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어 발음교육과 영 어음성 학/음운론의 이해 

이재영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중요 

성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을 내 놓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이다. 

여러 주장들 중에는 아무런 구체적 논증 없이 그저 영어 교육은 세계 조류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영어를 우리 나라의 

공용어 (officiallanguage) 로 채 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아주 다양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 주장에서 벗어나 영어를 교육시킬 때 어떠한 것들 

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동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침 

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어가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거나 

하는， 또는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거 

나 하는 논쟁보다는 영어를 가르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 

한 논의가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 

어 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 

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나라 국민 모두가 빠 

짐없이 다 동의하고 그리고 설령 영어가 공용어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여 

전히 영어를 가르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기본적인 문제 

는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를 가르칠 때 무엇부터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영어 교육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전제는 우리는 모국어 

(mother tongue) 가 아닌 외 국어 (foreign language) 로서 영 어 를 가르쳐 야 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영어 교육에서 어떠한 점을 가장 중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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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무엇을 우선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언어는 의사 소통의 수단이다. 인간이 의 

사 소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손짓， 발짓， 

눈짓을 한다든지， 옛날 전쟁터에서와 같이 깃발이나 북을 이용한다든지， 아 

니변 호루라기를 이용한다든지， 경적소리를 낸다든지 해서 인간은 의사를 

전달하고 그 전달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 전달 수단 

들은 변별력 (distinctiveness) , 규칙성 (regularity) , 예측성 (predictability) , 

그리고 보편성 (universality) 등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수 

단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방해 받을 수 있다. 그런 반면， 인간의 음 

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즉 말소리는 변별력이 뛰어나며，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보통의 인간들이 모두 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보편적이 

다. 따라서， 인간들은 음성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말소리를 의사 소통의 

가장 주된 수단으로 이용한다. 

의사 소통에 실패하는 것은 언어의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의사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 소통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구어적인 측면에서의 소통일 것이다. 많은 우리 나라 사람 

들은 오랜 기간동안 영어를 배워도 영어 원어민 (natiye speaker) 을 만나면 

전혀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여 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 

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인이 발화하는 소리나 단어나 구 또는 문 

장을 영어 원어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영어 원어민이 행하는 소리나 단어， 

구， 문장을 한국인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달 

리 표현하면， 한국인이 영어 원어민과의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 

、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인의 영어발음 습득과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외국어인 영어를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해야 단기 

간 교육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실용적인’ 질문 

에 대해서， 필자는 영어발음에 대한 교육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생 

각한다. 

과거에 비하면 영어교육 현장에서 영어발음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발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효과적인 영어발음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말 

할 수 있다. 영어발음교육은 영어 교육의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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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영어발음교육에 초 

점을 맞추어 발음과 관계되는 이론적， 실제적 측면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I I. 영어발음교육의 영역과 목표 

영어발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영역으로는 분절음 (segment) ， 강세 

(stress) , 그리고 억양 (intonation) 동 세 영역이 있다. 분절음은 단어를 형 

성하는 음 (sound) 즉， 자음과 모음을 의미하고， 강세는 단어와 구에서 일어 

나는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간의 교체현상 (alternation) , 완전 모음 (fì벼l 

vowel) 과 약화된 모음 (reduced vowel) 간의 교체현상 그리고 한 단어에서 가 

장 두드러진 (prominent) 강세의 위치 결정 둥과 같이 초분절음적 자질 

(suprasegmen않1 featur마과 관계되는 현상들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억양은 문장에서 일어나는 피치 (pitch) 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 영역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예측하고(predict) , 그 예측된 것을 

제대로 생성해내고 (produce) , 원어민이 말하는 분절음， 강세， 억양을 지각 

할 (perceive) 수 있는 능력 을 갖추어야만 능통한 영 어 λ}용자가 될 수 있다. 

예측 (pr떠iction) 능력은 발화하기 전에 단어나 구에서 어떤 음이 어떻게 발 

음되고， 어떠한 음절에 강세가 오며， 그리고 어떠한 억양 패턴이 주어진 언 

어 상황에 적절한가 하는 것을 아는 능력을 의미항다. 이러한 발음에 관한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되는 규칙 (rule) 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생성 (production) 능력은 분절음이나 단어， 구， 문장을 

제대로 발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발화에 대한 노력은 말소리를 낼 

때 청 취 자 (hearer) 인 상대 방이 그 발화내 용을 잘 이 해 할 (intelligibl마 수 있 

도록 하는 능력 을 의 미 한다. 마지 막으로， 지 각 (perception) 능력 은 상대방인 

화자 (speaker) 가 발화하는 분절음， 단어， 구， 그리고 문장을 청취자인 자신 

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발음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지 어떤 음이 어떻게 발음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능 

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음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생성능력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반면， 어떤 음을 제대로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발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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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영어 단어 beast와 best에서， 전자의 경우는 긴장모음 [i]를 가지 

고 후자의 경우는 이완모음 [E]을 갖는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비록 

각 모음틀을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발음을 하 

지 못할 것이다. 즉， 전자의 단어를 φεst]로 발음하고 후자를 [bistl로 잘못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예측능력은 있으나， 생성능력이 없을 경우 

에도 제대로 된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된다. beast에서 모음의 음가가 [il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생성해내지 못하고 따로 밖에 생성해 내 

지 못하면， beast를 [bEst]로 잘못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발음을 제대로 하 

기 위해서는 예측능력과 생성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생성능력과 지각능력도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견해이다. 말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말소리를 제대로 내 

지 못하고， 또한 어떤 말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은 그 말소리를 제대 

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는 언어교육 이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영어발음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성능력과 지각능력의 향상은 영어음성학과 영 

어음운론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고 예측능력의 향상은 영 

어음운론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 

이 , 예측능력 을 갖는다는 것은 관계 되 는 음운규칙 (phonological rule) 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올바른 영어발음교 

육을 위해서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논변해보고자 한다. 

III. 영 어 분절음과 영 어 음성 학 (English Phonetics) 

음성 학은 인간이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말소리 (speech sound) 를 

다루는 학문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간 

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음성기관 

을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이다. 말소리는 변별력이 뛰어나며， 규칙적이고， 예 

측가능하며， 보통의 인간들이 모두 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보편적이다. 

따라서， 인간들은 음성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말소리를 가장 주된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말소리에 대한 연구는 언어를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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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분야인 언어학 (linguistics) 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있다. 

음성학은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업 밖으로 나오며， 입 밖으로 나옹 

말소리가 청자 (hearer) 의 귀에까지 어떻게 전달되며， 또한 그 전달된 소리를 

어떻게 청자가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 

어져서 업 밖으로 나오는가를 주로 연구하는 분야를 조음 음성학 

(articulatory phonetics) 이 라 하고， 소리 가 화자의 업 에서 나와 음파 (sound 

wave) 의 형태로 청자의 귀로 전달되는데， 이 음파가 청자의 귀로 전달되는 

과정과 음파의 여 러 양상을 다루는 것이 음향 음성 학 (acoustic phonetics 또 

는 acoustics) 이다. 그리고， 음파가 청자의 귀에서 뇌로 전달되어 이해되는 

(decoding) 과정 을 연구하는 것이 청 각 음성 학 (auditory phonetics) 이다. 이 

와 같이， 음성학은 말소리에 관련된 실제적인 것을 다루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1) 

음성학은 언어학의 다른 분야들과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련 

이 있는 분야는 음운론 (phonology) 이다. 음성학이 소리의 물리적인 

(physical) 측면을 정확히 기술하고， 세밀히 분류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반해 

서， 음운론은 소리의 체계 (system) 와 기능 (function) 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이다. 음성학에서는 음을 연구할 때 그 음이 가지는 맥락적 (context) 의 

미나 기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음운론에서는 전체적인 체계 

에서 각 음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다른 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성학과 음운론을 명쾌하게 나누 

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음성학적 지식이 없으면 음운론 연구는 불가능하며， 

음운론 연구가 없으면 음성학적 기술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면적인 측면에서 음성학과 음운론이 영어라는 개별 언어에 적용될 때， 

그것을 각각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반 음성학 

과 음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영어의 말소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영어음성학에서 어떻 

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이 말소리를 만든다는 것은 허파 (lungs) 로부터 시작되는 공기의 흐름 

(airstream) 을 적절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1) 앞으로 다른 설명이 없으면， ‘소리’는 ‘말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또한 
소리라는 용어 대신에 ‘음’을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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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efoged 1993). 허 파로부터 시 작된 공기 는 인강 (phaηngeal cavity) , 구 
강 (oral ca띠ty) ， 그리 고 비 강 (nasal ca띠ty) 등 세 개의 통로 (ca띠ty) 를 거 쳐서 

밖으로 나온다. 이러한 세 개의 통로를 통해 나오는 공기는 그 흐름이 여러 

곳에서 변형이 된다.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변형시키는 기관을 조음기관 

(artic버ator) 이 라고 말하는데 , 영 어 를 발음하기 위 해서 는 성 대 (voc머 cords) , 

셜근 (tongue root) , 셜 체 (tongue body) , 설단 (tongue 비ade) , 입 술 (lips) , 그 

리고 연구개 (soft palate) 등 여섯 개의 조음기관이 이용된다. 이 기관들의 활 

동에 따라 여 러 가지 종류의 음이 만들어진다. 

먼저， 자음의 경우 성대가 울립상태에 있으면 유성음 (voiced sound; b. d, g, 

v, ð, z, 3, d3) 둥이 만들어지고 성대가 울리지 않을 경우에 무성음 (voiceless 

sounds; p, t, k, f, e, s, J, tJ) 등이 만들어진다. 다음， 모음의 경우 셜근의 역할 

에 따라 。l 완음 (lax vowels; 1, u) 과 긴장음 (tense vowels; i, 미 이 생성 되 는데， 

전자의 경우는 설근이 인강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경우에 만들어지고 후자의 

모음은 셜근이 앞쪽으로 움직일 때 만들어진다. 셋째， 설체를 두분으로 나누 

었을 때 앞 부분이 움직일 때 나오는 소리가 전셜모음 (front vowels; i, e, æ) 

과 반모음[y] 퉁이고 셜체의 뒷 부분이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소리가 후셜모 

음 (back vowels; u, 0 , :>; 띠과 반모음 [w] 그리고 연구개음 (velars; k, g) 동이 

다. 넷째， 혀의 끝부분(셜단)도 공기의 흐름을 변형시키는 조음기관인데， 이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로는 치경음 (alveolars; t, d, s, Z 동) , 치경 경 

구개 음 (alveo-palatals) (f, tJ, 3, d3 동) , 치 간음 (inter-den없1s) (예 : e, ð) 퉁이 

있다. 다섯째， 입술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지는 소리는 순음 (labials; p, b, f, 

v) 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가 내려오는가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비음 

(nasals; m, n，이과 구강음 (oral sounds; p, t, k 둥)이 각각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조음기관의 활동에 의해서 각기 구별되는 소리를 분절음 

(segmen야이라 말한다. 예를 들어， ‘top’ 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 

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공기흐름이 세 군데에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설첨의 움직임에 의해서 공기흐름이 변화되어서 나오는 소리가 /t/이며， 

설체의 뒷 부분이 낮아져서 공기의 흐름이 바뀌어서 발생하는 소리가 /a/이 

며， 아랫 잎술과 윗 잎술이 맞닿아서 공기의 흐름이 변하게 되어서 /p/가 발 

생한다. 이때 /t/와 /a/, 그리고 /p/가 분절음인 것이다. 
각 분절음은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top/ 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음인 /t/ 대신에 순음 (labial sound) 인 /p/를 대 

체시키면， 전체 단어의 뜻 (meaning) 이 달라진다: 먼쾌 대 回꽤 . 이 



영어발음교육과 영어음섬학/음운론의 의해 45 

때 이 두 단어를 최소 대립어 (minimal pair) 라고 한다. 그리고 최소 대립어 

를 가능하게 하는 분절음들을 음소 (phoneme) 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소는 자체적으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최소 단위 (minimal unit) 인 것이다. 이러한 분절음， 즉 음소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변이음 (v않iants) 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변이 

음을 이음 (allophone) 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성대의 울림이 없으며 동시에 

셜단이 치경 (alveolar ridge) 부분에 닿게 되면서 공기의 흐름이 변하게 되어 

만들어 지 는 소리 인 무성 치 경 파열음 (voiceless alveolar stop) 인 /ν는 ‘top’ 

에서처럼 단어의 맨 앞에 위치할 때는 기식음 (aspirated sound) 이 되고， 

‘cot’ 에서처럼 단어의 맨 뒤에 올 때는 성문음 (glottalized sound) 이 된다 ;2) 

[th]op와 co[e J. 기식음은 우리들이 춧불을 끌 때 공기를 갑자기 내뱉는 것과 
같은 공기흐름을 동반하는 소리를 지칭하며， 성문음은 J 우리들이 무거운 물 

건을 들어올렬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었다가 풀 때 이용되는 공기흐름이 수 

반되는 소리를 나타낸다. 또한， /t/음은 환경에 따라 기식음이나 성문음이 

아닌 탄설음(f1ap) [r] (또는 [D]로 표기)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wri[ r]er 

(writer) . 이러한 변이음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환경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탄셜음은 강세를 가지는 

모음과 강세를 가지지 않는 모음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기식음은 단어의 맨 

앞에서만 구현되고， 성문음은 단어 말 (wòrd-final) 에서만 발음된다 3) 이렇게 

변이음들은 각각 다른 환경에서 분포되기 때문에，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 

(complementary distribution) 를 보인다고 말한다. 이 러 한 변 이 음들은 공통 

적인 음소의 구현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즉， 변별 

적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영 어 의 음소에 는 /p, b, t , d, k, g, f, v, a, ð, s, z, J, 3, tJ, d3 , m, n, 1, r , 

y, w, i , 1, e, E;, æ , u, U, 0 , :>, a/ 등이 있는데， /p, b, t, d, k, g, f, v, e, ð, s, z, J, 3, tJ, 

d3, m, n , 1, r/ 등은 자음 (consonant) 이 고 ‘ /i, 1, e,'E;, æ, u, u, 0 , :>, a/ 등은 모음 

(vowel) 이 며 , /y， w/는 반모음 (semi-vowel) 이 다. 

지금까지 음성학의 기본개념을 이용해서 영어의 분절음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절음이 영어발음교육의 중요한 영역에 속하 

기 때문에 영어발음교육을 위해서는 영어음성학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2) 일반적으로， 음성학이나 음운론 관련 책이나 논문에서는 음소를 ‘/ /’ 로 표시하고 
음소에 대한 변이음을 나타낼 때는 ‘[ 1’로 표시한다. 

3) 파열음의 변이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4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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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다음 절에서는 영어발음교육의 또 다른 주요 영역인 강세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강세의 이해를 위해서는 영어음운론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강세는 리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여기 

서는 강세와 리듬을 구별없이 쓰고자 한다. 

rv. 영 어 강세 와 영 어 음운론 (English PhonJlogy)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겪게되는 영어 발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먼저， 왜 한국인 학습자에게 영어 발음의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의문 

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대답은 영어에 

는 강세가 중요한 자질인데 반해서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될 것 

이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발음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와 습득은 단순히 암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 

다. 우선， 영 어 의 기 본 음절구조 (syllable structure) 가 어 떠 한 것 이 며 , 음절 

구조와 강세가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강세와 음절구조가 영어의 다양한 음 

운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한다. 즉， 이론적인 셜명이 없이 

는 영어 발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분석된 영 

어 강세와 이와 관련되는 음운현상들에 대한 규칙이나 제약을 이해하면， 한 

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의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그 단어가 갖는 강세의 

위치와 리듬 그리고 음운적 행태를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어민 

(native speaker) 에 가까운 영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강세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강세는 영어에서 변별적인 자질 (feature) 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강세의 차이에 의해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illow와 

below는 발음에 있어서 분절음에는 차이가 전혀 없지만 강세의 위치에 있어 

서는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강세의 차이에 의해서 각각 다른 단어로 발화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전자는 첫째 음절 (syllable) 에 강세가 있고， 후자는 둘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강세가 영어에서 변별적이라는 것은 강세의 위치에 따 

라 문법 범주 (grammatical category) 가 달라진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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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첫 음절에 강세가 오는 áb.stract, pér.vert, cón.vict 동은 명사 

(noun) 인 반면， 둘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ab.stráct, per.vért, con.víct 동은 

동사 (verb) 이다. 음절이란 분절음들의 묶음으로서， 두음 (onset) , 핵음 

(nucleus) , 각음 (coda) 으로 구성되는데， top에서 jtj는 두음이고 jaj는 핵음 

그리고 jpj는 각음이다. 단어는 하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 

어 ‘mem.bei’ 는 두 음절， A.me.ri.ca는 네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음절들은 강세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음운론적 단위이다. 음절은 무 

게 (weight) 에 따라， 경 음절 (light syllable) 과 중음철 (heaVy syllable) 로 나뉘 

어 진다. 경음절은 단모음 (short vowel) 을 핵음으로 가지면서 각음을 가지지 

않는 음절을 말하고(예: the, a) , 중음절은 sea와 cat에서와 같이 중모음을 

핵음으로 가지거나， 아니면 단모음을 핵음으로 가지면서 동시에 각음을 가 

지는 음절을 지칭한다. 음절 무게를 나타낼 때 모라(mor히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데， 경음절은 하나의 모라를 가지고， 중음절은 두 개의 모라를 갖는다 

고말한다. 

영어 강세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영어의 강세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생각해 보자. 이 물음에 대해서 Chomsky & Halle 

(1968) 이후의 영어 강세에 대해서 연구해온 대부분의 학자틀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래 (1) 에 보이는 단어들을 예로 들어 생 

각해 보자.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명사에 국한하도록 한다. 

(1) -, agenda; veranda; Toronto; utensil; 밍n려gam 

L volcano; horizon; aroma; salami; tomato 

드 • America; monopoly; politics; cinema 

위 (1) 에 있는 단어의 강세위치는 아래 (2) 에 표시해 놓은 것과 같다. 

(2) -, a.양n.da; ve.rán.da; To.rón.to; u.tén.sil; a.mál.g.밍11 

L vol.cá:.no; ho.rí:.zon; a.ró:.ma; sa.lá:.mi; to.má:.to 

c. A.rn강.ri.ca; mo.nó.po.ly; pó.li.tics; CÍ.ne.ma 

이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사의 강세에 대한 몇 가지 규칙성 (regularity) 을 

찾을 수 있다. 첫 째 , 어 말 (word-final) 에 서 두 번째 음절 (penultimate 

syllable; penult) 이 중음절이면 그곳에 강세가 온다. 이 규칙성은 위 (2끼 

L)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어말로부터 두 번째 음절이 경음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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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강세는 끝에서 세 번째 음절 (aIltepenultimate syllable; antepenult) 에 온 

다. (3c) 과 같은 예들이 이러한 규칙성을 잘 보여준다. 셋째， 단어의 마지 

막 음절 (ultimate syllable) 에는 강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다. 보통 음절표 

시는 시그마(여로 하며， 음절에 대한 순서매김은 어말로 부터 시작되는 것 

으로 나타내며 어말은 ‘#’ 로 표시한다. 그리고 해당 음절이 강세를 부여 규 
칙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각괄호로 표시한다. 따라서 세 번째 규칙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4 (Jà (J2 <이> #. 
영어강세에 대해 좀 더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우선， 음운론 이론에 

서 강세는 음절을 음보(뼈로 묶어서 나타내 보이는 과정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강세에 대한 이해는 결국 하나의 단어가 어떠한 음보로 구성되는가 

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음보는 여기서 괄호로 나타낸다. 영어에서는 두 

개의 모라가 하나의 음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무표적 

(unmarked) 인 음보이다. 따라서， 중음절은 그 자체가 두 모라를 가지기 때 

문에 하나의 음보가 될 수 있고， 경음절은 하나의 모라를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음절이 되어야 하나의 읍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밝혔듯 

이， 영어의 명사는 끝 음철은 음보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음보가 

형성되었을 때， 영어는 (강 약)의 구조를 가지는 trochee를 기본 음보로 삼 

는다. 참고로 Shakespeare시기의 영어에서는 (약 강)의 구조인 빼b이 기 

본적인 음보였다. 

이러한 음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영어의 강세 위치를 쉽 

게 포착할 수 있는데， 아래 (3) 에 구체적인 예가 있다. 마지막 음절은 음보 

형성에서 제외되며， 두 개의 모라가 하나의 음보를 형성하고， 하나의 음보에 

서 왼쪽에 있는 구성원이 강하게 된다. 

(3) -, A(mé.ri)ca, 

0"4 (d3
L 

0"2
L

) <0"1> # 
I I I 
A me ri ca 

cv cv 
L a(gén)da, vol(cá)no 

0"3 (dZ
H

) <0"1># 

I I I 
a gen da 

cvc 

0"3 .(d2
H

) <0"1> # 
I I I 
vol. ca: no 

c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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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영어 음운론의 이론을 이용해서 영어 강세의 위치와 패턴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발음교육의 주요한 영역중의 하나인 강세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영어 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f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강세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강세가 분 

절음의 발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 때， 모음약화 

(vowel reduction) , 기 식 음화 (aspiration) , 탄설 음화 (flapping) 둥과 같은 음 

운현상이 모두 강세와 관계가 있다. 

우선， 모음약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강세가 있는 음절의 핵음 역할 

을 하는 모음은 원래의 ( underlying) 음가 (v，떠ue; quality) 를 유지하는 반면， 

강세가 없는 음절의 모음은 약화된 (reduced) 모음인 schwa로 변한다 4) 이 

렇게 모음은 강세 유무에 따라 교체현상(며ternation) 을 보이는데， 예를 들 

면， atom에서 첫 음절의 모음은 강세가 있어서 원래의 음가인 [æl가 발음되 

지만， 둘째 음절은 강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음절의 핵음이 schwa [;)1 

로 발음된다. 하지만， 환경이 달라져서 강세의 위치가 달라질 때， 예컨대， 

형용사형 접미사 -ic가 첨가된 ‘atomic’ 이 되었을 때， 강세는 둘째 음절에 

오는데， 이 경우에는 첫째 음절의 핵음은 schwa [허로 나타난다. 하지만， 둘 

째 음절의 핵음은 원래의 음가인 [al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아래 (4) 에 보 
이는 바와 같다 5) 

(4) -, atom 

L atomic 

[æ' [‘ ;)m] 

[;)thámic] 

이렇게 강세의 변화에 따라 모음의 음가가 약화되어 나타나는 모음약화 

현상은 아래 (5) 의 예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어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밑줄 친 모음이 강세를 가지는 음절의 핵음인 경우는 원래 

의 음가가 발음되고 강세를 가지지 않는 음절의 핵음인 경우는 원래의 음가 

를 상실해서 schw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Chomsky & H떠le(1968) 이 후에 표면형 (surfa∞ form) 과 기저 형 (underlying forIil.) 이 
라는 두개의 표기 (represenation) 를 상정하는 것은 음운론 이 론에서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5) (4) 에서 보이는 자음의 교체현상인 기식음화와 탄셜음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 
루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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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trochee인 음보에서 약한 위치에 

오는 음절의 모음은 약화시켜라’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을 

영어 원어민들은 언어능력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소한 단어 

에 직면하더라도 이 규칙을 통해서 강세가 없는 모음은 약화된다는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한편，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언 

어능력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를 만났을 때 강 

세가 없는 모음이 약화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음을 생성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 

발음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이러한 음운규칙을 가르쳐 

야만 영어모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영 

어발음 교육과정에서도 영어음운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측된 발음 - 이 경우에는 비강세음절에서의 약화된 모음 - 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분절음 생성 (production) 에 관한 것으로 

서 영어음성학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측과 

생성 즉， 음운론과 음성학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식음화 현상이 어떠한 측면에서 강세현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p, t， k/와 같은 무성 파열음 (voiceless 

plosives) 은 sU;ru!Órt, mortálity, cápon 동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강세가 

있는 음절의 두음의 위치에 오면 기식음 [ph, th, kh]가 된다. 강세를 나타내는 

음운론적 단위 인 음보의 역 할의 중요성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mortality 

의 경우를 보면， 이 단어의 음보구조는 mor(tá.lì)ty이다. 따라서 무성음 /t/ 

가 소속되어 있는 음절 ta-가 음보의 강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무성음은 기식음 [th]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어발음교육과 영어음성학/음운론의 의해 51 

mortality와 관계되는 mortal의 경우를 보면， 이 단어의 음보구조는 

(mór)tal이다. 즉， 중음절인 첫째 음절이 혼자서 음보를 형성하고 있고， 둘 

째 음절은 음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무성음 jtj는 기 

식음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강세가 없는 관계로 약화되어서 혀의 끝부분을 

치경부에 살짝 쳤다가(flapping) 떨어뜨리면 나오게 되는 소리인 탄셜음 [r] 

로 발음된다. 따라서 기식음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성 파열 

음이 강세를 가지는 음절의 두음의 위치에 올 때 기식음으로 발음하라’ 라는 

음운규칙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음운규칙의 습득은 영어 원어민과 마 

찬가지로 기식음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기식음을 적재적소에서 자연 

스렵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예측능력과 생성능력 1 향상은 

원어민이 생성해내는 기식음에 대한 지각(perception) 도 용이하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탄셜음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기식음화 

와는 다르게 탄셜음화는 강세를 가지지 않는 음절에서 일어난다. 앞에서 언 

급된 atom[æ' r t}m]에서처럽， 강세가 오지 않는 음절의 두음인 무성 파열음 

은 탄셜음이 된다. 이러한 탄셜음화의 예는 bu'tler, ci'ty, Wri'ter 둥에서도 발 

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음보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음보의 약한 위치에 오는 

음절의 두음은 약화시켜라’ 하는 규칙을 셜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러 

한 규칙의 습득을 통해서 탄설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이 예측된 

음에 대한 발음은 이 음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게 되면 원어민과 마찬가지 

로 탄셜음을 적절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강세에 대한 이해는 영어 분절음의 정 

확한 발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어에서 강세와 

분절음의 발음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밀접한 관련성은 음운규 

칙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예측은 영어의 분절음을 더 정 

확하게 발음하고， 더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음 절에서는 영어발음교육의 세 번째 영역인 문장에서의 억양과 영어음 

운론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V 영어 억양과 영어음운론 

억양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 문장 강세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어 강세는 하나의 단어에 국한된 것이었다. 하지 

만， 하나의 문장을 발음할 때에도 강세는 있다. 한 문장을 형성하는 모든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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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을 통일하게 강하게 발음하거나 약하게 발음하지는 않는다. 한 문장을 

발음할 때， 어떤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하고 어떤 단어들은 상대 

적으로 약하게 발음한다. 예를 들어， Jane is so bea따ifì벼이 라는 문장을 발음 

할 때， 보통의 경 우 Jane과 so, beautifì띠을 강하게 발음하고 is는 약하게 발 

음한다. 이때， 문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강세를 문장 강셰 

(sentence stress) 라고 부른다. 

영어에서 문장 강세를 가지는 단어는‘보통 내용어 (content words) 이다. 내 

용어 로는 명 사 (Jane; teacher, hour, rose, apartment) , 동사 (deliver, plant, 

eat, like, imagine) , 형 용사 (full, red, beautiful) , 부사 (so, daily, here) , 지 시사 

(this, that, these, those) , 의문사(who， when, why) 퉁이 포함된다. 반면에， 

문장 강세를 가지지 못하는 단어는 기능어 (functionwords) 들인데， 관사 (a， 

an, the) 나 전치사 (on， in, to) , 인칭대명사 (1， he, she, you) , 소유격 형용사 

(my, his, your) , 관계 대 명 사 (who, which, that) , 접 속사 (and, as, but, if) , 조동 

사 (be, have, do, can, maYi will, shall, could, might, would, sho띠d) 둥이 다. 이 와 

같이 단어의 구별에 따라서 문장 강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Prator & Robinett (1985: 29) 가 언급한 바대로， 영 어 는 강세단위 (stress

timed)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 강세를 받는 음절 사이에는 그 사이의 음절 

수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동일한 시간적 간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아래 (6) 

에 있는 문장을 발음해 보자. 이 예들은 Prator & Robinett (1985: 30) 에서 인 

용한 것이다. 

(6) I ’l'he J::>óy is ínterested in énlarging his vocáb띠와y. 

L Gréatpró망'eSS is máde dáily. 

이 두 문장은 문장 강세가 있는 음절 사이에 있는 음절의 수에 상관없이 같 

은 간격으로 문장 강세가 발음된다. 따라서 같은 시간 내에 두 문장이 발음 

된다. 문장 강세 부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7) 의 문장 

들은 어디에 문장 강세가 오는가? 

(7) 끼 • 암너s red rose is to be planted here. 

L He eats three fullmeals each day. 

c 1 shall deliver it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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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문장들의 문장 강세의 위치는 아래 (8)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지시사와 형용사， 명사， 동사， 그리고 부사들은 내용어이기 때문에 문장 강 

세를 가지지만， be동사나 전치사 인칭대명사 등은 문장 강세를 가지지 못한 

다. 이러한 문장 강세의 부여 원칙에 의해서 영어의 문장 강세가 결정된다. 

(8) .., Thís 뼈d róse is to be plánted hére 

L Heéatstlu영e fúll méals éach dáy. 

t:. 1 shall delíver it to you. 

문장 강세 부여 원칙에 대한 이해는 영어 문장의 발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의 문장이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만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어에서의 중요한 개념중 

의 하나인 강세충돌 회피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 

해서는 전체적인 리듬감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문장 

을 다시 인용해 보자: 

(9) .., Thís réd róse is to be pl려lted hére 

L He éats thrée fúll méals éachdáy. 

위에서 살펴본 문장 강세 부여 원칙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문장 강세를 가지 

는 음절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강세충돌 (stress clash) 이 일어난다: 

(10) .., 안úsrédróse ... 

L ... éats thrée fì띠1 méals éach dáy. 

이러한 강세충돌은 실제 영어 발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학자 

들 예 컨 대 , Liberman & Prince (1977) , Kiparsky (1979) , Halle & Vergnaud 

(1987) 둥은 이러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 (rule) 이나 제약 

(constraint) 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위 (1이에서 나타나는 강세충돌을 회피 

하면서 리듬감 있는 발음을 하면 아래 (11) 에 보이는 바와 같다. 

(11) .., 안ús red róse is to be pl삶lted hére. 

L He eats thrée full méals each d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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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감 있는 발음은 강세충돌을 회피하는 경우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강세가 없는 음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나타난다. 아 

래 (12) 와 같은 예를 생각해 보자. (12 ，)에서는 동사인 deliver 다음에 오 

는 단어들은 모두 기능어이기 때문에 문장 강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문장 강세는 deliver에서부터 보면， [강약약약]이 된다. 이것을 

(12L) 처럼 하면， [강약강약l이 되어 리듬을 보여주게 된다. 

(12) , I sh머1 delíver it to you 

L Ish며1 delíver it tó you. 

강세가 연이어 나타나는 강세충돌을 막아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위 

(12) 에서와 같이 강세 없는 음절이 계속되는 것 (lapse) 을 막아 주는 방법으 

로서도 리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 강세와 리듬 그리고 이 둘의 상관 

성은 영어 음운론의 이해를 통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문장 강세와 억양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억양의 변화는 문장 

강세가 있는 음절에서 일어난다. 억양이란 음의 선율 (melody) ， 가락 (tune) , 

또는 음색 (note) 을 의미하는데， 억 양이 없는 영 어 발음은 그저 단조로운 음의 

연속에 불과하게 된다. 아래 (13) 의 예를 통해서 억양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문들을 아무런 억양 없이 발음하면， 완전히 영어의 발 

음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어 뜻이 쉽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13) , Good morning. 

L Whatisymπ n밍ne? 

또 억양을 사용하여 발음할 경우에도 문장 강세와 상관없이 할 경우에 부 

자연스러운 영어발음이 된다. (13 ，)에서 문장 강세는 원칙상으로는 good이 ~ 

라는 단어와 morning이라는 단어의 첫 음절에 올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 

으로는 리듬규칙에 의해서 morning의 첫 음절에만 문장 강세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억양은 반드시 강세를 가지는 음절에서만 구현된다. 강세가 없는 음 

절에 억양이 나타나면 매우 이상한 영어발음이 된다. 예를 들어， morning의 

둘째 음절에서 선율변화가 있으면， 이 발음은 영어 원어민들에게는 매우 이 

상하게 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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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뻗빨삶L 

문장 강세에 억양이J 오더라도 어떠한 때턴의 억양이냐에 따라 그 전달하 

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분절음으로 구성된 구문이 상숭조 

(rising) 의 억양을 문장 강세에 가지는 경우 (15 .， )와 상숭-하강조 (rising

f외ling) 의 억양을 문장강세가 가지는 경우(15L)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 

다. 보통의 경우는 (15니과 같은 억양을 갖는다. 

(15) ., 면펀}닮꾀a

L 뻔꽤밸-
문장 강세를 여러 개 가지는 문장에서는 그 문장 강세들 중에 가장 마지 

막에 오는 곳에 억양이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 (16) 의 경우에 문장 강세는 

saw와 blackbird에 오는데 이 중에서 억양은 blackbi여에 나타난다. 

(16) He s랬펌 

영어의 억양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위 (15 ., )에서 보 
이 는 바와 같은 상승조와 (15니 과 같은 상승-하강조 (rising-falling) 이 다. 이 

러한 억양 패턴을 표기의 편의상 숫자로 나타내기도 한다. 상승조는 2-3 그 

리고 상승-하강조는 2-3-1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기준선은 2로 표시된다. 

(17) 영어의 억양패턴 

., 상승조 (2-3) 

L 상승-하강조 (2-3-1) 

상승조인 억 양은 일반적 으로 가부 (yes/no) 를 묻는 의 문문 (interrogative 

sentence) 에 서 나타나고 상승-하강조는 일 반적 으로 평 서 문 (declarative 

sentence) 이 나 명 령 문 (imperative sentence) 그리 고 의 문사를 가지 는 의 문문 

에 나타난다. 

(18) 억양패턴과 문장종류 

., 상숭조: 단순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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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승-하강조 (2-3-1) : 평서문， 명령문， 의문사 의문문 

이 러 한 문법 적 억 양패 턴 이 외 에도 감정 적 인 억 양 (emotional intonation) 패 

턴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 화자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법 (gr없mürr) 의 범위에 넣기는 어렵다. 또한 복잡한 문장에서는 

상승조와 상숭-하강조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억 

양패턴은 상숭조와 상승-하강조라는 점에는 영어 음성학자나 음운론학자들 

간에 이의가 없다. 

분절음과 강세와 마찬가지로， 억양도 영어 화자의 언어능력의 일부이다. 

따라서， 억양패턴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서 문장의 발음을 예측하고， 그 예측 

된 것을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억양에 대한 언어능력으로 화자의 발 

음을 쉽게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에도 억 

양에 관한 규칙을 습득함으로써 영어발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억양도 

영어움운론의 주요한 연구분야Y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억양에 관한 이해가 

영어음운론의 이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V 맺음말 

r 지금까지， 영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영어발음교육。1 

라는 전제하에)영어발음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 

을 맞추어 영어음성학과 영어음운론에 대한 이해가 영어발음교육에 어떠한 

관련성이 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I절에서는 왜 영어발음교육을 중요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하였고， 제II절에서는 영어발음교육의 영역에는 분절음 

과 강세/리듬， 그리고 억양동 세 영역이 있고， 이러한 영역들을 배양함으로 

써 영어 발음의 패턴에 대한 예측과 생성， 그리고 지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제III절에서는 영어분절음의 생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영어음성학의 이해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영어의 분절음 

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되는 음성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절에 

서는 음성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영어음성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더듬어 보았다. 제IV절에서는 영어에서 강세가 변별적 자질의 역할을 하고 

또한 규칙성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절에서 영어강세와 분절 

음의 음운현상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그 상관성을 포착하는 

규칙들이 있으며 이 규칙들을 습득하는 것이 바로 영어발음을 예측하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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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V절에서는 억양에 대한 이해가 영어발음 

을 제대로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과1 억양에 있어서도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억양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인 문장강세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영어발음교육에서 이론적인 측면을 단지 현학적인 것으로만 치부 

해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발음교육 향상에 큰 효파를 가져오기 어렵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론과 실제의 자연스런 융합이 영어발음교육 

의 현장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발음교육에서의 이론적 

인 측면은 바로 영어 음성학과 음운론의 여러 이론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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