0.22 12.60° 12.70

최솟값 0.10 0.03 1.78° 1.76

표준편차 0.05 0.08 4.45 4.60

CM M%

평균값 0.17 0.11 6.43° 21.57

최댓값 0.23 0.24 13.65° 52.31

최솟값 0.14 0.02 1.23° 3.69

표준편차 0.05 0.12 6.48 26.73

경계억양이 똑같이 오름세를 보이는 경우 CF(중국인 여성 학습자)의 경계억

양의 평균 경사도는 KF(한국인 여성 화자)보다 27.65° 낮고, CM(중국인 남성

학습자)보다 3.19° 높게 나타났다. KM(한국인 남성 화자)는 CM보다 39.19°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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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사도를, KF보다 8.36° 높은 경사도를 보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

계억양의 경사도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사도보다 평균 33.42° 낮게 나타났

다. 또한 표준편차를 통해 한국인 화자 발화의 개인별 차이가 중국인 화자보다

크고, 한국인 남성 간의 개인별 차이가 여성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② S2: 시킨 일은 다 했나?

(KF3) (CF3)

[그림Ⅲ-4] ‘S2: 시킨 일은 다 했나?’의 대표 F0곡선

[그림Ⅲ-4]의 F0곡선은 각각 한국인 화자와 중국인 화자가 발음한 가장 대

표적인 유형의 F0곡선이다.

S2 문항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문장 반음구간, 경계 반음

구간, 문장 반음구간 대비 경계 반음구간의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Ⅲ-13>

과 <표Ⅲ-14>와 같다.

<표Ⅲ-13>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음구간(S2)

한국인 여성 피험자

전체(평균)KF1 KF2 KF3 KF4 KF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13.19 9.39 12.05 8.86 11.37 10.97 1.63

경계(st) 7.02 6.25 6.53 4.49 3.61 5.58 1.30
문장(st) 14.75

경계/문장 53% 67% 54% 51% 32% 51% 11%

한국인 남성 피험자
경계(st) 7.61

KM1 KM2 KM3 KM4 KM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26.47 21.72 9.77 18.94 15.76 18.53 5.62

경계/문장 54%경계(st) 11.32 14.17 9.56 5.49 7.68 9.64 2.98

경계/문장 43% 65% 98% 29% 49% 5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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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4> 표준 중국어 화자의 반음구간(S2)

중국인 여성 피험자

전체(평균)CF1 CF2 CF3 CF4 CF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6.41 6.29 7.77 8.92 10.86 8.05 1.70

경계(st) 5.15 2.88 5.17 5.26 6.50 4.99 1.17
문장(st) 10.49

경계/문장 80% 46% 67% 59% 60% 62% 11%

중국인 남성 피험자
경계(st) 5.64

CM1 CM2 CM3 CM4 CM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11.62 21.79 8.25 10.59 12.35 12.92 4.65
경계/

문장
56%경계(st) 7.64 11.11 5.11 3.24 4.34 6.29 2.81

경계/문장 66% 51% 62% 31% 35% 49% 14%

한국어 모어 화자의 S2 발화에 있어 문장 반음구간의 평균치는 중국인 화자

보다 4.26st, 경계억양의 반음구간은 1.97st 더 크게 나타났다. 경계억양의 반음

구간의 문장억양의 반음구간 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인

보다 2% 더 높았다. 이를 통해 S2의 경우 한·중 화자의 음역 차이가 크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중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 및 대응하는 5도치를 나타낸 표이

다.

<표Ⅲ-15> 한·중 피험자의 경계음절의 패턴 및 5도치(S2)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H% H% H% H% H% LH% LH% LH% H% H% H% 70%

5도치 35 45 45 34 45 15 15 25 35 34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H% HL% LH% H% LH% LH% LH% LH% H% M% LH% 60%

5도치 25 53 14 35 14 13 15 14 45 33

<표Ⅲ-15>를 통해 한국인 피험자의 S2 경계억양 대표 패턴은 H%임을, 중

국인 피험자의 대표 패턴은 LH%임을 알 수 있다. 즉, 발화자 자신의 음역과

대조할 때 중국인 피험자의 시작점의 위치가 한국인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S2에서 중국인 화자의 경계억양 음역 차지 비중이 한국인의 비중보다 큰

현상(<표Ⅲ-13>, <표Ⅲ-14> 참조)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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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녹음을 전사한 결과, 한국인 화자의 경우 억양의 70%가 H%로 실현되었

고, 중국인 화자의 경우 억양의 60%가 LH%로 실현되었다. 한·중 화자의 경계

음절 및 선행음절의 F0곡선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여성 피험자(KF) 한국인 남성 피험자(KM)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중국인 남성 피험자(CM)

[그림Ⅲ-5] 경계음절과 선행음절의 F0곡선(S2)

위 그림을 통해 똑같은 판정의문문일지라도 어미가 ‘-나’로 끝날 경우에는

중국인 화자의 억양의 기울기가 ‘-어’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나’의

기울기는 중국인 남녀 학습자 모두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기울기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진 않았다. 한편 이 문장에서 보이는 가장 심각한 문

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의문문을 발화 시 선행음절의 억양을 평소보다

낮게 발음한 다음 경계음절을 선행음절의 음높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경

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은 이미 이 문장의 마지막 음절의 음을 높

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그 실현 방식에 있어 한국인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한·중 피험자의 대표적인 경

계억양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아래 a곡선은 중국인 피험자의 대표적인 패턴인

LH%를 나타내는 것이고, b곡선과 c곡선은 한국인 피험자의 대표적인 패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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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Ⅲ-6] 한·중 피험자의 경계억양 대표 패턴에 대한 비교(S2)

먼저 중국인 피험자의 a곡선과 한국인 피험자의 c곡선과의 비교이다. a곡선

의 경우 ‘했'은 내림조로 나타나고, 어미 ‘-나'는 발화자 음역의 낮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높은 높이로 끝이 난다. 반면 c곡선의 경우 ‘했'은 오름조로 나타나

고, 어미 '-나'는 발화자 음역의 가운데 높이에서 시작해서 높은 높이로 끝난

다.

다음으로 a곡선과 b곡선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두 곡선 모두에서 경

계음절과 선행음절의 전체곡선이 내려갔다가 아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그

러나 실제 억양의 패턴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그 차이점은 첫째, b곡선의

A2, B2점은 모두 발화자 음역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a곡선의 A1점은 발화

자 음역보다 낮게 위치에 있다는 점, 둘째, a곡선에서 어미 ‘-나'의 F0시작점

과 최솟값은 A1에 있으나 b곡선 어미 ’-나'의 F0시작점은 A2에 있고 최솟값

은 B2점에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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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6> 경계억양의 기울기 및 변화율(S2)

대상
패턴

유형

데이터

통계 유형

모음

지속시간

기울기

(hz/ms)

경사각도

α
변화율

(%)

KF H%

평균값 0.20 0.41 22.49° 21.75

최댓값 0.32 0.50 26.57° 28.28

최솟값 0.14 0.35 19.29° 13.44

표준편차 0.07 0.07 3.57 6.21

KM H%

평균값 0.23 0.43 23.46° 106.40

최댓값 0.29 0.68 34.02° 139.77

최솟값 0.16 0.20 11.52° 39.80

표준편차 0.06 0.20 9.69 46.65

CF LH%

평균값 0.23 0.34 18.78° 27.48

최댓값 0.32 0.53 27.77° 34.33

최솟값 0.15 0.21 11.74° 23.42

표준편차 0.07 0.13 6.72 4.84

CM LH%

평균값 0.23 0.28 15.82° 75.97

최댓값 0.27 0.46 24.84° 121.53

최솟값 0.20 0.13 7.51° 23.68

표준편차 0.04 0.17 10.55 49.27

<표Ⅲ-16>에서 제시한 경계억양의 패턴의 경사도는 한·중 화자별, 남·녀 화

자별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S1과 비교할 때 이 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인 여성 화자들은 대부분

‘했’의 높이를 낮추었고, 이에 따라 ‘-나’를 발화하는 데에 있어 그 변화폭이 커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국어 강세구의 THa 규칙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이를 인지시키고 교육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판정의문문의 억양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 분석

다음 그림은 한·중 화자의 판정의문문 문장의 억양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

이다. KF5와 CF2가 실험 문항으로 제시된 모든 판정의문문을 발화한 시간을

평균화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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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7] 한·중 화자의 판정의문문의 문장 변화 추세

[그림Ⅲ-7]의 CF2의 그래프에서 변화폭이 작은 내림 추세를 확인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의 문장을 발음할 때에는 과연 어떤 식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녹음한 중국어 문장의 억양 곡선도 하나

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Ⅲ-8]). 중국어의 시비의문문의 억양은 어기사

‘吗’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 모두를 제시하였다.

어기사 ‘吗’가 없는 경우 어기사 ‘吗’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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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8] 중국어 시비의문문의 문장 변화 추세

[그림Ⅲ-8]을 통해 어기사가 있는 문장의 F0곡선의 경계억양이 어기사가 없

는 문장의 경계억양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경계억양

의 상위선이 문장 앞부분의 억양보다 높지 않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Ⅲ-7]의 KF5의 경계억양 음높이의 상위선은 아주 높게 위치해 있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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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또한 [그림Ⅲ-7]의 CF2의 경계억양 음높이의 상위선이 문장 앞부

분의 억양보다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Ⅲ-8]의 양상과 비슷하다.

이처럼 중국어 시비의문문의 억양의 특징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31).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한국

어 판정의문문을 발음할 때 '가운데 수평조'에 더 가깝게 발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중 화자의 문장억양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이를 고찰하기 위

하여 강세구 간 반음 변화율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피험자 각각의 강세구 음

역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백분율로 환산하였고, 이후 언어권별로 각 강세구 반

음 백분율의 최댓값의 평균치와 최솟값의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한국인 여성 피험자(KF)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그림Ⅲ-9] 문장억양 음역 변화 패턴(S1)

[그림Ⅲ-9]의 상위선과 하위선 간의 거리를 살펴보면 마지막 강세구 ‘안 가’

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마지막 강세구의 상

위선은 앞의 두 강세구의 상위선보다 높고, 하위선도 앞의 두 강세구의 하위선

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안의 마지막 강세구의 F0변화폭이

가장 크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 마지막 강세구의 음폭은 앞 두 강세

구의 음폭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반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마

지막 강세구의 음폭이 앞 두 강세구의 음폭과 비슷하다. 두 그림의 상위선을

31) 실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판정의문문의 끝음절이 올라간다는 점을 알고 있을

지라도, 중국어 시비의문문의 억양의 특징으로 인해 한국어를 발화할 때에 마지막 음절이 조

금만 올라가도 잠재적으로 ‘억양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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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한국인 피험자는 계단 올림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인 피험자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내림 추세를 설명하기 위하

여 한국어 문장 ‘S1: 오늘 학교에 안 가?'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 ‘今天不去

学校吗?'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중국인 여성 피험자 다섯 명의 녹음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Ⅲ-10]과 같다.

[그림Ⅲ-10] ‘今天不去学校吗(S1)?’ 문장억양 음역 변화 패턴

중국어 의문문 ‘今天不去学校吗’의 상위선은 완전 내림세를 보이지는 않지

만, 마지막 강세구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처럼 시비의문문의 경우 평서

문보다 문미 억양이 올라가기는 하나 전체 음역보다 음의 상위선이 낮게 나타

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한

국어 판정의문문의 발화 억양 양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

자들이 ‘오늘 학교에 안 가?'라는 문장을 말할 때 마지막 ‘가'의 억양이 평서문

보다 올라가기는 하지만 전체 음역보다 음의 상위선이 낮게 위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미억양은 선행음절보다 올라가기는 하

지만 그 폭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安排的事儿都办了吗(S2: 시킨 일은 다 했나?)?'의 F0곡선에 대

해 살펴본다. 한국어 문장 ‘시킨 일은 다 했나?’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에는

일반적으로 어기사 ‘吗'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의 실험 문항에는 의

문어기사 음절 ‘吗'을 포함하였다. 이 문장의 F0곡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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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1] ‘安排的事儿都办了吗(S2)?’의 F0곡선

분석 결과 시비의문문의 문미 억양은 평서문보다 오름조로 나타나지만 한국

어의 판정의문문의 문미 억양처럼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S2 문장 억양의 음역구조에 대한 비교를 나타낸 그림이다.

한국인 여성 피험자(KF)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그림Ⅲ-12] 문장억양 음역 변화 패턴(S2)

[그림Ⅲ-12]의 KF의 문장억양 구조에 비하면 CF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내림

추세를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시킨 일은 다 했나?'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 ’安排的事儿都办了?'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중국인 화자 다섯

명의 녹음 자료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그림Ⅲ-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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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 从来没有想过音调高低程度的问题，不知道自己和韩国人的发音在这个方面上有区

别呢。 (음높이 고저의 정도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과 이런
차이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

CF3: 如果语尾的音发的很高的话多别扭啊，是上升调就可以了吧，因为对韩语语调掌握

的还不是很好, 再高的话怕太过了。不是很好意思。 (문미 억양을 너무 높게 발음
하면 어색하잖아요. 한국어 억양을 능숙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

승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높게 발화되면 좀 과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민망

해요.)

【CF2, CF3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그림Ⅲ-13] ‘安排的事儿都办了(S2)?’ 문장억양 음역 변화 패턴

[그림Ⅲ-13]에서 S2와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의 경계억양 음역의 상위선도

문장 앞부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중국인 피험자의 한국어

문장억양의 구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판정의문문 억양이 실현되는 데에 중국어의 시비의문문 억양의 부정적

으로 간섭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관

한 생각을 듣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S1: 오늘 학교에 안

가?’를 발화할 때에 문미 억양이 평서문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 높이의 폭이 한

국인 모어 화자의 폭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중국인 피험자들에게

물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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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听完你说的和韩国人说的‘시킨 일은 다 했나?', 觉得哪里有什么不一样吗？ (‘시

킨 일은 다 했나?' 한국인 발음한 것과 스스로 발음한 것을 다 들어 보았는데,

어떤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요?)

CF4: 韩国人说的更自然...更能表达疑问的语气吧。 (한국인의 말은 더 자연스럽고...

의문의 말투를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你在说这个句子的时候，'해'的音比正常发音时偏低，而且发的是下降调，这不符

合韩语的语调规律。可以说一下是为什么吗？ (이 문장을 발화할 때 '해'의 음높

이가 다른 음절보다 낮고 내림조로 나와요. 이렇게 발음하는 방법은 한국어 억

양의 규칙과 어긋나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CF4: ‘했나?... 했나? (발음을 해 보면서) 好像是如果把‘했'发的低一点的话，嗓子比较

舒服...如果两个音都高，觉得嗓子发紧。所以很自然的就这么说了吧。 (‘했'이 낮게

발음되면 목이 편하고... ‘했나' 두 음이 다 높게 발음된다면 목이 긴장될 것 같

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화한 것 같았어요.)

【CF4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이외에도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이 중국어 의문문의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

문에 대하여 피험자 CF4는 ‘어기사 ‘吗’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대

답하였다. 이처럼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이 중국어 의문문 억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습자

들에게는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이 중국어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억양을 따

라 한다는 것 자체를 ‘과장되고’, ‘민망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

들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피험자에게 한국인 모어 화자의 녹음과 피험자의 녹음을 들려 준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이상 인터뷰 결과, 학습자의 모국어가 의문문 억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학습자의 심리적인 요인도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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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의문문

설명의문문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계억양 패턴을 빈도순으로 정렬하

면 ‘낮내림조(ML%), 낮오름조(LM%), 높은 수평조(H%), 오르내림조(LHL%)'

등과 같다. 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패턴은 ’가운데 수평조(M%), 낮내림

조(ML%), 오르내림조(LHL%), '높은 수평조(H%)'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인 화자의 경우 ‘낮내림조(ML%), 낮오름조(LM%)'가, 중국인 화자의 경우

’높은 수평조(H%), 가운데 수평조(M%)'의 패턴을 가장 많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같은 형태의 의문사가 있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을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 화자들의

패턴이 ‘높은 수평조(H%)'로 나타날 때 중국인 화자들의 패턴은 ’내림조

(HL%, ML%)'로 나타나는데, 이는 설명의문문의 어미가 ‘-지'일 때 많은 학습

자들이 내림조로 발화하기 때문이다32).

(1) 설명의문문의 경계억양 패턴과 변화폭

① S3: 반장이 누구지?

(KF4) (CF5)

[그림Ⅲ-14] ‘S3: 반장이 누구지?'의 대표 F0곡선

[그림Ⅲ-14]에서 제시하고 있는 F0곡선은 각각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32) 예를 들어 ‘S3: 반장이 누구지?'에서의 ‘-지’는 확인의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은 대부분이 상승조로 발화한 반면 중국인들은 문장에 ‘-지’가 있으면 확인의 의미로 파악하

고 하강조로 발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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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곡선이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

다.

S3 문항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및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문장 반음구간, 경

계 반음구간, 문장 반음구간 대비 경계 반음구간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Ⅲ-17>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음구간(S3)
한국인 여성 피험자의 경우

전체(평균)KF1 KF2 KF3 KF4 KF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9.21 16.66 14.49 10.77 12.00 12.63 2.66

경계(st) 7.38 7.20 5.10 7.73 5.40 6.57 1.09
문장(st) 13.10

경계/문장 80% 43% 35% 72% 45% 55% 18%

한국인 남성 피험자의 경우
경계(st) 6.84

KM1 KM2 KM3 KM4 KM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20.36 14.01 10.72 10.98 11.77 13.57 3.59

경계/문장 52%경계(st) 11.71 12.11 2.38 3.91 5.48 7.12 4.04

경계/문장 58% 86% 22% 36% 47% 50% 22%

<표Ⅲ-18> 표준 중국어 화자의 반음구간(S3)

중국인 여성 피험자의 경우

전체(평균)CF1 CF2 CF3 CF4 CF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12.62 7.75 6.35 8.78 9.11 8.92 2.08

경계(st) 0.43 7.45 1.85 1.96 3.21 2.98 2.40
문장(st) 8.17

경계/문장 3% 96% 29% 22% 35% 37% 31%

중국인 남성 피험자의 경우
경계(st) 2.86

CM1 CM2 CM3 CM4 CM5 평균 표준편차

문장(st) 11.24 8.54 6.91 4.04 6.33 7.41 2.40
경계/문

장
35%경계(st) 4.33 2.98 3.95 0.67 1.74 2.73 1.37

경계/문장 39% 35% 57% 17% 27% 35% 13%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S3의 문장 반음구간 평균치는 중국인 화자의 평균치

보다 4.93st 더 크게 나타났으며, 경계억양의 반음구간은 3.98st 더 크게 나타

났다. 문장억양의 반음구간 대비 경계억양의 반음구간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한

국인 화자가 중국인 화자보다 17% 더 높게 나타났다.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과 이에 대응하는 5도치는 <표Ⅲ-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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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9> 한·중 피험자의 경계음절의 패턴 및 5도치(S3)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H% H% H% LH% H% H% L% H% H% H% H% 80%

5도치 45 45 45 14 45 35 12 45 45 45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H% HL% M% H% LHL% L% H% H% M% M%

H%

M%

40%

30%
5도치 35 41 34 45 342 11 35 35 33 33

위의 표에서 한국인 화자의 S3 발화에 있어 대표적인 경계억양 패턴은 H%

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화자의 대표 패턴은 H%와 M%였다. 중국인의 경우

40%가 H%로, 30%가 M%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패턴은 HL%, LHL%, L%

등과 같은 내림 억양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계억양의 F0곡선은 [그림Ⅲ-15]

와 같다.

한국인 여성 피험자(KF) 한국인 남성 피험자(KM)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중국인 남성 피험자(CM)

[그림Ⅲ-15]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F0곡선(S3)

[그림Ⅲ-15]에서 중국인 피험자의 M%와 H% 패턴은 오름세를 보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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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 기울기가 아주 완만하게 나타났다. 중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지

속시간도 한국인보다 짧게 나타났다. 경계억양의 내부에서 보이는 기울기와 변

화율을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20> 경계억양의 기울기 및 변화율(S3)

대상
패턴

유형

데이터

통계 유형

모음

지속시간

기울기

(hz/ms)

경사각도

α
변화율

(%)

KF H%

평균값 0.11 1.05 46.40 29.68

최댓값 0.14 1.41 54.74 44.67

최솟값 0.07 0.70 34.99 19.54

표준편차 0.03 0.30 8.38 11.82

KM H%

평균값 0.15 0.59 30.5 50.56

최댓값 0.22 1.12 48.12 79.68

최솟값 0.07 0.25 14.04 18.20

표준편차 0.06 0.41 16.32 33.57

CF
H%

M%

평균값 0.14 0.15 8.26 5.98

최댓값 0.17 0.21 11.68 8.14

최솟값 0.10 0.07 4.00 1.68

표준편차 0.01 0.03 3.90 3.72

CM
H%

M%

평균값 0.15 0.18 9.95 25.52

최댓값 0.24 0.21 12.04 34.05

최솟값 0.09 0.14 7.83 16.99

표준편차 0.06 0.05 2.98 12.06

경계억양이 똑같이 오름세를 보이는 경우 CF의 경계억양의 평균 경사도는

KF보다 38.14°, CM보다 1.69° 낮게 나타난다. KM은 CM보다 20.59° 높은 경

사도를, KF보다 15.86° 높은 경사도를 보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계억

양의 경사도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사도보다 평균 29.37° 낮게 나타났다. 또

한 표준편차를 통해 한국인 화자 발화의 개인별 차이가 중국인 화자보다 크고,

한국인 남성 간의 개인별 차이가 여성 간의 차이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② S4: 뭐 마실래요?

[그림Ⅲ-16]에서 제시하고 있는 F0곡선은 각각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곡선이다.



- 74 -

(KF5) (CF4)

[그림Ⅲ-16] ‘S4: 뭐 마실래요?’의 대표 F0곡선

한·중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과 대응하는 5도치, 그리고 경사도는 <표Ⅲ

-21>과 같다.

<표Ⅲ-21> 한·중 피험자의 경계음절의 패턴, 5도치 및 경사도(S4)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 LHL% LHL% LM% LHL% LHL% LHL% M% LHL% LHL% LHL% 70%

5도치 12 231 351 13 341 342 231 24 342 45

경사도
앞 16° 21° 45° 22° 28° 19° 17° 18° 16° 16°
뒤 -24° -53° -46° -19° -30° -15° -21°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M% LM% M% LM% LM% LM% H% H% LM% M% LM% 60%

5도치 13 13 24 12 13 13 25 35 13 33

경사도
앞 13° 20° 16° 6° 16° 12° 14° 18° 15° 8°
뒤

<표Ⅲ-21>을 통해 S4에 대한 한국인 피험자가 발화하는 대표적인 경계억양

패턴은 LHL%이고, L%, LM%, M%의 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피험자의 대표적인 패턴은 LM%이며, 그외 M%, H% 등이 있다33).

엄밀히 말해 한국인 피험자의 LHL% 패턴은 MHL%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

어, KF3의 5도치는 [351]이기 때문에 경계억양의 시작점은 T값의 2.0-3.0 사이

에 위치하고, 두 번째 F0목표점은 T값의 4.0-5.0에 있으며 끝점은 0.0-1.0 사

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운데 높이에서 시작하여 음역의

33) S4의 경우는 한·중 피험자의 경계억양 기본패턴 자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전의 문장들 분석과는 달리, 한·중 피험자 각각의 기울기의 특징의 제시는 가능하나 기울기

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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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높이에 도달한 다음 음역의 가장 낮은 높이에서 끝나는 과정을 보

인다. 평균 경사도는 LHL%의 앞부분 'LH'의 경사도가 'HL'의 경사도보다 낮

다. 이를 통해 음의 높이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많이 내려가는 패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인 피험자의 패턴인 LM%의 경사도는 평탄하게 나타나고

S1와 S3의 패턴인 M%, H%의 경사도보다 조금 더 가팔랐다.

(2) 설명의문문의 억양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 분석

다음 그림은 한·중 화자의 설명의문문 문장의 억양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

이다. KF5와 CF2가 실험 문항으로 제시된 모든 설명의문문을 발화한 시간을

평균화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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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7] 한·중 피험자의 설명의문문의 문장 변화 추세

[그림Ⅲ-17]의 한국인 피험자 KF5에 비해 중국인 피험자 CF2가 발화한 판

정의문문의 문장 변화 추세는 수평조의 내림 추세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의 문장을 발음할 때에는 과연 어떤 식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녹음한 중국어 문장의 억양 곡선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

었다([그림Ⅲ-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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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你在说这个句子的时候是下降语调，你觉得这种疑问句类型应该是下将语调吗？

(이 문장을 발화했을 때 하강어조를 사용했어요. 이런 문장 유형에 하강 억양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CF2: 这个规则不是很清楚呢。 (규칙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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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8] 중국어 특지의문문의 문장 변화 추세

[그림Ⅲ-18]에서 경계억양의 곡선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경계억양 음역

의 상위선은 문장 앞부분의 억양보다 낮게 나타났다. 앞서 [그림Ⅲ-17]에서

KF5의 곡선도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 내림 추세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경계억

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중국어 특지의문문의 경계억양은 대부분이

수평조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의 경계억양은 뚜렷한 오르내림조나 오름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어 특지의문문의 억양의 특징은 한국어 설명의문문의 억양에

특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험 이후 진행된 사후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억양 양상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후 인터뷰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S3: 반장이 누구지?’를 발화할

때 설명의문문의 어미 ‘-지’로 인해 다양한 경계억양 패턴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많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미가 '-지'일 때 내림조로 발음

하고 있었다. 문장 ‘반장이 누구지?'에서 ‘-지'는 확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상승조로 발화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지'가 나타나면

하강조로 발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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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你在说'지'的时候，很明显的是发的下降的音。能解释一下为什么吗？ (‘지'를 발

화했을 때 뚜렷한 하강조로 나타났어요. 그 원인은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CF2: ‘지'本身好像都是下降的语调。看到'지'的时候就习惯性的发下降的音啦。 (‘지'는
원래 다 하강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만 보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발음했

어요.)

【CF2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이와 같이 ‘-지’를 무조건적으로 하강조로 발화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장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

한다는 것, 둘째는 한국어 종결어미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것이다. 이는 언어 내 부정적 전이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지’의 의

미기능이 바로 ‘확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억양 패턴을 확인의 의미기능이

아닌 다른 문장에도 적용하여 발화하는 것이다.

‘S4: 뭐 마실래요?'의 경우, 중국인 피험자의 발화는 부정칭 의문문의 억양

특징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에

대한 억양 양상 분석 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3) 확인의문문

한국어의 판정의문문 중 ‘확인질문’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억양 대부분이 '내림조'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경계억양 시작점의

위치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즉, 똑같이 내림조로 나타나지만 한국인 화자 발화

의 마지막 음절의 시작점의 피치값은 중국인의 피치값보다 더 높게 실현된다.

(1) 확인의문문의 경계억양 패턴과 변화폭

① S5: 밖이 춥지요?

다음 [그림Ⅲ-19]는 각각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

적인 F0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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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5) (CF2)

[그림Ⅲ-19] ‘S5: 밖이 춥지요?’의 대표 F0곡선

다음은 한·중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 및 대응하는 5도치를 나타낸 표이

다.

<표Ⅲ-22> 한·중 피험자의 경계음절의 패턴 및 5도치(S5)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HL% HL% HL% HL% HL% LH% ML% HL% H% HL% HL% 70%

오도치 54 41 51 54 51 15 21 51 45 51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ML% ML% HL% HL% ML% L% H% H% ML% ML% ML% 70%

오도치 21 31 42 42 21 11 35 25 31 31

<표Ⅲ-22>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 화자의 마지막 음절은 내림조로 실현되

는데, 그 차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억양은 주로 ‘높내림조(HL%)'로 실현되

고, 중국인 화자의 억양은 주로 ’낮내림조(ML%)'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즉, 한

국인들은 ‘-요'를 발음하기 전에 ‘-지'를 조금 올려 말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러나 중국인들은 ’-지요'를 완전 내림세로 발음하는 경향을 보인다.

S5 문항에 대한 한·중 화자의 경계음절 및 선행음절의 F0곡선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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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성 피험자(KF) 한국인 남성 피험자(KM)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중국인 남성 피험자(CM)

[그림Ⅲ-20] 경계음절과 선행음절의 F0곡선(S5)

[그림Ⅲ-20]에서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중국인 피험자보다 한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내려가는 경사의 폭이 크고 곡선의 경사도가 크다는 것

이다. 경계억양의 내부에서 보이는 기울기와 변화율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 여성 피험자(KF)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한국인 남성 피험자(KM) 중국인 남성 피험자(CM)

[그림Ⅲ-21] 경계억양 F0 목표점 위치 비교(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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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남성의 경계억양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인 남성 화자의 경우

‘낮내림조, 낮오름조'의 패턴이 나타나며, 중국인 남성 화자의 경우 ‘낮내림조,

낮오름조, 높은 수평조' 등의 패턴이 실현된다. 특히 다른 학습자의 패턴과 비

교해 보았을 때 중국인 남성 학습자 ‘DJ'의 경계억양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

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적합한 억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한국인과 중국인의 억양 모두 올림조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기

울기(hz/ms), 경사도 및 변화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23> 경계억양의 기울기 및 변화율(S5)

대상
패턴

유형

데이터 통계

유형

모음

지속시간

기울기

(hz/ms)

경사각도

α
변화율

(%)

KF HL%

평균값 0.13 -0.69 -34.68° -25.38

최댓값 0.16 -0.32 -17.90° -7.51

최솟값 0.08 -1.06 -46.78° -37.06

표준편차 0.03 0.33 12.58 15.00

KM HL%

평균값 0.18 -0.31 -17.01° -70.60

최댓값 0.26 -0.09 -5.06° -60.61

최솟값 0.14 -0.52 -27.63° -80.60

표준편차 0.05 0.31 15.97 14.14

CF ML%

평균값 0.15 -0.33 -18.15° -15.15

최댓값 0.31 -0.13 -7.53° -4.02

최솟값 0.07 -0.50 -26.57° -23.33

표준편차 0.10 0.18 9.22 7.25

CM ML%

평균값 0.16 -0.15 -8.40° -19.30

최댓값 0.21 -0.03 -1.64° -11.89

최솟값 0.09 -0.27 -14.93° -26.71

표준편차 0.05 0.17 9.40 10.48

<표Ⅲ-23>에서 한국인 피험자의 발화의 경계억양은 중국인 피험자의 억양

보다 더욱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억양이 똑같이 하

강세를 보이는 경우, KF의 경계억양의 평균 경사도는 CF보다 16.53°, KM보다

17.67° 낮게 나타났다. CM는 CF보다 9.75° 높은 경사도를, KF보다 8.61° 높은

경사도를 보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계억양의 평균 경사도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

사도보다 12.57°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편차를 통해 한국인 화자 발화의 개

인별 차이가 중국인 화자보다 크고 한국인 남성 간의 개인별 차이가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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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② S6: 마을버스 탈거지?

다음 [그림Ⅲ-22]에서 제시하고 있는 F0곡선은 각각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곡선이다.

(KF4) (CF5)

[그림Ⅲ-22] ‘S6: 마을버스 탈거지?'의 대표 F0곡선

다음은 한·중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 및 대응하는 5도치를 나타낸 표이

다.

<표Ⅲ-24> 한·중 피험자 경계음절의 패턴, 5도치 및 경사도(S6)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HL% HL% HL% H% HL% H% HL% HL% HL% HL% HL% 80%

5도치 41 52 43 55 41 35 51 51 41 52

경사도 전 -47° -20° -31° 29° -40° 34° -35° -31° -25° -16°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M% ML% ML% ML% HL% M% H% H% HL% H% ML% 40%

5도치 43 21 31 21 41 34 55 45 42 45

경사도 전 -10° -8° -14° -6° -38° 11° 14° 8° -20° 10°

한국인의 S6 문항 경계억양의 경우 80%가 ‘높내림조(HL%)'로, 나머지는 ’높

은 수평조(H%)'로 나타났다. 중국인 피험자의 대표적인 패턴은 ‘낮내림조

(ML%)’이며, 이외에도 ‘M%, HL%, H%’ 등이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여성 피험자의 경우 ‘낮내림조(ML%)'나 ’높내림조(HL%)'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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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세의 억양으로 실현되었지만, 남성 피험자의 경우 ‘높은 수평조(H%)'등과

같은 상승세 억양으로 실현되었다.

한·중 여성 화자(KF & CF) 한·중 남성 화자(KM & CM)

[그림Ⅲ-23] 경계억양 F0 목표점 위치 비교(S6)

중국인 여성 학습자의 경계억양의 하경 기울기의 폭은 한국인 여성의 폭보

다 작게 나타났지만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림조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중

국인 남성 학습자의 경계억양은 모두 상승조로 나타났다.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S6의 경계억양의 기울기 및 변화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83 -

<표Ⅲ-25> 경계억양의 기울기 및 변화율(S6)34)

대상
패턴

유형

데이터 통계

유형

모음

지속시간

기울기

(hz/ms)

경사각도

α
변화율

(%)

KF HL%

평균값 0.14 -0.71 -35.51° -31.76

최댓값 0.22 -0.35 -19.52° -21.93

최솟값 0.07 -1.08 -47.07° -41.23

표준편차 0.05 0.31 11.83 9.01

KM HL%

평균값 0.15 -0.58 -30.29° -54.28

최댓값 0.17 -0.46 -24.62° -39.91

최솟값 0.12 -0.69 -34.77° -79.50

표준편차 0.02 0.12 5.12 21.92

CF ML%

평균값 0.17 -0.36 -19.66° -16.11

최댓값 0.19 -0.14 -7.79° -8.82

최솟값 0.13 -0.76 -37.29° -28.38

표준편차 0.03 0.35 16.47 10.69

CM
M%H

%

평균값 0.10 0.19 10.94 13.78

최댓값 0.10 0.24 13.50° 18.20

최솟값 0.09 0.14 7.97° 8.45

표준편차 0.01 0.05 2.78 4.94

<표Ⅲ-25>를 보면, KF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내림의 폭은 CF의 폭보다 평

균 각도 15.85°로 훨씬 크게 나타난다. 또한 KF와 KM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내림의 경사도는 비슷하다. CM의 경계억양 평균 경사도는 10.94°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를 보면, 중국인 여성 화자 발화의 개인별 차이가 한국인보다 크고 한

국인 여성 간의 개인별 차이가 남성의 차이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2) 확인의문문의 억양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 분석

다음 그림은 한·중 화자의 확인의문문 문장의 억양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

이다. KF5와 CF2가 실험 문항으로 제시된 모든 확인의문문을 발화한 시간을

평균화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34) 중국인 남성 피험자의 경우 오름조의 경사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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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4] 한·중 피험자의 확인의문문의 문장 변화 추세

한국인 피험자의 확인의문문 경계억양의 음폭은 크고 높내림조로 나타나는

반면, 중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음폭은 매우 작고 낮은수평조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화하는 확인의문문의 경우에도 변화폭

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의문문 문장 ‘S5: 밖이 춥지요?’와 ‘S6: 마을버스 탈거지?’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吧’ 시비의문문의 문미 억양을 나타낸 것이다35).

[그림Ⅲ-25] ‘外面冷吧?(S5)’의 F0곡선

[그림Ⅲ-26] ‘坐公交车对吧？(S6)’의 F0곡선

35) 한국어의 확인의문문과 대응하는 중국어 의문문 유형은 '吧' 시비의문문으로, 경계억양의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 중국어 어기사 '吧'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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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 S6과 대응하는 중국어의 경계억양은 어기사 ‘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L% 패턴으로 실현되고 음절의 시작점도 전체 음역의 낮은 점

에 위치해 있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하는 확인의문문의 경계억

양의 변화율이 한국인 모어 화자의 변화율보다 낮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중국인 남성 피험자들의 경우, S6의 경계억양이 오름조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억양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렇게 오름조의 억양을 학습자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자문

설명의 자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끝을 맺을 때 ‘-나’, ‘-지’의 두 가지 어미를

사용한다. 판정의 자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를 사용한다. 문항 설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정의문문 자문 한 문항, 설명의문문 자문 두 문

항으로 자문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1) 자문의 경계억양 패턴과 변화폭

① S7: 바람이 불었나?

(KF3) (CF2)

[그림Ⅲ-27] ‘S7: '바람이 불었나?’의 대표 F0곡선

S7는 판정의문문에 속하는 자문의 유형으로, [그림Ⅲ-27]은 각각 한국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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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곡선을 보여준다. 다음은 한·

중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 및 대응하는 5도치를 나타낸 표이다.

<표Ⅲ-26> 한·중 피험자 경계음절의 패턴 및 5도치(S7)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H% LH% LH% LH% LH% LH% LH% LH% LH% LH% LH% 100%

5도치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M% M% LM% M% LM% L% H% M% M% M% M% 60%

5도치 22 24 13 23 14 11 35 33 34 33

<표Ⅲ-26>에서 볼 수 있듯 모든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패턴은 상승세로 나

타났다. 그 중 한국인의 패턴은 모두 LH%로 나타났고, 중국인의 경우 60%가

패턴 M%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상승세 억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상

승폭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중 화자의 경계음절 및 선행음절의 F0곡선은

아래와 같다.

한·중 여성 화자(KF & CF) 한·중 남성 화자(KM & CM)

[그림Ⅲ-28] 경계억양 F0 목표점 위치 비교(S7)

[그림Ⅲ-28]에서 중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변화율보다 한국인 피험자의

변화율이 높게 나타나며 곡선의 경사도도 크게 나타난다. 경계억양의 내부에서

보이는 기울기와 변화율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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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7> 경계억양의 기울기 및 변화율(S7)

대상 패턴유형
데이터

통계 유형

모음

지속시간

기울기

(hz/ms)

경사각도

α
변화율

(%)

KF LH%

평균값 0.18 1.24 51.22° 89.36

최댓값 0.20 1.46 55.50° 97.41

최솟값 0.15 0.94 43.19° 81.33

표준편차 0.02 0.19 4.69 7.59

KM LH%

평균값 0.24 0.58 30.05° 218.98

최댓값 0.30 0.87 40.98° 341.47

최솟값 0.16 0.33 18.43° 113.05

표준편차 0.07 0.27 17.26 115.11

CF
M%

LM%

평균값 0.20 0.21 12.13° 18.67

최댓값 0.24 0.34 18.65° 33.56

최솟값 0.17 0.02 1.01° 1.01

표준편차 0.03 0.14 7.65 13.40

CM
M%

H%

평균값 0.16 0.06 3.39° 13.09

최댓값 0.20 0.07 4.00° 21.97

최솟값 0.10 0.05 3.03° 8.09

표준편차 0.05 0.01 0.53 7.71

경계억양이 똑같이 오름세를 보이는 경우, 중국인 여성 학습자의 경계억양의

평균 경사도는 한국인 여성 화자의 경사도보다 39.09° 낮고, 중국인 남성 학습

자보다 8.74° 높다. 한국인 남성 화자의 경사도는 중국인 남성 학습자의 경사

도보다 26.65°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 여성 화자의 경사도보다 21.17° 낮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중국인의 경계억양의 경사도는 한국인의 경사도보다 32.87° 낮

다. 표준편차를 보면 중국인 여성 화자 발화의 개인별 차이가 한국인 여성 화

자의 차이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남성 화자의 개인별 차이는

가장 작게 나타났고, 한국인 남성 화자 간 개인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② S8: 어떡하나?

S8과 S9는 모두 설명의문문에 속하는 자문의 문장이다. 다음은 한·중 피험

자별 경계억양의 패턴과 대응하는 5도치를 제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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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8> 한·중 피험자 경계억양의 패턴 및 5도치(S8)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MLH% MLH% MLH% MLH%MLH% LH% MLH% MLH% MLH% MLH% MLH% 90%

오도치 45 324 314 212 424 15 324 212 213 324

경사도
앞 -13° -22° -26° -9° -27° 32° -12° -5° -5° -11°

뒤 16° 25° 27° 12° 21° 11° 5° 13° 12°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H% LH% M% M% M% LM% LH% L% M% LH%

LH%

M%

40%

40%
오도치 25 25 24 43 43 13 25 25 34 25

경사도
앞 22° 18° 13° -8° -9° 10° 30° -5° 10° 28°
뒤

어미가 ‘-나'일 때, 90% 이상의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화한 경계억양의 패

턴은 주로 MLH%로 나타났다. 이외 LH%로도 나타났다. 50%의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패턴은 LH%이며, 이외에도 M%, LM% 등이 보인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문항에 대해 발화할 때에 보인 주된 문제점은

‘자문’이라는 문장의 형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습

자들은 이 문장의 특성과 관련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한국인

및 중국인 화자의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F0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한국인 여성 피험자(KF) 한국인 남성 피험자(KM)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중국인 남성 피험자(CM)

[그림Ⅲ-29]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F0곡선(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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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은 판정의문문 S2에서 보였던 문제점과 비슷한 문제점을 보인다. 즉 중국

인 학습자들은 의문문을 발화할 때 선행음절의 억양을 평소보다 낮게 발음한

다음 경계음절을 선행음절의 음높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여성 화자의 경계억양의 곡선을 보면, 마지막 음절 ‘-나’

에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억양 추세가 얹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화자는 여전히 ‘하'에 내림곡선을 얹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이

는 더욱 높은 음을 피하기 위해 ‘하'부터 낮게 발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③ S9: 이게 왜 여기 있지?

다음은 S9 문항에서 나타나는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과 대응하는 5도치

를 제시한 표이다.

<표Ⅲ-29> 한·중 피험자의 경계음절의 패턴, 5도치 및 경사도(S9)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H% H% H% H% H% H% LH% H% LH% H% H% 70%

오도치 25 45 35 45 45 35 25 45 25 35
경사도 65° 34° 55° 50° 37° 40° 57° 54° 50° 35°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HL% HL% HL% H% HL% M% H% H% M% HL% HL% 50%

오도치 43 51 51 45 51 44 45 45 22 52
경사도 -8° -26° -26° 3 -23 0.4° 7° 8° -8° -14°

어미가 ‘-지'일 때,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화한 경계억양의 패턴의 70%는

H%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는 LH%의 패턴이 나타났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의 경우 50%가 HL%의 패턴을 보이며, H%, M%의 패턴이 나머지 50%를 차

지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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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성 피험자(KF) 한국인 남성 피험자(KM)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중국인 남성 피험자(CM)

[그림Ⅲ-30] 경계음절의 F0곡선(S9)

[그림Ⅲ-30]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피험자의 억양은 한국인 피험자의 억

양과 비교하였을 때 그 변화폭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자문의 감

정을 쉽게 나타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의 변화율에 있어 중국인

피험자의 변화율이 한국인 피험자의 변화율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고. 중국인

피험자의 결과에서는 내림 억양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설명의문

문 ‘S3: 반장이 누구지?'의 문제점과 비슷하다.

(2) 자문의 억양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 분석

다른 문형에 비해 자문의 경우, 중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 패턴이 더욱 다양

하게 나타났고, 또한한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 패턴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바

람이 불었나?'의 경우 한국인 피험자들의 억양은 대부분이 LH%로 실현되는데

반해 중국인 피험자들의 억양은 M%로 실현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어떡하

나?'의 경우, 한국인 피험자의 대표 패턴은 MLH%인 반면 중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 패턴은 주로 LH%와 M%로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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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바람이 불었나?'의 경우, 그 원인을 판정의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모

국어의 중국어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중국어 경계음절의 성조의 영향

으로 인하여 한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이 '가운데 수평조’에 가깝게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떡하나?'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S2: 시킨 일은 다 했나?'의 경우

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즉,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미 '-나'를 발음하기

전에 '하'를 음역의 낮은 높이로 발음하고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는 중국인 피험자들의 억양 패턴과 한국인 피험자들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인 피험자의 대표패턴은 오름조로 보이는 H%인

반면, 중국인 피험자의 대표패턴은 하강조로 보이는 HL%였다.

5도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피험자가 발화한 자문 문장들의

경계억양은 다른 유형의 문장들의 경계억양보다 전체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对自己把握不太准的句子，会倾向于使

用下降调，觉得这样起码应该不会出错，心理比较有安全感.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면 하강조로 쓰는 것을 선호해요. 이렇게 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져요.’, ‘自己不平时不太说的句子的话可

能自己不自主的就会更小声的说. (평소에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면 항상 저도

모르게 더 작은 소리로 얘기해요.)’ 등과 같았다. 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낮은 음높이를 선택하거나 하강조로 발화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발화자의

억양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게 왜 여기에 있지?'의 경우는학습자들이 높내림조로 경계억양을

실현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살핀 '반장이 누구지?'와 비슷하다. 이런

양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심리적인 요소 뿐 만 아니라 학습자이 종결어미 ‘-지’

를 보면 하강조로만 발화하려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문의 종결어미로 '-지', '-나'가 사용된 경우

에는, 한국인 피험자의 경계억양과 비교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경계억양은 단순

한 음역이나 변화폭 차이뿐만 아니라 패턴에서도 큰 차이도 보이고 있었다.

5) 선택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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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정의문문의 경계억양 패턴과 변화폭

① S10: 수미는 학교에 갔어, 안 갔어?

선택의문문은 두 개의 억양구를 포함하는 문장이므로, 분석을 할 때에 이 두

억양구를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은 S10 문항에 대한 한·중 화자

발화의 경계억양의 F0곡선이다.

한국인 여성 피험자(KF) 한국인 남성 피험자(KM)

중국인 여성 피험자(CF) 중국인 남성 피험자(CM)

[그림Ⅲ-31] 선행음절과 경계음절의 F0곡선(S10)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억양 패턴을 살펴보면, 이호영(2006)에서 제시된

억양 패턴, 즉 첫 번째 경계억양은 H% 또는 M%로 실현되고, 두 번째 경계억

양은 ML%로 실현된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발화자가 의문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경계음절의 억양을 높이는 현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경계음절의 억양이 내림세를 보이면 강한 태도를 드

러내고, 오름세를 보이면 부드러운 태도가 드러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 패턴의 경우 한국인의 패턴과 큰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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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경계억양의 변화율로,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판정의문문을 살필 때 설명하였다.

(2) 선택의문문의 억양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 분석

선택의문문의 경계억양은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현되는 억양 패턴이

더 복잡하다. 그러나 선택의문문 경계억양의 패턴과 관련해서는, 선택의문문

앞 문장의 경계억양은 다 내림조로 실현되고 있고, 뒤 문장의 경계억양은 다

오름조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 피험자와 중국인 피험자

간의 경계억양 패턴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인 피험자와 중국인 피험자 간의 음역과 변화폭의 차이를 일으키

는 원인 또한 판정의문문의 경우와 비슷하다.

6)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의 유형으로, 수사의문문

을 이해하고 발화하는 것, 특히 발화를 하는 동시에 언표내적인 뜻을 표현하는

일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계에서도

수사의문문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많이 있으나, 수사의문문의 억양에 대한 언

급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계음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의

문문의 가장 일반적인 억양 패턴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수사의문문의 경계억양 패턴과 변화폭

① S11: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② S12: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S11과 S12의 발화에서 한·중 피험자별 경계억양의 패턴과 대응하는 5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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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0> 한·중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패턴 및 5도치(S11)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100%

5도치 241 231 241 241 241 141 341 451 241 241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HL% LHL% LM% L% LH% M% LH% LM% M% M%

LM%

M%

30%

30%

5도치 242 142 13 11 14 23 25 13 23 23

<표Ⅲ-31> 한·중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패턴 및 5도치(S12)

한국인 KF1 KF2 KF3 KF4 KF5 KM1 KM2 KM3 KM4 K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LHL% 100%

5도치 241 131 241 121 241 131 231 241 231 131

중국인 CF1 CF2 CF3 CF4 CF5 CM1 CM2 CM3 CM4 CM5 대표형 백분율
경계

패턴(%)
LM% LHL% LM% L% LH% LM% LH% LH% LM% LM% LM% 60%

5도치 14 141 13 11 15 12 15 25 12 12

한국인 모어 화자는 수사의문문 S11, S12의 경계억양을 모두 오르내림조

(LHL%)로 발화하였다. 다음 그림은 S12 문항에 대한 한국인의 대표 F0곡선

으로, ‘-니’를 명확한 LHL%로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F2) (KF5)

[그림Ⅲ-32] 한국인 모어 화자의 대표 F0곡선(S12)

중국인 학습자의 수사의문문 경계억양 실현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

데, 주로 LM%로 실현되었고 그 외 M%, LHL%, L%, LH% 등도 나타났다.

다음은 S12 문항에 대한 중국인의 대표 F0곡선이다. CF4는 ‘-니’를 L%로,

CF5는 LH%로, CF3는 LM%로 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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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知道这句话什么意思吗？ (이 문장의 의미를 알아요?)

CF3: 谁能受得了这种事？是一种反问。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반문이다.)
연구자: 但是你在说这句话的时候语尾的语调特别低平，你觉得能突出反问的意思吗？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억양이 낮고 수평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억양으로 반문

의 뜻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F3: 我知道这句话想表达的意思，也知道语气应该是和别的句子不一样。但是不知道韩语
里面应该怎样表现。 (이 문장의 뜻도 알고 다른 문장의 억양과 다른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떤 어기로 실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연구자: (발화한 문장을 다시 들려줌) 想想你读这句话的时候是否反映了这句话应该有的

感情呢？ (이 문장을 발화할 때 문장에 담긴 감정을 반영했는지 생각해 보시겠

어요?)

CF2: 我觉得应该是反映了的，我觉得应该是最后的语调越高，越能体现说话人不满的情

绪。 (반영된 것 같아요. 마지막 억양이 높을수록 불만스러운 말하는 사람의 기
분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CF2, CF3과의 인터뷰 자료 발췌】

(CF4) (CF5) (CF3)

[그림Ⅲ-3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 F0곡선(S12)

(2) 수사의문문의 억양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 분석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수사의문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수사의문문의 언표내

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억양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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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수사의문문의 발화에 있어

그 억양이 중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면 먼저 수사의문문

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반문의 억양의 특징부터 고려해야 한다.

‘S11: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에 대응하는 중국어 문장은 ‘爱情怎么能变呢?’로,

‘S12: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에 대응하는 문장은 ‘谁能受得了这种事

儿?’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F0곡선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34] ‘爱情怎么能变呢?(S11)’의 F0곡선 [그림Ⅲ-35] ‘谁能受得了这种事儿?(S12)’의 F0곡선

[그림Ⅲ-34]와 [그림Ⅲ-35]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 반문의 경우 그 경계

억양은 낮은수평조(L%)로 나타난다. 이를 5도치로 전환한 결과 [31]과 [21]이

가장 많았다. 또한 그림의 A부분이 음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B부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데, 이는 곧 ‘谁能受得了这种事儿?’ 문장에서는 ‘这种(이

런)’의 억양이 올라갔고 이후 촉박하게 내림 추세를 보인 후, 마지막 음절 ‘事

儿(일)’을 낮은수평조(5도치는 [31])로 발음하였다는 것이다. ‘爱情怎么能变呢?’

의 문장에서는 ‘变(변하다)'의 억양을 높이고, 어기사 ‘呢'을 낮은수평조(5도치

는 [21])로 발음하였다36).

36) 어기사 ‘呢’로 끝나는 의문문의 일반적인 5도치는 [24], [34], [44] 등으로 실현된다. 아래 그

림과 같이 어기사 ‘呢'로 끝나는 문장에서, 어기사는 가운데수평조(5도치는 [24])로 실현되고

있다.

[그림] ‘喝什么？(S4)’의 F0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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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어의 반문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억양을 높인 후에는 문장의

억양이 내려가는 특징을 보이고, 주로 낮내림조 또는 낮은수평조의 경계음절의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수사의문문의

언표내적인 의미를 이미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수평조의 억양 패턴을 나

타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사의문문을 발화하는

데에 있어 대부분이 오름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에서 한·중 화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의 주요 원인이 중국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

히려 수사의문문의 의미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수사의문문의 억양 패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7)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은 표면적으로는 같은 통사 구조를 지니고 있

으나, 각각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에 속하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들은 오직 억양에 의해서만 의미가 변별되기 때문에 의문문 억양 교육에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37).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억양 패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Jun,

1996)에서는 의문사구와 동사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강세구를 이루는 미지칭의

문문에서 강세구 기저 성조패턴인 THLH가 의문사구와 동사구에 걸쳐 한 번

나타난다고 하였다(윤영숙, 2013, 재인용). 즉 THLH의 H1이 의문사구의 둘째

음절에, L이 후행하는 동사구의 경계 앞 음절에 실리며 그 사이의 모든 음절

은 내삽(Interpolation)에 의해 자연스러운 내림곡선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반

면 부정칭의문문에서는 부정사구와 동사구가 분리되어 독립된 두 개의 강세구

를 형성함으로써 THLH가 두 번 표면에 실현된다고 하였다(윤영숙, 2013). 안

37) 이에 따라 한국어 억양 교육 내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가 많이 이루어져있다. 특히 윤영숙(2013)은 두 가지 의문문의 운율구조, 운율구의 음성적 실

현 양상, 의문사구와 부정사구의 내부 음폭 변화, 문장 경계성조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분

석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어, 두 의문문을 발음할 때

에 범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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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섭(2010)에서도 미지칭의문문에서는 의문사구에 후행하는 동사구의 강세구

해지 현상이 나타나 동사구가 선행 의문사구와 하나의 강세구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1) 의문사구가 ‘누가’일 경우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의문사구가 ‘누가’일 경우의 실험 문항은 다

음과 같다.

1. 부정칭

(상황 설명: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가: 아까 발걸음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밖에 누가 있어요? [S13a]

나: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2. 미지칭

(상황 설명: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

가: 손님들은 아직 다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 그러면 지금 밖에 누가 있어요? [S13b]

가: 찬미하고 미라예요.

이 문항들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

곡선은 다음과 같다. 분석을 위해 ‘누가’의 F0목표점의 최고점을 ‘A점’으로 표

시하였고, 경계억양의 끝점은 ‘B점’으로 표시하였다.

[그림Ⅲ-36] S13a의 F0곡선 (KF5) [그림Ⅲ-37] S13b의 F0곡선 (K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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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8] S13a의 F0곡선 (CF3) [그림Ⅲ-39 S13b의 F0곡선 (CF3)

분석 결과 부정칭의문문 S13a를 한국인 피험자가 발화할 때에는, B점이 A

점보다 높았고 A점과 B점 사이의 피치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인 피험자의 발화에서는 B점이 A점보다 약간 높았고, 두 점의 음높이 차이가

아주 작게 나타났다. 미지칭의문문 S13b의 경우, 한국인 피험자의 A점은 음역

의 가장 높은 위치에 나타났고, 목표점 B도 A점과 비슷한 위치에 나타났다.

즉, 의문사구와 동사구가 하나의 LHLH의 억양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러나 중국인 피험자의 목표점 A는 여전히 음역의 중간의 위치에 있

고, B점은 S13a를 발화할 때보다는 피치값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음역의 높은

위치에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미지칭의문문을 발화할 때에는

부정칭 의문문의 억양과 유사함, 즉 부정칭의문문의 억양의 특징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문사구가 ‘뭐’일 경우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의문사구가 ‘뭐’일 경우의 실험 문항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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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칭

(상황 설명: 상대방이 음료 등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질문)

가: 어서 앉으세요. 뭐 마실래요? [S14a]

나: 아니요, 괜찮아요.

2. 미지칭

(상황 설명: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음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가: 커피와 녹차가 있는데, 뭐 마실래요? [S14b]

나: 커피 주세요.

이 문항들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

곡선은 다음과 같다. 부정사구 ’뭐'의 F0목표점의 최고점을 ‘A점'으로 표시하

였고, 경계억양의 끝점은 ‘B점'으로 표시하였다. 미지칭의문문의 동사구의 최

고점은 ‘C점'으로 표시하였다.

[그림Ⅲ-40] S14a의 F0곡선 (KF5) [그림Ⅲ-41] S14b의 F0곡선 (KF5)

[그림Ⅲ-42] S14a의 F0곡선 (CF5) [그림Ⅲ-43] S14b의 F0곡선 (C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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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분석 결과, 한국어 피험자가 부정칭의문문 S14a를 발화할 때에는 B점

이 A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A점과 B점간의 피치값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목표점 A가 음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목표점 B는 음역의 가장 높은 위치

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에 표시된 부분과 같이 부정사구와 동사구가

분리되어 독립된 두 개의 강세구를 형성함으로써 THLHa가 두 번 실현되는

현상도 보였다. 미지칭의문문 S14b의 경우 의문사구와 동사구가 하나의

THLHa 강세구를 형성하였다. 또한 A점의 F0 위치가 경계억양의 끝점인 B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 피험자가 발화한 S14a, S14b 문항에서 부정

사구/의문사구 ‘뭐'는 동사구와 분리되어 독립된 두 개의 강세구를 형성하였고

이로써 두 개의 THLHa가 실현되었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S14를 발

화함에 있어 부정칭의문문이든 미지칭의문문이든 모두 부정칭의문문의 억양으

로 발화하고 있었다.

(3) 의문사구가 ‘누구’일 경우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의문사구가 ‘누구’일 경우의 실험 문항은 다

음과 같다.

1. 부정칭

(상황 설명: 동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가: 동주가 누구를 좋아해? [S15a]

나: 응, 그런 것 같아.

2. 미지칭

(상황 설명: 동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

가: 동주가 누구를 좋아해? [S15b]

나: 혜지를 좋아해.

이 문항들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

곡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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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4] S15a의 F0곡선 (KF5) [그림Ⅲ-45] S15b의 F0곡선 (KF5)

[그림Ⅲ-46] S15a의 F0곡선 (CF2) [그림Ⅲ-47] S15b의 F0곡선 (CF2)

부정칭의문문 S15a에 대한 한국어 화자의 발화에서는 A점이 B점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고, 미지칭의문문 S15b의 경우에는 A점의 위치가 B점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 ‘누구’의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

나 [그림Ⅲ-46]와 [그림Ⅲ-47]의 중국인 피험자의 발화 곡선에서 두 문장이 거

의 똑같은 억양으로 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15b에서 목표점 A의 위치

가 S15a의 목표점 A보다 살짝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발화자가 의문사구를

강조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억양 패턴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두 문장에서 모두 목표점 A가 음역의 중간에 위치해 으며,

이를 통해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 모두를 부정칭 의문문으로 발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 의문사구가 ‘어디’일 경우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의문사구가 ‘어디’일 경우의 실험 문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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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부정칭

(상황 설명: 인사말. 상대방의 행선지를 궁금해 하지 않음.)

가: 어디 가요? [S16a]

나: 네, 어디 좀 가요.

2. 미지칭

(상황 설명: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선지에 대한 질문.)

가: 어디 가요? [S16b]

나: 도서관에 가요.

이 문항들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F0

곡선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48] S16a의 F0곡선 (KF5) [그림Ⅲ-49] S16b의 F0곡선 (KF5)

[그림Ⅲ-50] S16a의 F0곡선 (CF1) [그림Ⅲ-51] S16b의 F0곡선 (CF1)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에서는 S16의 경우도 다른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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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부정칭의문문 S16a일 때는 A점이 B점보다 많이 낮게 위치하고, 미지

칭의문문 S16b일 때는 A점이 B점보다 약간 높게 위치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의 F0곡선도 이전 학습자들의 F0곡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지칭의문문을 부정칭의문문의 억양으로 발화하고 있었다. 심지어 미지칭의문

문에서의 목표점 A, B 간의 피치값 차이가 부정칭의문문의 차이보다 더 큰 경

향도 보였다.

4. 한·중 화자의 전반적인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의 차이

이 절에서는 앞서 살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억양에서 보이는 오류

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발음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 발달 요인, 모국어 요

인 등이 있다. 이중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가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이다(Brown, 2001). 또한 분절 음소의

발음뿐만 아니라 억양과 같은 초분절 음소의 발음에서도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이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여겨진다(박해연, 2007).

본고에서는 한·중 화자의 한국어 억양 실현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첫째, 모국어의 영향, 둘째, 문장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 셋째, 심리적 요인,

넷째, 한국어 억양의 복잡성의 네 가지로 종합하여 살피고 있다.

1) 발화 음역과 지속시간의 차이

한·중 화자는 한국어 의문문 발화 음역과 그 지속시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중 화자의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을 대비할 때 의문문의 유형과 상관없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은 발화 음역과 지속시간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피험자들의 의문문 문장 발화시 나타나는 문장 전체 음역과 경계억양의 음역

은 한국인 피험자들의 음역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경계음절 음역이 문장의 전

체음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더 작게 나타났다38). 이를 통해 중국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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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학습자의 경계음역이 한국인 화자의 음역보다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시간의 경우 중국인 피험자의 문장 지속시간이 길었으며, 경계음절을 발화

할 때에 한국인보다 좀 더 빠르게 끝내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

하강세로 실현되는 중국어 의문문의 영향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어 억양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둘째, 심리적으로 학습자들은 억양의 의도적인 모

방을 꺼려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자들과 교실 수업 모두 발음에만 관심이 있

어 억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에 따라 한국어 억양 규칙을 학

습자들이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2) 의문문의 문장억양 음역구조의 차이

한·중 화자는 한국어 의문문의 문장억양 음역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의문문의 음역구조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한·중 의문문의 음

역구조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음역 구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역 구조

중국어의 음역 구조

[그림Ⅲ-52] 한·중 의문문의 음역 구조에 대한 비교(S1)

38) 자세한 내용은 <표Ⅲ-1>과 <표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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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의문문 음역구조의 특징은 문장의 마지막 강세구의 음역이 문장 전

체의 음역이 될 때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어 억양에서도 계단 내림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의문문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의 경우 의문문

이라도 계단 내림의 추세가 나타나며, 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의

문문을 발화할 때에 이러한 내림 추세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중국어 평서문의

억양구조는 계단 내림의 추세를 보이고 마지막 강조 음절 끝난 후에는 음의

상위선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위선은 계속 아래를 향한다. 의문문의 억양구조는

전체적으로 계단 내림의 추세를 보이지만 마지막 강조 음절 이후 상위선이 천

천히 내려가고 하위선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중국어 의문문 억양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의문문을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경계억양의 변화폭의 차이

한·중 화자는 또한 한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의 변화폭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계억양 변화폭의 차이는 높은수평조(H%)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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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2> 한·중 피험자의 경계억양의 기울기, 경사도와 변화율(높은수평조를 예시로)

대상 패턴유형
데이터 통계

유형

모음

지속시간(s)

기울기

(hz/ms)

경사각도

α
변화율

(%)

KF H%

평균값 0.15 0.74 46.40° 23.45

최댓값 0.32 1.41 54.74° 44.67

최솟값 0.04 0.18 34.99° 12.71

표준편차 0.05 0.27 9.84 8.15

KM H%

평균값 0.17 0.68 30.54° 81.47

최댓값 0.29 2.28 48.12° 147.76

최솟값 0.07 0.20 14.04° 18.20

표준편차 0.05 0.49 15.14 42.94

CF H%

평균값 0.17 0.18 8.26° 11.04

최댓값 0.24 0.34 11.68° 33.56

최솟값 0.10 0.02 4.00° 1.01

표준편차 0.03 0.08 5.33 7.24

CM H%

평균값 0.16 0.12 9.95° 20.06

최댓값 0.24 0.24 12.04° 52.31

최솟값 0.09 0.02 7.83° 3.69

표준편차 0.05 0.06 3.33 15.50

<표Ⅲ-32>와 같이 경계억양이 높은수평조로 나타나는 경우 중국인 피험자

의 평균 경계억양의 경사도는 한국인 피험자의 평균보다 29.36° 낮게 나타났

다. 중국인 남녀 피험자의 경사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한국인 여성 피험자

의 경사도는 한국인 남성 피험자의 경사도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

편차를 보면 한국인 화자 발화의 개인별 차이가 중국인 화자의 차이보다 크고

한국인 남성 간 개인별 차이가 여성의 차이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의문문은 의문어기사를, 한국어 의문문은 어미를 지닌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중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은 어기사가 없을 때 의문문의 특징이 강

하게 나타나고 어기사가 있을 때는 약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어기사들은 일

반적으로 수평조나 내림조의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문문 경계억양의 변화율이 크지

않은 이유로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4) 경계억양의 패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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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중 화자는 한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 패턴에서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확인의문문,

수사의문문 등과 같은 의문문의 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의문

문 어미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자문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의 음높이의 위치가 한

국인 모어 화자의 그것과 주로 차이를 보였다. 즉, 대부분의 한국인이 H(고음)

로 발음할 때 중국인 학습자는 M(가운데 음높이)과 더 가깝게 실현하였다. 수

사의문문의 경우 한국인은 LHL%로, 중국인은 LM%로 발화하였다. 하나의 예

로 확인의문문의 경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오름조 억양으로 발

화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결과 학습자들이 의문문의 확인의 기능과

억양 실현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39).

또한 의문문 어미의 기능에 대한 혼란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였는데, 실제

학습자들은 어미 ‘-지’의 억양은 확인의문문에서 오름조로 발화하거나 설명의

문문에서 내림조로 발음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40). 어미 ‘-

니’ 역시 다양한 사용 양상을 보였다. 아래[그림Ⅲ-54]에서, 판정의문문(문장a)

의 경우 한국인들은 높은수평조(H%)로, 중국인들은 높은수평조(H%)와 오르내

림조(LHL%)로 발음하고 있었다. 설명의문문(문장b)의 경우 한국인들은 오르

내림조(LHL%), 내리오름조(HLH%)로, 중국인들은 대부분 높은수평조(H%)로

실현하고 있었다. 수사의문문(문장c)의 경우, 한국인들은 오르내림조(LHL%)로,

중국인은 높은수평조(H%), 오르내림조(LHL%), 낮내림조(ML%)로 실현하였다.

39)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看到表示疑问就用升调了, 没多想. (물음표만 보면 오름조로 말했고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 是表示确认的句子吗？ (이것 확인질문이었어요?)

- 确认的句子一般用降调吗？ (확인을 표시할 때 다 내림조였어요?)

40)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这些语尾本身就很复杂，能把握他们的意思就很不容易了. (이런 어미들이 워낙 복잡해서 의미

파악도 쉽지 않아요.)

- 平时用的也少，对于应该用什么语调没什么感觉..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억양에 대해

더욱 느낌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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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밥을 먹었니? b. 네 형은 왜 전화를 안 받니?

c.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그림Ⅲ-53] 경계억양 ‘-니’의 변화율

‘시킨 일은 다 했나?’, ‘마을버스 탈거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세 문

장은 공통적으로 동사구에 파열음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전(Jun, 2006)의 강

세구 THLH 패턴에 의하면 T가 파열음일 때는 H(고음)로 발음된다. 그러나

중국인 피험자 CF3, CF4, CF5, CM1, CM2, CM3은 이 세 문장에서 경계억양

에 선행하는 동사구의 파열음을 모두 낮은 음높이로 발화하였다. 이에 따라 경

계억양의 패턴은 모어 화자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을지라도 문장 발화가

매우 어색한 결과를 초래했다.

5) 부정칭·미지칭의문문 억양의 오류 양상

같은 통사 구조를 지닌 한국어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은 억양의 차이

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화자(KM2)의 부정칭의문문 억

양 곡선과 미지칭의문문 억양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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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4] 한국인 모어 화자(KM2)의 부정칭의문문 억양 곡선

[그림Ⅲ-55] 한국인 모어 화자(KM2)의 미지칭 문문 억양 곡선

이상의 그림을 통해 한국인 모어 화자가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억

양을 구사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미지칭의문문

에서는 의문사구와 동사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강세구를 이루므로 H1은 의문

사구의 두 번째 음절에, L은 동사구의 두 번째 음절, 즉 문장경계 앞 음절에

실린다. 반면 부정칭의문문에서는 부정사구와 동사구가 분리되어 두 개의 강세

구로 실현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부정칭의문문에서 동사구 음높이의 가장 높

은 점은 부정사구 음높이의 가장 높은 점보다 훨씬 더 높고, 미지칭의문문에서

의문사구의 최고점은 일반적으로 동사구의 최고점보다 높다.

다음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M3)의 부정칭 의문문 억양 곡선과 미지칭

의문문 억양 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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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6] 중국 표준어 화자(CM3)의 부정칭 의문문 억양 곡선

[그림Ⅲ-57] 중국 표준어 화자(CM3)의 미지칭 의문문 억양 곡선

중국인의 피치곡선을 살펴보았을 때, 곡선의 형태만으로 두 의문문의 차이를

관찰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언어 내 부정적 전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즉 학습자는 두 유형의 의문문 중 먼저 접하는 유형의 억양을 파악한 이후, 같

은 형태의 다른 의문문에도 처음에 배웠던 억양을 그대로 적용하여 발화하는

것이다. 실제 사후 인터뷰에서도 ‘두 문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억양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발음을 해도 똑같이 발

음된다.’와 같은 학습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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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의 실제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별 억양의 특징과 Ⅲ장

에서 제시한 중국 표준어 화자들의 한국어 의문문 실현 양상의 문제점을 바탕

으로,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구축한

다.

1.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목표

이 절에서는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교수·학습

목표는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목적을 구체화하여 계량적이고 명

시적으로 도달점을 제시해야 한다(민현식, 2008).

앞서 Ⅲ장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의 한국어 의문문 실현 양상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첫째, 발화 음역의 차이, 둘

째, 문장억양 음역구조의 차이, 셋째, 경계억양의 변화폭의 차이, 넷째, 경계억

양 패턴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

문의 억양에 대하여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

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첫째,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 둘째, 문장 의미에 대

한 이해 부족, 셋째, 심리적 요인, 넷째, 한국어 억양의 복잡성 등을 제시하였

다.

한국어 억양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기반이 되는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김은애 외(2008)에서는 기존 억양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억양의

의미와 기능을 크게 사회언어학적 기능, 문법적인 기능, 감정 및 태도의 전달

기능, 화용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① 사회언어학적 기능: 방언이 보여주는 억양의 차이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을 의미한다.

② 감정 및 태도의 전달 기능: 다양한 감정 및 태도에 따른 억양 차이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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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문법적인 기능: 문장 유형에 따른 억양의 차이를 의미한다.

④ 화용적인 기능: 동일한 표현이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억양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억양의 사회언어학적 기능을 교육의 본질적인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

아 보인다. 또한 감정 및 태도의 전달 기능은 의사소통 관점에서는 중요한 기

능일수도 있으나, 기본 억양 패턴 이외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나 교육적으로 일

반화하는 것이 어렵다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유형에 따른 억양의

차이를 의미하는 억양의 문법적인 기능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동일 표현이 다

른 억양을 갖는다는 화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 목표를 제시한

다42). 구체적인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의 교수·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문문의 유형에 따른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식

한다.

둘째, 표준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발화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작은 음역과 좁은 경계억양의 변화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훈련·연습 방법을 실시한다.

셋째, 표준 중국어 화자가 정확하면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의문문 억양과

비슷한 의문문 억양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2.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내용

한국어 의문문 억양을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국인 한국어 학

41) 이에 따라 이호영(1996), 전선아(2000) 등과 같은 억양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억양의

문법적인 기능과 화용적인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42) 억양은 같은 통사 구조를 지닌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며, 의문문의 유형

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억양의 문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화용적인 기

능의 경우,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의 발화에 있어 화자의 의도에 따라 그 억양이 다

르게 나타남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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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의문문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억양 전반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을 제공해야만 한다. 즉 기본적으로 강세구

억양, 의문문의 경계억양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이해해야 하며, 여기에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의 억양 차이에 대해서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 강세구 억양에 대한 이해

본고에서는 주로 의문문 문장 유형을 구별하는 경계억양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경계억양뿐만 아니라 강세구 억양

의 기본 규칙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경계억양을 상황에 맞게 발화하더라도 경

계억양을 포함하고 있는 강세구의 억양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면 부자연스

러운 억양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실제 '-나', '-지', '-니' 등의 앞음절의 자음

이 파열음일 때 학습자가 낮은 음높이로 발음한다는 양상을 Ⅲ장에서 확인했

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강세구의 기본적인 억양 패턴(THLHa)도 같이 교육

시켜야 한다.

Ⅱ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강세구 억양은 THLHa 패턴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서울말 강세구의 마지막 음절은 항상 고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

세구의 어두초성이 격음(ㅍ, ㅌ, ㅋ, ㅊ)이나 경음(ㅃ, ㄸ, ㄲ, ㅉ, ㅆ), 그리고

/s/(ㅅ), /h/(ㅎ)인 경우에 T는 H(고조)로 나타나고, 다른 경우에 T는 L(저조)

로 나타난다. 강세구의 음절수가 4개보다 적은 경우는 THa(LHa이나 HHa)로

표기된다. 또한, 강세구의 마지막 음절과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이 동일할 때,

억양구의 경계억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2) 의문문 경계억양에 대한 이해

한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는 Ⅱ장에서 밝힌 각 의문

문의 유형별 억양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화자의 질문에 대해 청자로 하여금 ‘아니요(가부)'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높은수평조로, ’무엇, 언제, 어떻게, 왜, 누가, 어디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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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설

명의문문의 경우에는 낮은수평조나 낮내림조로 실현된다. 둘 이상의 선택 가능

한 답 중 하나를 선택해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선택의문문의 경우에는 첫 말마

디는 가운데수평조나 낮오름조, 뒷 말마디는 낮내림조로 실현된다. 화자가 이

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확인하기

위한 확인의문문의 경우는 높내림조, 낮내림조, 높은수평조로 실현된다. 형태상

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의문문이 아니며,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의문문의 경우는 오르내림조나 낮은수평조로 실

현된다. 부정 대명사를 포함하면서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는 부정칭

의문문의 경우에는 높은수평조로 실현된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자

문의 경우에는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높은수평조로 실현된다.

3)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에 대한 이해

학습자들에게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운율 규칙을 명시적으로 제공

하여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미지칭의문문에서는 강세구 억양 패턴인 THLH가 의문사구와 동사구에 걸

쳐 한 번 나타난다. 즉, THLH의 H1이 의문사구의 둘째 음절에, L이 후행하는

동사구의 경계 앞 음절에 실리며 그 사이의 모든 음절은 내삽(Interpolation)에

의해 자연스러운 내림곡선으로 실현된다. 반면 부정칭의문문에서는 부정사구와

동사구가 분리되어 독립된 두 개의 강세구를 형성함으로써 THLH가 두 번 표

면에 실현된다.

문장 ‘뭐 마실래요?'의 강세구 억양 패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a. 부정칭 의문문: [[뭐]AP [마실래요?]AP]IP

b. 미지칭 의문문: [[뭐 마실래요?]AP]IP



- 116 -

(12)는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강세구를 나타낸 것이다. (12a)는 독

립된 두 개의 강세구가 형성되었는데, 부정사구 ‘뭐’는 단독 강세구로서

‘LH(L)’로 나타났고 의문사구 ‘마실래요’는 또 다른 하나의 강세구로 ‘LHLH’로

실현되었다. 반면 (12b) 미지칭 의문문의 경우 하나의 강세구(LHLH)로 실현되

었다. 이는 곧 억양구도 하나의 강세구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운율 규칙을 설명

하면서 동시에 의문사구와 경계억양 간의 음높이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즉 미지칭의문문에서 의문사구의 최고 피치값은 경계억양의 최고 피치값

보다 높거나 비슷하다. 반면 부정칭의문문에서 부정사구의 최고 피치값은 경계

억양의 최고 피치값보다 낮게 발화된다. 즉 경계억양의 패턴이 판정의문문과

동일하게 높은수평조로 실현된다.

3.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방법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의 두 번째 교수·학습 목표는 발화자의 음역과 변

화폭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앞서 2절에서 밝힌 인지적인 측면과는 달리 기

능적인 측면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방법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음역과 변화폭의 경우 매우 추상적이고 개인별로도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

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음역과 변화폭을 학습자들에게 교수하기 위한 하나의 연습방법으로 ‘그림자처

럼 따라 하기(Shadowing)’를 제시한다. 또한 억양을 인지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한다.

1)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연습방법

앞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문장억양의 음역과 경계억양의 음역에서 드러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계억양의 변화폭이 작은 편으로 드러났는데, 즉 상승조이든

하강조이든 수평조와 가깝게 발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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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분절음음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억양은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다른 발음 요소에 비해 교육이 쉽지 않다43). 즉 다른 요소를 교

육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제시와 일반적인 연습 활동만을 통한 교육은 습

득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Shadowing)’ 연습방법을 도입

하여 학습자들의 발화 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발화 속도, 음

높이, 강세 등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이와 같은 전략

을 활용한 억양 교육은 학습자의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억양 습

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훈련법은 듣는 내용을 단순하게 따라 읽는 것이 아니

라, 발음, 속도, 억양, 리듬, 강세, 감정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듣는 동시에 따

라 읽거나 말하는 방법이다. 이는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

한 모방연습에 비해 집중력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다. 따라서 더 능동적인 연

습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분절음뿐만 아니라 강세와 억양, 리듬, 운율 등

의 초분절음 요소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김미선·정현성,

2014).

학습자들은 소리에 집중하여 똑같이 따라하고, 이를 반복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미묘하게 비슷한 소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들리는

즉시 따라 말하면서 들리는 소리와 자신이 발화한 소리를 곧바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리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학습자에게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피드백이 된다(류계영, 2010).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활동을 반복함으로써 이

러한 피드백도 반복되며, 인식된 피드백 소리를 학습자가 습득하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소리가 교정되어 발화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학습자들의 억양

은 점점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억양과 가까워지고 훨씬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

다고 본다.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연습방법은 발

43) 발음 교육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개별 분절음 특성에 대한 기술과 설명은 일

반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가능성 및 학습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장 억양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교수가능성 및 학습가능성이 낮다(한종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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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의 불안감, 민망함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긍정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오타(Shiota, 2012)에 따르면 학생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전략은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높일 수 있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류계영(2010)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이 전

략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연습방법은 듣기 대본의 활용 유무에 따라 ‘그림자처

럼 따라 말하기(shadowing speaking)’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shadowing

reading)’으로 세분화된다.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는 듣기 대본 없이 들리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며,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는 청각 자료를 들으

며 듣기 대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방법이다. 타마이(Tamai, 2005)에서는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음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Shiota, 2012, 재인용).

① 빠른 속도로 읽기(Speed reading): 텍스트를 보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읽는

다. 이 활동에서는 텍스트 이해 정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신 읽는 데에 걸

리는 시간 측정이 중요하다.

② 평행 읽기(Parallel reading): 듣는 순간에 텍스트를 보면서 큰 소리로 읽는

다.

③ 뭉칫말 쉐도잉(Phrase shadowing): 듣는 뭉칫말과 같은 순간에 말한다.

④ 지연 쉐도잉(Delayed shadowing): 듣는 내용보다 1초 후에 말한다.

⑤ 쉐도잉(Shadowing): 듣는 내용과 같은 순간에 똑똑히 말한다.

①과 ②는 쉐도잉 준비 과제이고 ③-⑤는 본격적인 쉐도잉 단계에 속한다.

즉, 빠른 속도로 읽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들은 내용과 같은 순간에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도 ①빠

른 속도로 읽기, ②평행 읽기, ④지연 쉐도잉, ⑤쉐도잉의 단계를 한국어 의문

문 억양 교육 방법으로 제시한다. 억양 교육 시 구조가 가장 쉬운 문장에서부

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③뭉칫말 쉐도잉은 제외된다. 이상의 단계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인 모방에서부터 시작하여 학습자들이 점차적으로 그림자처럼 따

라 읽기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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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양 곡선을 활용한 억양 인지 방법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목표 언어 자료들을 입력이라 한다. 교사는 학

습자들이 언어 자료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들을 다양하게 조작해야 한다.

다우티와 윌리엄스(Doughty & Williams, 1998)는 입력 자료들을 조작하는 기

법 중 하나로 ‘입력 강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력 강화 기법에는 다양

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중 본고에서는 ‘시각적 집중하기(typographical

enhancement)’에 초점을 맞춘다. 시각적 집중하기 방법은 시각적으로 문맥 속

에 들어 있는 특정 언어 항목에 학습자의 주의를 이끄는 것으로, 목표 언어 형

태에 밑줄 긋기, 확대하기, 색 넣기, 폰트 조작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기법이

다.

입력 강화 기법을 억양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학습자에게 소리를 들

려주며 듣기 대본을 제시하는 방법과 동시에 학습자가 억양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각적인 표시를 함께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억양 규칙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설명을 제공하면 그 억양 규칙이 입체적으로 학습

자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습과 활동 과정에서 실제 억양 곡선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억양의 기본 실현 방식과 학습자의 억양과 모어 화자와

의 억양의 차이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곡선 제시 방법은 학

습자의 주의를 끄는 방법이 됨과 동시에 일종의 학습자 억양 기록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제를 설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세구 억양의 기본 패턴 인지

우선 학습자에게 강세구 억양의 기본 패턴 규칙을 제시하기 전에 아래 과제

①을 먼저 수행한다.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강세구의 억양 패턴은 L(저음)과

H(고음)의 두 가지 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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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①: 보기와 같이 발화의 억양 고저를 표시해 보세요.

보기:

연습:

위와 같은 과제를 수행한 다음 학습자에게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녹음을 들려

준다. 녹음을 들으면서 과제 ①의 내용을 다시 수행하고, 이후 문제 풀이를 제

공하며 학습자에게 강세구의 기본 패턴 규칙을 제시해 준다.

(2) 의문문 경계억양의 패턴 인지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경계억양의 유형을 학습자에게 의문문의 유형별로 제

시한다. 이 경우에도 억양 곡선을 통한 제시가 가능하다.

과제 ②: 보기와 같이 발화의 억양 고저를 선택하세요.(선다형)

보기:
- 철수야, 밥 ( )?

- 응, 먹었어.

A. B. C.

연습: - 남자: 이러지마 좀! 사랑이 어떻게 변하( )?44)

A. B. C.

- 여자: 변하니까 사랑이지 안변하면 스뎅이게? 그만하자. 나 갈게.

- 남자:(혼자말)어떡( )?

A. B. C.

44) 억양 곡선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은 ‘ ’ 및 ‘ ’의 두 가지 곡선 모양 구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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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②와 같이 의문문의 마지막 어절에 직접 억양 곡선을 긋고 학습자들이

적절한 억양을 선택하는 문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문제 해설을 통해 의문문 경

계억양의 유형을 제시해 준다.

(3) 특정 어미의 억양에 대한 인식 강화

앞서 실시한 실험 결과 문장의 종결어미에 따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문문 억양에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니’, ‘-나’, ‘-지’와 같은 어미들의

억양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 ③, ④, ⑤

를 설계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종결어미 ‘-지’의 억양이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

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의 억양 유형만을 발화하고 있었다. 즉 어

떤 학습자의 경우에는 ‘-지’를 내림조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의문

문의 유형에 관계없이 ‘-지’가 문장에 나타날 경우 모두 내림조로 발음하는 특

징을 보였다. 반면 ‘오름조’로 인식한 학습자의 경우 ‘-지’를 포함하는 모든 의

문문의 억양을 오름조로 실현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억양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계하였다.

과제 ③: 과제 ②를 통하여 학습한 의문문 유형에 따른 억양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의 억양 패턴을 그리세요.

보기: 뭐 먹었지?( )

연습:

a. (확인의 의미를 나타낼 때)

밥을 먹었지?( )

b. (단순한 설명의문문일 때)

반장이 누구지?( )

c. (자문일 때)

(저 사람이) 뭐 먹었지?( )

본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의문문의 어미 ‘-니'가 경계음절에 나타날 때에

한국인 모어 화자는 LHL%과 H% 패턴을 가장 많이 실현하였다. 반면 중국인

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 ’ 및 ‘ ’ 곡선과

대응하는 억양의 특징을 직접 들려줌으로써 학습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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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인의 발화 패턴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는데, 즉 판정

의문문에서 한국인 피험자의 패턴이 H%로 나타나면 중국인 피험자의 패턴은

LHL%로, 수사의문문에서 한국인 피험자의 패턴이 LHL%로 나타나면 중국인

피험자의 패턴은 LM%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다

음과 같다.

과제 ④: 과제 ②를 통하여 학습한 의문문 유형에 따른 억양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의 억양 패턴을 그리세요.

보기: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

연습:

a. (단순한 판정의문문일 때)

밥을 먹었니?( )

b. (수사의문문일 때)

이렇게 맛없는 것을 누가 먹겠니?(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의문문 어미 ‘-나'를 발화할 때 보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미 ’-나'의 선행음절 억양이었다. 즉, 강세구 기본 패턴 ‘THLH'에

따라 선행음절이 H로 발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피험자들은 모두 L

로 발화하고 있었다. 어미 ‘-나’를 포함한 강세구의 패턴을 중심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 ⑤: 보기와 같이 발화의 억양 고저를 표시해 보고 과제 ②를 통해 학습한 강세

구 패턴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괄호 안에 L, H를 적으세요.

보기:

연습: a. b. c.

(4) 부정칭의문문 및 미지칭의문문에 대한 인식 강화

부정칭의문문 및 미지칭의문문을 교수할 때에는 이 두 의문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강세구의 운율 구조 규칙을 비교·대조하며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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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와 같은 운율 구조 규칙보다는 음높이의 변화 규칙을 학습자에게 설명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된다. 즉 부정칭의문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사

구의 음높이가 경계억양보다 낮고, 미지칭의문문의 경우 의문사구의 음높이가

경계억양보다 높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과제 ⑥: 다음은 문장 ‘뭐 마실래요?’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억양 패턴입니다. 검은

색 점은 억양의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발음해 보고, 각각의

문장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A. B. C.

a. 가: 어서 앉으세요. ( )?

나: 아니요, 괜찮아요.

b. 가: 커피와 녹차가 있는데, ( )?

나: 커피 주세요.

4.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수·학습의 실제

춘(Chun, 2002:202)에서는 억양 교육의 전형적인 교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김은애 외, 2008, 재인용).

민감화(sensitization, 듣기 연습)

설명(explanation, 가능하다면 모국어와의 비교도 포함해서)

모방(imitation, 통제된 말하기 연습)

연습 활동(practice activities, 반복적인 말하기 활동)

의사소통적 활동(communicative activities, 즉석에서 하는 말하기 활동)

위의 과정을 김은애 외(2008)에서는 억양에 대해 인지적으로 지각하는 단계

인 민감화와 설명의 단계, 그리고 그 이후의 말하기 연습 단계로 나누었고 이

를 바탕으로 인지 단계, 연습 단계, 평가 단계로 억양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인지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높낮이의 인지, 억양을 시각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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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습 단계에서는 단어, 문장, 담화 수준으로 진행되

는 연습 과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연

습한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했는가를 스스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문

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모형은 외국어 문법 교육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모형은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제시-연습-생성) 모형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허용·김선정(2006)에서는 PPP 모형을 발음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제시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소리 및

그 소리의 특징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그 소리에 대해 알도록

한다. 연습단계에서는 제시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가 실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생성단계에서는 습득한 새로운 발음을 학습자가 자연스러

운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창의적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은애 외(2008)의 인지-연습-평가 모형과 허용·김선정(2006)의 PPP 모형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나, 마지막 단계인 평가단계와 생성단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교육 목표 및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습득한 억

양을 활용하여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발화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

인다. 따라서 학습자의 억양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모형의 마지

막 단계에서 생성이 아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학습자가 자신의

억양을 정확하게 발화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세구 및 경계억양 등의 억양 패턴을 수업 시작 단계에 바로 제시하

면 학습자의 주의를 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제시단계에 앞서 도입단계가 필요하다. 이미혜(2005)에서는 과제 활동을 강

조하는 상향식 모형으로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단계를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입단계는 학습자를 학습 주제로 이끌어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

화시키는 단계이다.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을 학습 내용으로 이

끌고 자연스럽게 억양 규칙을 노출시킨다. 교사의 발화를 통해 학습자들이 목

표 억양의 의미와 기능을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억양의 생성이나 이와

관련된 설명은 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된 교사의 질문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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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삽화나 사진 자료 등 다양한 보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아래 [그림Ⅳ-1]과 같은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단계를 제시한다.

도입단계 제시단계 연습단계 평가단계

시각적 자료를

통한 흥미

유발

강세구 패턴 제시;

의문문 경계억양의 기본

패턴 제시;

부정칭과 미지칭 의문문

억양 차이 제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를

활용한 억양

훈련

평가지를 활용한

교사 평가;

프라트(Praat)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 평가

[그림Ⅳ-1]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단계

첫 번째 도입단계는 다양한 과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억양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억양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제시단계에서는 강세구 억양의 기본 패턴, 의문문 유형에 따른 경계억

양, 부정칭 의문문 및 미지칭 의문문의 억양을 제시하며, 중국어 의문문의 억

양과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세 번째 연습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인

원어민 교사의 발화 또는 모어 화자의 녹음에 담긴 발음을 청취하고 모방하여

발화하도록 지도한다. 이후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방법을 지연 쉐도잉-쉐도잉

의 순으로 실시한다. 네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학습자의 발화를 녹음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얼마나 습득하였는지 그 효과를 확인한다. 학습자가 의문문의

유형에 따른 억양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억양의 음높이가 어떻

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교사 평가와 자아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교사 평가의

경우 상황에 맞는 문장을 선택하는 문항 또는 녹음과 일치하는 억양 곡선을

선택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된 듣기 평가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아 평

가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프라트(praat)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녹음을 실시한

후,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억양 곡선을 보고 비교하며 평가하는 과정이다.

중국 표준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지도안

은 【부록 Ⅱ】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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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주로 중국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문문

억양을 구사할 때 겪는 어려움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험음성학적 연구

를 통해서 분석하며, 문제 해결 방법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화 시 음높이가 일정한 유형과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 전체에 얹히는

음의 높이의 변화’로 억양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호영(1996), 전선아(2000)에

서 제시한 체계를 중점으로 본고 논의의 기반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전선

아(2000)에서는 강세구에 대한 기술 방법을, 이호영(2007)에서는 경계억양 패

턴에 대한 기술 방법을 본고의 기본 전사 체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국어

학계, 한국어교육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각 유형별 억양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유형들과 대응되는

중국어 의문문의 유형을 밝혔고 이에 따른 억양의 특징도 제시하였다.

중국 표준어 화자의 구체적인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과 문제점을 파

악하기 위하여 Ⅲ장에서는 중국 표준어 화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의문문 유형별로 실험 문항을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분석은 발화

된 문장의 경계억양을 위주로 하여, 문장 전체의 반음구간과 문장 변화 추세에

대하여 한·중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비교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

은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중 화자는 첫째,

발화 음역과 그 지속시간, 둘째, 의문문의 문장억양 음역구조, 셋째, 경계억양

의 변화폭, 넷째, 경계억양의 패턴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부정

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문의 억양 구분에 있어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실험 문항에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

문을 중국 표준어 화자에게 발음하도록 하여 그 억양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또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발화에 나타난 억양의 문제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조분석과 사후 인터뷰 결과 한·중 화자의 의문문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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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모국어의 영향, 심리적인 요인, 한국어

억양의 복잡성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방안을 Ⅳ장

에서 설계하였다. 앞장의 실험 결과에 따라 의문문 억양의 교수·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의문문 유형에 따른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대

한 전체적인 인식(강세구 억양, 의문문 경계억양, 부정칭의문문과 미지칭의문

문에 대한 이해)을 갖게 한다. 둘째, 중국 표준어 화자의 한국어 의문문 발화

에 있어 경계억양의 변화폭을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연습방법과 훈련방법을

제시한다. 억양 곡선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전체적인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대하여 인지시키고, 발음, 억양, 속도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듣는 동시에 따라

읽거나 말하는 방법인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Shadowing) 연습법을 통해 억양

연습 및 훈련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상의 인지 및 훈련방법을 적용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도입-제시-연습-평가단계’를 제시하였다. 특

히 마지막 평가단계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를 위

주로 하고, 프라트(Praat) 프로그램을 이 단계에서 적용하여 학습자들이 스스

로 자신의 억양이 어떠한지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억양 곡선과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억양 곡선의 비교가 가능하고, 부족한

점을 명시적으로 학습자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

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음역, 음장, 경사도, 5도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 표준

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양상에 대해 비교

하고,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단, 본 연구는 억양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실

시한 아주 세부적인 분석이 주인 연구로, 충분한 수의 한국어 모어 화자 및 중

국 표준어 화자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점, 이에 따라 연구 결과

를 양적으로 일반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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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오늘 학교에 안 가?

나: 응, 오늘 휴강이야.

2) 시킨 일은 다 했니?

3)
민정: 반장이 누구지?

민호: 전데요. (일어나는)

4)
가: 밖이 춥지요? 따뜻한 커피하고 홍차가 있어요. 뭐 마실래요?

나: 커피 주세요.

5) 마을버스 탈거지?

6) 민정: (혼잣말로) 아 시원하다... (하고 소파에 털썩 앉아 자연스럽게 민용이 마

【부록 Ⅰ】 실험 문항 (중국인 학습자용)

您好，我叫王祥雨，是首尔大学韩国语教育专业的硕士研究生。本次调查的目的是分析中国
人韩国语学习者的韩语疑问句语调。各位的回答信息只作为本人论文的研究材料来使用，绝不
用于研究以外的其他活动。并保证不透漏应答者的个人信息。非常感谢您抽出宝贵的时间协助
本次研究。

研究者： 王祥雨

2014 年 07 月

基本资料：

1. 性别： □男 □女
2. 年龄： □18岁以下 □18~25 □31~40 □41以上
3. 韩国语能力等级考试 TOPIK等级：

□1 □2 □3 □4 □5 □6
4. 学习韩国语时间：

□1年以下 □1~2年 □2~3年 □3~4年 □4年以上
5. 所属院校：

学校：

年级：

♥ 请用自然的语调朗读以下对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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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던 캔맥주를 마신다. 잠시 있다가) 어 이게 왜 여깄지? (바닥에 떨어진
돼지쿠션을 집어 올린다.) 바람이 불었나...? (갸웃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문득 멈추고 캔을 쳐다본다.)

7)

찬성: 이러지마 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학생: 변하니까 사랑이지, 안 변하면 스뎅이게? 그만하자. 나 갈게.

찬성: (혼잣말로) 어떡하나?

8)
가: 수미는 학교에 갔어, 안 갔어?

나: 안 갔어.

9)
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번만 용서해 줘. 제발 가지 마.

나: 싫어. 누가 이런 일을 참을 수 있겠니?

10)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 아까 발걸음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밖에 누가 있어요?

나: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11)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가: 손님들은 아직 다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 그러면 지금 밖에 누가 있어요?

가: 찬미하고 미라예요.

12)

(상대방이 음료 등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려고)

가: 어서 앉으세요. 뭐 마실래요?

나: 아니요, 괜찮아요.

13)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음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려고)

가: 커피와 녹차가 있는데, 뭐 마실래요?

나: 커피 주세요.

14)

(동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가: 동주가 누구를 좋아해?

나: 응, 그런 것 같아.

15)

(동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가: 동주가 누구를 좋아해?

나: 혜지를 좋아해.

16)

(상대방의 행선지가 아닌, 인사말로)

가: 어디 가요?

나: 네, 어디 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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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대방의 행선지를 확인하려고)

가: 어디 가요?

나: 도서관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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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및

제시

(20분)

(교사의 컴퓨터 화면을 학생 전체의 컴퓨터에 공유한다.)

교사가 수업의 목표를 학습자에게 설명해 주고 아래와 같은 활동지를 나누

어 준다.

활동 1. 보기와 같이 발화의 억양 고저를 표시해 보세요.

보기:

연습:

위의 과제를 수행한 다음 학습자에게 한국어 원어민의 녹음을 들려준다.

녹음을 들으면서 과제 ①의 내용을 다시 수행하고,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자

에게 강세구의 기본 패턴을 제시한다.

‘어두 초음이 평음일 때에는 낮은 음높이로 발음하고, 격음이나 경음일 때에

는 보다 높은 음높이로 발음한다’는 강세구 기본 패턴의 규칙을 말로 설명하

【부록 Ⅱ】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수·학습 지도안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목표 한국어 의문문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학습 내용 한국어 의문문 억양

학습 수준 중급

소요 시간 1시간

장소 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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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한다.

예시)

탑(塔)

탑 이 에 요.

답(答案)

답 이 에 요.

활동 2. 보기와 같이 발화의 억양 고저를 선택하세요.(선다형)

보기:
- 철수야, 밥 ( )?

- 응, 먹었어.

A. B. C.

연습:
- 남자: 이러지마 좀! 사랑이 어떻게 변하( )?1)

A. B. C.

- 여자: 변하니까 사랑이지 안변하면 스뎅이게? 그만하자. 나 갈

게.

- 남자:(혼자말)어떡( )?

A. B. C.

학습자들이 의문문의 마지막 어절에 직접 억양 곡선을 긋고 적절한 억양을

선한다. 이후 문제 해설을 통해 의문문 경계억양의 유형을 제시해 준다.

다음과 같이 억양 곡선이 표시된 의문문 문장을 유형별로 제시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억양 곡선을 바탕으로 문장을 읽어 보도록 시킨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예시이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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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의문문: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의문문이다.

예시) 가: (높은수평조)

나: 응, 먹었어.

- 설명의문문: 일반적으로 의문사 포함하는 의문문이다.

예시) 가: (낮은수평조)

나: 밥 먹었어.

한국어 의문문의 경계억양을 설명한 다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

한다.

먼저 경계음절이 종결어미 ‘-지’, ‘-니’, ‘-나’일 때의 억양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관련된 활동지는 다음과 같다.

활동 3. 학습한 의문문 유형에 따른 억양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보기와 같

이 밑줄 친 부분의 억양 패턴을 그리세요.

보기: 뭐 먹었지?( )

연습:

a. (확인의 의미를 나타낼 때)

밥을 먹었지?( )

b. (단순한 설명의문문일 때)

반장이 누구지?( )

c. (자문일 때)

(저 사람이) 뭐 먹었지?( )

다음으로는 부정칭 의문문과 미지칭 의문문의 억양에 대해 설명한다. 같은

형태를 지니지만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의문문이 있음을 학습자에게

알려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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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칭 의문문 미지칭 의문문

예

시

가: 밖에 누가 있어요?

나: 네. 미라가 있어요.

가: 밖에 누가 있어요?

나: 미라예요.

가: 뭐 마실래요?

나: 네. 커피 주세요.

가: 뭐 마실래요?

나: 커피 주세요.

가: 동주가 누구를 좋아해?

나: 응, 그런 것 같아.

가: 동주가 누구를 좋아해?

나: 미라.

가: 어디 가요?

나: 네, 어디 좀 가요.

가: 어디 가요?

나: 학교에 가요.

학습자에게 부정칭 의문문은 판정의문문에 속하며 따라서 ‘예-아니오’로 답

할 수 있음을, 미지칭 의문문은 설명의문문에 속하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설

명을 요구함을 알려준다. 이때 각 문장의 억양 곡선을 다시 제시한다.

a. 미지칭 의문문: [[뭐 마실래요?]AP]IP - 답: 커피 주세요.

b. 부정칭 의문문: [[뭐]AP [마실래요?]AP]IP - 답: 네, 커피 주세요.

미지칭 의문문과 부정칭 의문문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미지칭 의문문에서는 의문사의 억양이 경계억양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

나고, 부정칭 의문문에서는 의문사의 억양이 경계억양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때, 각각의 문장을 발화하며 손가락으로 곡선을 그린다.

연습

(15분)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각각 이어폰을 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전체적인 음역이 한국인보

다 좁게 나타나고, 의문문 경계억양이 높은수평조나 온오름조의 경우 가운데

수평조로 발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수정하기 위한 훈련방법으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방법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학습자들에게 문장을 들려주고 이를 따라 발음하라고 한다.

같은 문장을 다시 한 번 들려주고, 녹음된 문장이 시작된 이후 1초 뒤에 녹

음 문장을 발음하게 한다.

다시 한 번 문장을 들려주고 이번에는 녹음의 시작과 같이 녹음 문장을 발

음하게 한다. 특히 음높이의 변화에 집중하고 똑같이 발음하고자 노력해야 함

을 일러준다. 한 문장은 세 번씩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림자처럼 따라 하기 훈련법의 원리를 학습자에게 다시

설명해준다. 음높이와 음역 조절에 효과가 있고 집에서 스스로 이러한 훈련을

할 수 있음에 대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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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5분)

듣기 평가지를 나눠주고 의문문 문장을 들려준다.

교사는 학생이 발음을 듣고 평가지에 표시한다.

학생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라트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가르쳐

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New 메뉴에서 sound recorder를 선택한다. Mono

44100Hz의 상태로 설정하고, 녹음을 실시한다. 녹음된 파일은 objects에서 찾

을 수 있다. view&edit를 누르면 자신의 녹음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그림을 학습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1) 억양 곡선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은 ‘ ’ 및 ‘ ’의 두 가지 곡선 모양 구분에 어

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 ’ 및 ‘ ’ 곡선과

대응하는 억양의 특징을 직접 들려줌으로써 학습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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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Language

Intonation for Mandarine Speaking Learners

Wang Xiangy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im of presenting a pedagogy of teaching Korean interrogative

sentence intonation, this study has analyzed the Korean interrogative

sentence intonation of Korean native speakers as well as Madarine

speakers, using the instrumental phonetics method.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chapterⅡ, After presenting and the concept of accent and two kinds

of framework presented by Lee(2006) and Jun(2000), a presentation

method for accentual phrase intonation from Jun(2000) and a presentation

method for boundary tones seen in Lee(2007) are applied in this paper.

Based on existing academic researches of Korean Language study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y, Korean interrogative sentences have

been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and had their intonation features

investigated. Corresponding sentence types for Korean interrogative

sentences were discovered in Chinese and presented in this paper.

In chapterⅢ, to better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learners

face when it comes to intonation, sentence category tests were conducted,

where a Korean native speaker and a Chinese learner are using

interrogative sentences from a script. The analysis of each sentence went

through three stages, mainly focusing on the boundary ton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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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 uttered by the test person. First a comparison of the semitones

in the entire sentence, then a comparison of the tendency to change, and

lastly an analysis to find the cause of thes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test persons. The results for Korean native speakers and

Chinese learners show differences in ① range and duration of the

utterances, ② intonational range structures in interrogative sentences, ③

boundary tone alteration width and ④ boundary tone patterns. Typically,

while facing real interrogative sentences of which the object or subject is

interrogative and the sentences with the same form of which the object

or subject is infinitive, Chinese learners of Korean did not seem to

differentiate the intonation in their utterance. Through contrastive analysis

and interviews, the cause of these differences were summed up as

influence from mother tongue, psychological factors, complexity of the

Korean intonation etc.

Given the discussion to this point, a teaching plan for Korean

interrogative intonation has been presented in chapter Ⅳ. Using the

results of the previous experiment as a foundation, teaching and learning

objectives for interrogative intona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giving learners an overall awareness of the Korean question

intonation (accentual phrase intonation, boundary tone of interrogative

sentences and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interrogative

indefinite pronouns and question words) is important.

Secondly, presenting a special practical method and training method for

Mandarin speakers to control the dynamic range of boundary tone and

using an intonation curve to help the learner to recognize and adhere to

the overall Korean interrogative intonation by imitating it, with respect to

pronunciation, intonation, speed etc. In order to practice intonation, using

the "shadowing method" (imitating at the same time as hearing)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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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an "introduction, presentation, practice and assessment" phase

that can be used in the overall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is

presented. The evaluation methods utilized in this study were sound

range, sound length and gradient (among others) for comparing the

interrogative intonation patterns between Mandarin and Korean speakers.

The contrasts found between Chinese and Korean were also used to

analyze the cause and to finally present the teach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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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nation Education, Shadowing,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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