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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íne through experíment íf Korean 
students can learn sounds like /r/, /f/, /b/ and /v/ precísely, sounds 
which Korean does not contaín, and to díscover methods whereby this 
learning may be accomplished. To this end, we prepared two kinds of tèst 
materials with 30 questíons each, consistíng of paírs with /1, r/, /f, p/, and 
/b, v / in word-initial positions. In the tests, 40 third-year students from 
Janghang Technical High School served as subject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tests consisted of two steps. First, we examined each group’s pronunciation 
ability of the above consonants in word-initíal positions. Next, after 
teachíng the experimental group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onants 
above with special programs, we examined their degree of improv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nunciation ability of the experímental 
group improved more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although most of the subjects of the control group had díffículty ín 
pronouncing the sounds that Korean does not contain, they improved their 
pronunciatíon ability to some degree by learning the place and manner of 
articulation, and through reetití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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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화자가 한국어를 말할 때， 그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 

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이 영어를 말할 때， 그가 영어를 사용 

하는 원어민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이것은 외국어를 습득 

할 때 모국어의 음운 체계가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강석근 • 이희천 2001 
a, b; Flege, 1987; Ingram & Park, 1997; park, 1995 참조). 이 것은 자음 발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즉 영어에 있는 자음이 한국어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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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자음이 영어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1)， 이럴 때에 대부분이 모국어와 유사 

한 음으로 대신 발음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자음 중에서 한국어에 동일한 음이 없거나 한국 학생 

들이 자주 혼동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어두자음 쌍， 즉 /1, 

r/, /f, p/, /b, v/ 대립쌍을 선정하여， 모국어 간섭으로 언하여 발화에 어느 정 
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먼저 실험해 보고， 그것을 기초로 올바른 발화 교육 

을 실시해 본 후， 모국어 간섭 현상이 어느 정도 변화해 가는지를 고찰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 2장에서는 실험 연구할 내용에 대하여 연구의 대상 및 기 

간 그리고 평가 자료 및 방법 동을 설계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의 실행으로서 첫 

째， 발음에 관한 특별 지도 전에 위 대립쌍에 대한 발화의 정확도를 통제반과 실 

험반에게 실험하여 현 발화 상태를 점검해 본다. 둘째， 현 상태를 기초로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자음 대립쌍의 발화 방법을 실험반에게 체계적 

으로 이해시킨다. 셋째， 위의 대립쌍에 대해서 모국어 간섭 현상이 어느 정도 변화 

해 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발화 정확도를 통제반과 실험반에게 또 다시 실험해 

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실험 내용의 결과를 통제반과 실험반 간에 비 

교 · 분석하여 피험자들의 모국어 간섭 현상이 1차 평가에 비해 2차 평가에서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과의 분석에서 나 

타난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절계 

위와 같은 몇 가지 어두자음 대립쌍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자 중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험 연구에 필 

요한 설계를 하였다. 

2.1. 연구의 대상 

• 장항공업고등학교(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330번지 소재) 

.3학년 남학생 

• 인원 : 총 40명지 
- 통제반 : 전자과 3-2반 20명 

1) 예를 들면 Ib, d, g, f, e, s, v, ð , z, Z,], r/ 둥과 같은 발음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만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p’(IIU), t’(α)， k’(η)， s’(씨)， c’(강)， 암(ò< )/ 풍의 발음은 한국어에는 폰재하지만 영 
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두 개반 공히 전년도 2학기 학교성적 상위권 4-5명과 하위권 4-5명은 제외시키고 20-청씩만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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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반 : 전자과 3-1반 20명 

· 영어 실력 : 본교 3학년에서 상급 수준3) 

· 영어 학습 기간 : 약 5년(중학교 1학년~현재까지〕 

2.2. 실험 일시 

. 1차 평가 : 2001. 4. 2(월) 

• 발음 특별 지도 : 2001. 4. 4(수)-5. 14(월) 

.2차 평 가 : 2001. 5. 16(수) 

2.3. 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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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반과 실험반을 대상으로 발화 평가를 실시할 자료는 비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워하여 1차 평가와 2차 평가 자료를 비슷한 수준의 단어로 배분하였다.4) 

그리고 각 평가의 자료들은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복된 

단어들을 피하였다. 발화 평가 자료의 수는 1차 자료 30개， 2차 자료 30개 등 총 

60개를 선정하였다. 각 자료들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동안 학습해온 교 

과서 단어들 중에서 가급적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자료는 〈표 1, 

2, 3, 5, 6, 7> 참조). 

2.4.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피험자 40병{통제반 20t청， 실험반 20명)에게 앞에서 준비한 평가 

자료를 배부해 주고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특별 지도 전 • 후로 1차와 2차에 걸쳐 

개별적으로 고성능 녹음기(RCD-750S)에 준비된 낱개의 단어들을 녹음한 후， 녹음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통계 처리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발화 녹 

음은 조용한 상담실로 피험자들을 1명씩 순차적으로 불러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녹읍하도록 하였다. 녹음은 각 자료를 1회씩 녹음하여 활용 

하였으며， 속도는 평가할 시간을 고려하여 각 단어 사이에 약 2초 동안의 휴지를 

두도록 하였다. 평가는 녹음된 테이프를 영어 모국어 화자5)에게 의뢰하여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게 하였다.이 

3) 본교는 실업계 고퉁학교로 그 특성상 서천군에서 중， 하의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의 교내 정기고사에 따르면 본 실험에 참여한 40명의 전자과 학생들은 본교 학생들 중에서는 영어 
실력이 상급에 해당함. 

4) 엣센스 영한사전(민중서림)에서 난이도에 따라 표시되는 ‘+, **, *’에 큰거하여 단어를 배분하였다. 

S) 이름 : Joel Carneron Head, 출신지 미국， 성별 : 남， 나이 : 3S세， 직업 : 학원강사 

6) 그 방법은 원어민에게 피험자가 읽었던 자료를 미리 주고， 순서대로 녹음된 테이프를 듣게 한 후 어 
두자음의 발화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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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살행 

앞에서 설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3.1.에서는 먼저 통제반과 실험반의 특별 지도 

이전의 발음 상태를 평가해 보고， 3.2.에서는 선정된 자음 대립쌍들의 조음점과 조 

음방법 등을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 분석을 통해 실험반에게 이해시키고， 실제 연 

습(가급적 개인별로 지도하려고 노력함〕을 통해서 특별히 지도를 한 후， 3.3에서는 

지도 후의 발화 상태를 통제반과 실험반에게 다시 평가하여 모국어 간섭 현상의 

변화 여부를 비교 · 분석해 보았다. 

3.1. 1차 평가 

l 차 평가는 피험자들이 특별 지도를 받기 이전의 상태를 확인하는 평가로， 중 

학교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어 발음 공부를 해온 결과 

의 평가에 해당한다. 피험자들에게 / 1, r/ , /f, p/ , / b, V/ 등의 어두자음이 있는 
〈표 1, 2, 3>을 나누어주고 다음과 같이 발화 평가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 수: 40명 

-통제 반 : 전자과 3-2반 20명 

-실험반 : 전자과 3-1반 20'경 

· 녹음 도구 RCD-750S(삼성 전자) 

· 일시 2001. 4. 2(월) 상담실 

· 평가 문항 수 : 30문항 

· 녹음 방법 ·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별로 녹음하며 평가 시간을 고려하여 

각 단어간에 약 2초의 휴지를 두었다. 

· 평가 방법 - 원어민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정확성 여부를 판정하였다(이 때 

3번까지 반복 청취 허락). 

〈표 1> / \, r/ 1차 평가 자료 

‘--<T~- 단어 평가 -ι』-A←‘- 단어 평가 

1 light 6 late 

2 rate 7 lead 

3 long 8 right 

4 read 9 rich 

5 ray 10 lay 



한국 학생들의 영어 어두자음 발화학습에 관한 실험 연구 389 

〈표 2> / f, p/ 1차 평가 자료 

-“;r 단어 평가 -ιÕI“~ 단어 평가 

1 fast 6 fig 

2 fine 7 pen 

3 pride 8 past 

4 fan 9 plg 

5 pme 10 fist 

〈표 3> / b, v/ 1차 평가 자료 

t ,<r- 단어 평가 -ι--〈f-~- 단어 평가 

buy 6 base 

2 vase 7 boat 

3 vote 8 bow 

4 ban 9 van 

5 Vle 10 VOW 

3.2. 발음 지도 

실험반에 대한 약 40여일 간끼의 특별 지도로써， 우선 한국어와 영어의 자음을 

대조 분석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각 자음쌍들의 조음점과 조음방법을 지도히였디 

그리고 최소 대립쌍 단어들을 이용하여 발화 연습을 시킨 후， 피험자들의 발화 목 

소리를 직접 녹음기에 녹음하여 비교 · 수정하도록 하였다. 또 실험반 학생들에게 

원어민이 녹음한 최소 대립쌍 단어들의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고 확인하도록 하였 

다. 구체적으로 지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한국어와 영어의 자음 비교 지도 

한국어와 영어의 자음은 양 언어에 공통적인 자음들도 있고， 영어에만 존재하는 

자음들도 있으며 ， 또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자읍들도 있다 즉， / s, h, m, n, n, 1, 

7) 지도 기간은 4. 4(수) - 5.14(훨〕까지， 지도 시간은 주당 2시간의 영어 시간에서 수업 시작 전 20 -
2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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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y/ 동의 발음은 한국어와 영어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자음이지만， / b, d, g, 

f, e, J, v, ð , z, 3, 여.， r/ 등의 발음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만 한국어에는 존재 
하지 않으며， /p뻐 ), t ’(α ), k’(η ), s’(μ ), c’( 'l'\ ), Ch(~ )/ 퉁의 발음은 한국어 에 는 
존재하지만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Hammond 1999, Kim-Renaud 1974) 

〈표 4>는 한국어와 영어 자음의 조음방법과 조음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4>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 대조표8) 

앓풍 。C그 b~ ‘4:-: 드 C그으 순치음 치 음 치경음 
치 경 

구개음 
연구 λC그꺼 드 ‘」a드 C그g 

경구개음 개음 

한 영 한 영 한 영 한 영 한 영 한 영 한 영 한 영 

Ph 
t k k 폐 쇄 음 P, th 

d kh 
g p k’ 

마 찰음 e S s h h v a s’ Z 3 

파찰음 ~h 
C qk 6 

C 

비 도nL m m n n U U 

설측음 

반전음 r 

전 이 음 엔)~w) y y w w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에 없는 영어 자음을 들을 때에는 그 

와 유사한 모국어 발음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3.2.2 각 자음쌍 비교 지도 

3.2.2.1 자음쌍 / 1, r/의 지도 내용 

a. 양자 관계 지도 

자음 / 1, r/의 발음은 조음방법에서 보면 차이가 있지만， 조음점은 동일하다. 즉 

조음방법의 측면에서 /1/음은 설측음(lateral)이지만 /r/음은 반전음(retroflex)인 

반면에， 조음점의 측띤에서 보면 두 개의 음이 모두 치경음(alveolar)에 해당한다 

8) 익영의 한 싱사자는 한국어 /1 /음은 음절말에서는 셜측음이나， 옴절초에서는 설탄음이 되고， 특히 
한국어 어두에서는 /1/음은 발음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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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efoged 1993). 그러나 /1/음은 한국어(11/음이 어두에 나오는 경우는 제외)와 

영어 두 언어에 존재하는 발음이지만， /r/음은 영어에만 존재하고 한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 학생이 /1/음과 /r/음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b. /1/음 지도 
• 이 음은 영어의 유일한 설측음으로 보통 마찰 없이 조음된다. 

• 혀끝을 치경에 대고 혀의 좌우， 혹은 어느 한 쪽과 입천장 사이에 불완전 폐 

쇄를 형성한다. 

• 공기가 혀의 좌우로 빠져나가게 하되， 마찰음이 들릴 정도의 소음이 나지 않 

도록한다. 

· 입술의 모양은 인접한 모음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평순 모음이 전후하 

는 leap나 feel의 /1/음은 평순으로 조음되며， loop나 pool의 경우처럼 원순 

모음에 인접한 /1/음은 약간 원순으로 조음된다. 

c. /r/음 지도 
• 이 음은 유성 치경 반전음이다. 

• 혀끝을 경구개의 앞부분으로 구부려 올리되9) 경구개의 앞부분에는 조금도 

닿지 않게 하고 업 모양을 약간 둥글게 하여 발음한다. 

• 연구개를 올려 비강에 이르는 통로를 막고 혀끝과 설단을 경구개에 인접하는 

치경에 가까이 둔다. 

· 이 때 혀끝은 치경 바로 뒤쪽을 향하여 뒤로 말아 올려지며， 전설과 중설 부 

분은 갑자기 낮아져 혀의 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게 된다. 

· 혀의 좌우는 윗어금니에 대며， 공기는 혀의 중앙을 통해 자유롭게 빠져나가 

므로 마찰은 일어나지 않는다. 

3.2.2.2. 자음쌍 /f, p/의 지도 내용 

& 양자관계 지도 

자음 /f/음과 /p/음은 모두 무성음이기는 하지만， 조음점에서 보면 /p/음은 두 

입술만을 사용하는 양순음(bilabial)이며，/f/음은 치아와 업술을 사용하는 순치음 

(labio-dental)에 해당한다. 조음 방식은 /p/음은 폐쇄음(stop)이며，/f/음은 마찰 

음(fricative)에 해당한다. 영어에는 /f/음과 /p/음이 둘 다 존재하지만， 한국어에 

는 /p/음은 폰재하나 /f/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학생들이 

이 두 개의 음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9) 한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대로， 영어 원어민에 따라서는 Irl음을 혀끝을 구부려 올리지 않고， 혀 뒷 
부분을 위로 둥글게 올려서 발화하는 경우(bunched Ir/)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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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음 지도 
• 이 음은 무성 순치 마찰음이다. 

• 윗니로 아랫입술을 가볍게 불고 공기를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마찰을 일으키 

게 한다. 

· 입술이 원순 모음을 전후한 경우에는 원순이 되며， 평순 모음을 전후한 경우 

에는 평순이 된다. 

· 윗니와 아랫입술의 접촉이 너무 느슨해서 마찰이 약해지지 않도록 한다. 

c. /p/음 지도 
· 이 음은 무성 양성 폐쇄음이다. 

• 연구개를 올려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고， 동시에 두 입술로 허파에서 올 

라오는 공기를 막는다. 

• 허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공기는 구강의 공기 압력을 높이며 일정한 폐쇄 

기간이 지난 뒤 입숨을 열어 공기를 밖으로 파열시킨다. 

• 입술이 닫혀 있는 동안 허파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열려 있는 성문을 지나게 

되므로 성대의 진동은 없다. 

3.2.2.3. 자음쌍 /b, v/의 지도 내용 

a. 양자 관계 지도 
자음 /b/음과 /v/음은 둘 다 유성음으로 조음점의 관점에서 보면， /b/음은 

/p/음과 같이 두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양순음이며， /v/음은 /f/음과 같이 입술 

과 치아 사이에서 나오는 순치음이다. 조음방법에서 보면 /b/음은 폐쇄음이며， 

/v/음은 마찰음에 해당된다. 이 두 자음은 영어에 있지만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 둘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b. /b/음 지도 
· 이 음은 유성 양순 폐쇄음이다. 

· 조음접 및 조음방법은 /p/음과 같으나.， /p/음이 무성음임 에 반해 /b/음은 

유성음이다 . 

. /b/음이 어두나 어말에서는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무성음이 되며， 모음 
사이에 올 때만 비교적 완전한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c. /v/음 지도 
• 유성 순치 마찰음이다. 

· 조음접과 조음방법은 /f/음과 동일하다 . 

. /f/음이 무성음임에 반해， /v/음은 유성음이다. 

• 어두에 오거나 어말에 오면 부분적으로 무성음이 된다. 

• 윗니와 아랫입술 사이에서 충분한 마찰음이 나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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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각 자음쌍들의 연습 시행 

‘North American Spoken English’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여 3가지 어두 

자음쌍 11, rl I f, pl I b, vl 등이 발음될 때 나타나는 〈그림 1> <그림 2> <그립 
3>의 구강 구조와 혀의 웅직임을 보여주면서， (1) - (9)의 단어들을 이용하여 발화 

연습을 반복 지도하였다. 

〈그림 1> 11/음의 조음과 Irl음의 조음 (성대가 진동함) 

※ 11/음과 Irl음의 지도 자료 

(1) line, limít, lunch, life, land, liberty, letter, love 
(2) radio, race, reach, record, road, receive, riddle 
(3) low-row, lain-rain, lay-ray, lie-rye, liver-river, 

leap-reap, law-raw, lead-read, light-right, latter-ratter 

〈그림 2> IfI음의 조음과 Ipl음의 조음 〔성대가 진동하지 않음) 

※ /f1음과 /p/음의 지도 자료 

(4) feet , fifty, fantastic , fresh, fried , French, fish 
(5) park, picnic, plenty, party, pink pretty, plump 
(6) fine-pine, fig-pig, fast-past , faint-paint, feel-peel 

fried-pride, fan-pan , fashion-passion, fork-pork, fair-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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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음의 조음과 /v/음의 조음 (성대가 진동함) 

※ /b/음과 /v/음의 지도 자료 

(7) boy, begin, before, body, bring, buckle, burn 
(8) victory, valley, value, vice, video, view, virtue 
(9) base-vase, ban-van, bail-veil, bet-vet, bend-vend, 

by-vie, berry-very, boat-vote, bat-vat, bow-vow 

또， 위의 자료들을 피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여， 연구자와 함께 청 

취한 후 피험자의 발음을 분석하며 잘못된 부분은 연습을 통해 수정하도록 하였 

다 다른 자음쌍들에 비해 / 1, r/의 발음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었으며， 특히 / 1/ 조음보다는 / r/ 조음에서 더 많은 오류가 나왔다. 따라서 /r/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혀를 구부려 경구개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하도록 원 

어민의 발화 테이프를 들려주며 반복 지도하였다. 그 후 원어민이 발화한 최소 대 

립쌍 (3) (6) (9)의 단어들을 테이프를 통해 듣고 옳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반 

복 연습을 시켰다. 

3.3. 2차 평가 

3.2 에서 제시된 어두자읍 대립쌍의 음에 대하여 약 40여일 간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로 이론과 실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지도한 후， 2차 평가도 l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표 5， 6， 7>을 나누어주고 다음과 같이 발화 평가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 수 : 40명 

-통제반 ‘ 전자과 3-2반 20명 

-실험반 전자과 3-1반 201청 

· 녹음 도구 : RCD-750S(삼성 전자) 

· 일시 : 200l. 5. 16(수) 상담실 

· 평가 문항 수 : 3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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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방법 :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별로 녹음하며 평가 시간을 고려하여 

각 단어 사이에 약 2초의 휴지를 둠 

· 평가 방법 ; 원어민이 녹음된 테이프를 듣고 정확성 여부를 판정함{이 때 3번 

까지 반복 청취 가능) 

〈표 5> / 1, r/ 2차 평가 자료 

--』?〈-‘ 단어 평가 --}<? ‘- 단어 평가 

like 6 100m 

2 road 7 row 

3 lock 8 load 

4 letter 9 rock 

5 rink 10 roof 

〈표 6> / f, p/ 2차 평가 자료 

순 단어 평가 Z -<r‘ 단어 평가 

1 fish 6 faun 

2 pan 7 picture 

3 paSSlOn 8 face 

4 party 9 fun 

5 feel 10 pomt 

〈표 7> / b, v/ 2차 평가 자료 

: Arr 단어 평가 --}-?<-‘ 단어 평가 

vest 6 bank 

2 bend 7 boil 

3 bug 8 value 

4 vile 9 berry 

5 vet 10 v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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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4.l. 실험반 평가 결과1이 

실험반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 자료를 원어민을 통해서 정오 여부를 판단하게 

한 후， 통계 처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8> / 1, r/ 1차 발화 평가 결과 

-.:c“- 단어 정 오 판단불능 =frλf‘- 단어 정 오 판단불능 

1 light 15 5 0 6 late 19 1 0 

2 rate 3 16 1 7 lead 19 1 0 

3 long 18 1 8 right 3 16 

4 read 2 16 2 9 rich 4 15 

5 ray 2 18 0 10 lay 18 2 0 

〈표 9> / f, p/ 1차 발화 평가 결과 

-ιi!:“- 단어 정 오 판단불능 -“i!:'‘ 단어 X〈그{ 오 판단불능 

1 fast 9 10 6 fig 5 13 2 

2 fine 10 10 0 7 pen 17 3 0 

3 pride 18 8 past 16 4 0 

4 fan 10 10 0 9 plg 20 0 0 

5 pme 16 3 l 10 fist 8 11 

〈표 10> / b, V/ 1차 발화 평가 결과 

t-i<r ‘- 단어 XC그{ 오 판단불능 -ιi!:‘" 단어 정 오 판단불능 

buy 18 2 0 6 base 18 2 0 

2 vase 5 14 7 boat 20 0 0 

3 vote 3 15 2 8 bow 20 0 0 

4 ban 20 0 0 9 van 4 15 l 

5 vle 4 15 10 vow 3 15 2 

10) 발화 평가의 정오 판단은 3번까지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그래도 애매해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판단 불놓으로 처리하도록 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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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1, r/ 2차 발화 평가 결과 

-“ir 단어 {그{ 오 판단불능 ---,<-‘ 단어 zCif 오 판단불능 

l like 13 6 1 6 100m 18 2 0 

2 road 9 11 0 7 row 7 11 2 

3 lock 15 4 8 load 17 3 0 

4 letter 20 0 0 9 rock u 8 

5 rink 10 9 1 10 roof 8 11 

〈표 12> / f, p/ 2차 발화 평가 결과 

t ‘ 단어 Xc:{> 오 판단불능 : /r、 단어 정 오 판단불능 <r 

fish 14 5 1 6 faun 13 6 

2 pan 18 2 0 7 plcture 19 1 0 

3 paSSlOn 17 3 0 8 face 12 7 1 

4 party 20 0 0 9 fun 14 4 2 

5 feel 13 5 2 10 point 20 0 0 
」

〈표 13> / b, v/ 2차 발화 평가 결과 

긴 /<r‘ 단어 ZC그{ 오 판단불능 Z “r‘ 단어 정 오 판단불능 

l vest 8 11 1 6 bank 20 0 0 

2 bend 20 0 0 7 boil 18 2 0 

3 bug 19 0 8 value 9 9 2 

4 vi\e 16 4 0 9 berry 17 3 0 

5 vet 14 5 1 10 VOIce 9 10 1 

위 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11) 첫 째， 어두 자음 / 1, r/에 대해서 살펴보면， 

/1/은 1차 평 가에 서 89(15+18+19+19+18=89)점 이 었으나 2차 평 가에 서 는 83(13+15+ 
20+18+17=83)점으로 오히려 5점 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r/은 1차 평가에서 14(3+ 
2+2+3+4=14)점 에 불과하였으나 2차 평가에서 45(9+10+7+11+8=45)점으로 31점 이 

상숭하였다. 

ll) 위 실험 결과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것임 1차와 2차의 각 실험 자료들은 어두 자음 / 1, r/ , 
/ f, p/ , / b, v/ 각 5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험자가 20명이므로 모든 학생이 올바르게 발음한다면 
100짐(5개 x 20명 =100)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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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두 자음 / f, p/의 경우에는，/fI는 1차 평가에서 42(9+10+10+5+8=42)점 

이었으나 2차 평가에서는 66(14+13+13+12+14=66)점으로 24점 이 상숭하였다. 그러 

나 /p/는 1차 평가에서 87(18+ 16+ 17 + 16+20=87)점이었고 2차 평가에서는 94 
(18+17+20+19+20=94)점으로 7점만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두 자음 / b, v/에 대해서 살펴보면， /b/는 l차 평가에서 96(18+ 
20+18+20+20=96)점 이었으나 2차 평가에서는 94(20十19+20+18+17=94)점으로 오히 

려 2점 이 하락하였다. 반면에 /v/는 1차 평가에서 19(5+3+4+4 +3=19)점에 불과하 
였지만 2차 평가에서는 56{8+16+14+9+9=56)점으로 37점 이나 상승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한국어에 비슷힌 자음이 없는 음， 즉 / r, f, v/는 상 
당한 발음의 향상을 보인 반면， 한국어 자음과 같거나 비슷한 음 즉 / \, p, b/ 등 
은 상대적으로 발음의 정확도의 향상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한 익명 

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Flege(1987)가 말한 ‘모국어에 있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보다는 오히려 모국어에 없는 새로운 소리를 보다 완벽하게 배울 가능성이 크 

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3가지 어두자음 대립쌍 분석 

이 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한 1차 평가와 2차 평가 결과를 통제반과 실험반 간에 

비교 ‘ 분석해 보고자 한다 

4.2.1. 어두자음 대립쌍 / 1, r/ 평가 결과 분석 
여기서는 어두자음 대립썽 / 1, r/ 발화의 평가 결과를 2가지 관점에서 비교 · 분 

석해 보겠다. 

첫째， 어두자음 / \, r/ 발화의 정확도에 대하여 통제반과 실험반의 1차 평가 결 
과를 비교 ·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정확도에 대한 개인간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올바른 발화를 한 문항 수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이-래 〈그 

림 4>외 같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평가 결과는 개인별로 볼 때， 약 

12 

10 

정 8 
답 

문 6 ‘
항 
수 4 .. -

2 

o 
2 3 5 6 8 9 10 11 1 2 1 3 14 1 5 16 17 18 19 20 

피헝자 

→-통제반 →-실엄반 

〈그림 4> 어두자음 / \, r/ 발화의 개인별 정확도(1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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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우위를 나타낸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의 1차 평가 유의도를 더 정확히 검증해 보기 위 

하여， 올바른 발회를 한 문헝 수를 중심으로 T-Test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어두자음 / 1, r/ 발화 평기의 T-Test 결과(1차 평가) 

평가구분 

통제 반 

실험 반 

SO(표준편차) 

1.0501 

1.1367 

위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반의 M이 4.9500, 실험반의 M이 5.1500으 

로 MD가 - .2000으로 나타나， t=-.578로 df(자유도)=38에 서 P>.05이 기 때 문에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어두자음 / 1, r/ 발화의 정확도에 대하여， 특별 지도를 받지 않은 통제반 
과 특별 지도를 받은 실험반의 2차 평가 결과를 비교 ·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정확도에 대한 개인간의 변회를 알아보기 위하여 올바른 발화를 한 문항 수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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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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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항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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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8 9 10 11 12 13 14 1 5 16 17 18 1 9 20 

피험자 

~통제반 →- 실험반 

〈그림 5> 어두자음 / 1, r/ 발화의 개인별 정확도(2차 평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특별 지도를 받은 실험 

반이 그렇지 않은 통제반보다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의 2차 평가 유의도를 더 정확히 검증해 보기 위 

하여 올바른 발화를 한 문항수를 중심으로 T-Test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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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어두자음 / 1, r/ 발화 평가의 T-Test 결과(2차 평가) 

$ 

= m 

-뼈
 앞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반의 M이 5.1000, 실험반의 M이 6.4000으 

로 MD가 -1.3000으로 나타나， t=-3.31O으로 df=38에서 P<.Ül이기 때문에 두 집단은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2.2 어두자음 대립쌍 / f, p/ 평가 결과 분석 
여기서는 어두자음 대립쌍 / f, p/ 발화의 평가 결과를 2가지 관점에서 비교 · 분 

석해 보겠다. 

첫째， 어두자음 / f, p/ 발화의 정확도에 관하여 통제반과 실험반의 1차 평가 결 
과를 비교 ·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 정확도에 대한 개인간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하여 올바른 발화를 한 문항 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 

과같다. 

12 

10 

정 8 
답 

문 6 
항 
수 4 

2 

o 
2 3 4 5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피헝자 

~롱제반 →- 실험반 

〈그림 6> 어두자음 / f, p/ 발화의 개인별 정확도(1차 평가) 

위의 〈그림 6>에서 보여주듯이 l차 평기- 결과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우열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에 큰 차이가 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의 1차 평가 유의도를 더 정확히 검증해 보기 위 

하여， 올바른 발화를 한 문헝수를 중심으로 T-Test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한국 학생들의 영어 어두자응 발화학습에 관한 실험 연구 401 

〈표 16> 어두자음 / f, p/ 발화 평 가의 T-Test 결과(1차 평 가〕 

평가구분 
$ 

= m 
-M 

통제반 

실험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반의 M이 6.3000, 실험반의 M이 6.4500으로 

MD가 -.l500으로 나타나， t=-.4Ol로 df=38에서 P>.05이 기 때문에 두 집단은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어두자음 / f, p/ 발화의 정확도에 대하여， 특별 지도를 받은 실험반과 그 

렇지 않은 통제반의 2차 평가 결과를 비교 ·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정확도 

에 대한 개인간의 변화를 올바른 발회를 한 문항 수를 중심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변 다음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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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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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항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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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동제 반 →-실헝 반 

〈그림 7> 어두자음 / f, p/ 발화의 개인별 정확도(2차 평가〕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2차 평가 결과는 상당수가 특별 지도를 받은 실험반이 그렇 

지 않은 통제반보다 그 정확도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의 2차 평가 유의도를 더 정확히 검증해 보기 위 

하여 올바른 발화를 한 문항수를 중심으로 T-Test한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어두자음 / f, p/ 발화 평가의 T-Test 결과(2차 평가) 

SD 

1.3139 

1.45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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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17>에서 보여주듯이 통제반의 M이 6.4000, 실험반의 M이 8.0000으로 

MD가 -1.6000으로 나타나， t=-3.655로 df=38에서 P<.Ol이기 때문에 두 집단은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2.3. 어두자음 대립쌍 / b, v/ 평가 결과 분석 
이번에는 어두자음 대립쌍 / b, v/ 발화의 평가 결과를 2가지 관점에서 비교 · 

분석해 보고.7.} 한다. 

첫째， 어두자음 / b, v/ 발화의 정확도에 대하여 통제반과 실험반의 1차 평가 결 
과를 비교 · 분석해 보겠다. 우선 그 정확도에 대한 개인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올바른 발화를 한 문항 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래프를 나타내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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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r--롱제반 +실험반 

〈그림 8> 어두자음 / b, v/ 발회의 개인별 정확도(1차 평가〕 

위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평가 결과는 개인별로 볼 때， 어떤 학생은 

통제반에서， 또 어떤 학생은 실험반에서 월둥히 우위를 나타낸 경우가 있으나， 전 

체적으로 볼 때는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 것으 

로보인다. 

이번에는 통제반과 실험반 시이의 l차 평가 유의도를 더 정확히 검증해 보기 위 

하여， 올바른 발화를 한 문항수를 중심으로 T-Test한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어두자음 / b, v/ 발화 평가의 T-Test 결과(1차 평가) 

평가구분 
$ 

= 

냈
 
-M 

통 제반 

실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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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 보듯이 통제반의 M이 5.7000, 실험반의 M이 5.7500으로 MD가 

-.0500으로 니타나， t=-.l26으로 df=38애서 P>.05이기 때문에 두 집단은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어두지음 / b, v/ 발화의 정확도에 대하여， 특별 지도를 받지 않은 통제반 
과 특별 지도를 받은 실험반의 2차 평가 결과를 비교 ·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정확도에 대한 개인간의 변화를 올바른 발화를 한 문항 수를 중심으로 그래프 

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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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험 자 

→-용제빈} →-실험반 

〈그림 9> 어두자음 / b, v/ 발화의 개인별 정확도(2차 평가〕 

위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평가 결과는 상당수는 특별 지도를 받은 

실험반이 그렇지 않은 통제반보다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번에는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의 2차 평가 유의도를 더 정확히 검증해 보기 위 

하여 올바른 발회를 한 문항 수를 가지고 T-Test한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어두자음 / b, v/ 발화 평가의 T-Test 결과(2차 평가) 

평가구분 

통제반 

실험반 

SD 

1.0400 

1.5044 

위의 〈표 19>에서 보여주듯이 통제반의 M이 5.8500, 실험반의 M이 7.5000으로 

MD가 -1.6500으로 나타나， t=-4.035로 df=38에서 P<.Ol이 기 때문에 두 집단은 매 

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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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 비교 분석 

여기서는 그 동안 분석한 내용을 각 어두자음 대립쌍을 통합하여 1차 평가와 2 
차 평가로 나누어 비교 ·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3가지 어두자음 대립쌍의 1차 평가 결과를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에 비교 

해 본 자료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각 어두자음 대립쌍 발화 1차 평가 결과 비교표 

구 분 
/1, r/ /1, p/ /b, 미 

M P 

.900 

위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평가 결과에서 3가지 어두자음 대립쌍 전체 

의 통제반 평균은 5.650점 (( 4.9500+6.3000+5.7000) -:- 3=5.650)이었으나， 실험반 평균 

은 5.783점((5.1500+6.4500+5.7500) -:- 3=5.783)으로 통제반의 평균과 실험반의 평균 
차가 0.133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유의도 평가에서도 3가지 어두자음 대립 

쌍의 P값이 각각 .567( t=-.578), .691( t=-.4Ol), .900( t=-.l26)으로 정 도의 차이 는 있지 
만， 모두 P>.o5이기 때문에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3가지 어두자음 대립쌍의 발회 2차 평가 결과를 통제반과 실험반 사이에 

비교해 본 자료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각 어두자음 대립썽 발화 2차 평가 결과 비교표 

구 분 

i ” ” , 
/ 

끼， p/ Ib, 이 

M 

통 제 반 1 5.~αu 

실 험 반 1 6.4axJ 

P 

앞의 〈표 21>에서 보여주듯이 2차 평가 결과애서 3가지 어두자음 대립쌍 전체의 

통제반 평균은 5.783점 ((5.1000+6.4000+5.8500) -:- 3=5.783)이었으나， 실험반 평균은 

7.300점((6.4000+8.0000+7.5000) -:- 3=7.300)으로 통제반의 평균과 실험반의 평균 차 

가 1.517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유의도 평가에서도 3가지 어두자음 대립쌍의 

P값이 킥 각 .002( t=-3.31O), .00l( t=-3.655), .OOO( t=-4.035)으로 정 도의 차이 는 있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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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P<.Dl이기 때문에 두 집단은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5.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 자음을 발화할 때 한국어에 동일 

한 음이 없거나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영어 어두자음 대립쌍에 대 

하여， 실험반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를 하고， 통제반과 실험반을 특별 지도 전 · 후 

에 평가하여 비교 • 분석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연구를 통하 

여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5년 동안 영어를 학습해 온 피험자들의 발화 능력에 대한 1차 평가 결 

과는 통제반과 실험반 평균이 10점 만점에 5.717점(통제반: 5.650점， 실험반.: 5.783 
점)으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모국어 간섭 현상으로 인 

한 문제로 생각되며， 5년 동안의 영어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모국어 간섭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발음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통제반과 실험반의 비교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별 지도 이전의 1차 

평가에서는 각 어두자음 대립쌍 발화 평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P>.05 
로 양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별 지도 이후의 2차 평 

가에서는 각 어두자음 대립쌍 발화 평가에서 모두 P<.01로 통제반과 실험반인 양 

집단 사이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 언어의 

대조 분석을 통한 약 40여일 간의 발음 이해와 발화 교육이 실험반에게 어느 정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이처럼 40여일 간의 특별 발읍교육이 실험반에게 어느 정도의 향상을 가 

져왔지만， 2차 평가에서 통제반과 실험반 간의 MD의 정도를 보면， 각각 -1.3000, 

-1.6000, -1.6500으로 나타나， 지도 기간에 비하면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 

다. 그 이유는 선정된 영어 자음 중 대부분〔즉 r, f, b, v)이 한국어에 없는 음으로 

피험자들이 유사한 한국음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r/음을 /11음으로，/f1음을 /p/음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에 없는 두 개의 자읍 /b, v/에서는 발음하기 어려운 /v/ 
음을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b/음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40여일 간의 지도 기간 

은 충분하지 못하며， 최소한 2개월 이상 동안의 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꾸준한 

발음 학습 지도가 있어야 이러한 자음들의 영어식 발음이 피험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어 화자에 가깝게 체득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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