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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d the effects of Korean syllable structur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consonant clusters on the basis of the speech data collected from a total of 8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2 females and 6 males). A total of 24 English monosyllabic words that formed 
8 different quasi minimal triplets was employed and recorded. Each triplet consisted of 
mono-consonantal, bi-consonantal, and tri-consonantal words like pin, spin, spring or pin, pink, 
pinks. The three words at four triplets were differentiated by the number of consonants at the 
onset position and those at the other four triplets, at the coda position. Using a 5 point-scale 
scoring method, two native English speakers rated the speech data in terms of (i) intelligibility 
and (ii) the scoring of bi- and tri-consonantal words with three points being fixed on 
mono-syllabic words. The main finding was that the tri-consonantal words scored the lowest, 
bi-consonantal words were in the middle, and mono-consonantal words scored the highest. But, 
this general tendency held true only at the words dissimilar at the coda position. At the onset 
position, on the other hand, the mono-consonantal words scored the lowest. The in-depth 
analysis that followed the rating showed that a comparison of the words in terms of the 
syllabic intelligibility can be properly made only when each consonant comprising a syllable is 
intelligibly articulated on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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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든 언어에는 자음(consonant)과 모음(vowel)이 있고, 나아가 자음과 모음의 

결합체인 음절(syllable)이 존재한다. 영어와 한국어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으며 

따라서 음절이 존재한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의 음절의 내부구조는 차이가 있

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영어의 음절은 한국어의 음절과 달리 자음군

1) 이 연구는 2009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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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nant cluster)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영어의 자음은 음절초(syllable 

onset) 위치에서 최대 세 개까지(예, spring[sprɪŋ])의 자음이 허용되며, 음

절말(syllable coda) 위치에서는 최대 네 개까지(예, sixths[sɪksɵs])의 자음

이 허용된다(Roach, 2009). 이와 달리 한국어는 음절초와 음절말에 최대 하

나의 자음만이 나타날 수 있다.2) 이와 같은 영어와 한국어의 음절 내부 구조

의 차이는 영어를 습득하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장애가 된다. 한국어에 존재

하는 음절구조는 영어에 모두 존재하는 반면, 영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자음

군을 허용하는 음절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어 자음군은 한

국인 학습자에게 습득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총 8명의 한국중학생의 발화데이터를 중심으로 영어 자음군으로 

인한 발화의 문제점을 관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음절초나 음절말의 위치에 나타나는 자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한국중학생이 

발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을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자음보다는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의 발

화가 더 어렵고,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 보다는 세 개의 자음으

로 이루어진 자음군의 발화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의 가정을 실제 데이

터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Ⅱ. 연구의 배경

 전술하였듯이 영어의 음절은 최소 하나의 모음으로 구성된 음절부터, 최대 

세 개의 음절초 자음을 갖는 음절, 또한 최대 네 개의 음절말 자음을 갖는 

음절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다음 (1)은 영어 음절의 내부 구성을 모음

만 나타나는 경우 (1a), 음절초에 자음이 오는 경우 (1b~1d), 음절말에 자음

이 오는 경우 (1e~1h)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영어는 음절초와 

음절말에 동시에 자음이 나타날 수 있으나 아래 (1)의 예시에서는 제외한다.

(1) 영어의 음절 구성 (V는 모음을, C는 자음을 뜻한다)    

   a. V : I [aɪ]
 b. CV         : rye [raɪ]
   c. CCV    : sway [sweɪ]
   d. CCCV     : spray [spreɪ]
 e. VC : eight [eɪt]

2) 한국어의 경우 이중모음을 음운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음절두음에 허용되는 자음의 

숫자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ㅕ’를 이중모음으로 간주하면 ‘격’이라는 단어의 음절을 ‘자음-모음-자

음’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으나, ‘ㅕ’ 모음을 /jə/라는 ‘자음-모음’ 구조로 간주하면 이 단어는 ‘자음-

자음-모음-자음’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어 음절초에 

나타나는 자음의 수를 최대 하나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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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VCC : eighth [eɪtɵ]
 g. VCCC  : eighths [eɪtɵs]

 h. -VCCCC  : sixths [sɪksɵs] 

(1)에 제시된 영어의 음절구조와 달리 한국어에 허용된 음절구조는 다음 (2)

와 같다.

(2) 한국어의 음절 구성3)

 a. V : 아 [a]

 b. CV       : 가 [ka]

 c. VC : 악 [ak]

 d. CVC : 각 [kak]

 (1)과 (2)에 제시된 영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상의 차이는 한국어에 수입된 

영어외래어의 표기와 발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ski [ski]’라는 

단음절의 영어단어는 ‘스키’라는 두 음절의 외래어가 된다. 이와 같이 영어의 

자음군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의 ‘ㅡ’와 같은 모음을 삽입하여 다음절화시킴

으로서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 맞게 표기되고 발음된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어와 다른 영어 음절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음절

초와 음절말에 자음군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한편 자음군을 허용하는 음절이 

그렇지 않은 음절보다 보다 유표적(marked)임은 이미 음운론과 언어형태론

(language typology)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Jakobson, 1963; 

Clements, 1990 참고). 이와 같은 점은 현 음운론의 지배적 이론인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에서 다음 (3)과 같은 범어적인 유표제약(marked 

constraint)을 제시한 점에서도 분명해진다(Prince & Smolensky, 2004, p. 

108). 

(3) *COMPLEX

  No more than one C or V may associate to any syllable 

position node (하나 이상의 자음 혹은 모음은 음절절점에 연결

되어서는 안 된다).

 Eckman(1977)은 음운론의 유표성이론(Markedness Theory)을 기반으로 

제2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유표성구별가정(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

을 제안하였다. 이는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보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3) 몇몇 소수의 한국어 단어(예, ‘값’)는 음운론적 표지 혹은 심층구조에서 음절말에 두 개의 자음을 

허용한다. 단, 이러한 단어가 보유한 두 개의 자음은 오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따를 경우에

만 실현 되므로(예. ‘값+이’[kap.si]), 한국어는 표면구조에서의 자음군의 실현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98                         안 현 기

현상은 무표적(unmarked)인 것으로 유표적인 것에 비해 습득에 용이하다는 

가정이다 (Gass, 2008, pp. 179-182 참고). 음절의 습득과 관련하여서도 주

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다 (Broslow et al., 1998; Carlise, 1998; 

Young-Scholten & Archibald, 2000 참고). 특히 Tarone(1980)과 

Broselow(1987)는 보다 유표적인 음절구조를 지닌 제2언어의 음절습득 패

턴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바는 보다 유표적인 제2언어 음절구조를 습득할 경우에 발화상의 실

수가 수반되며 보다 무표적인 모국어 음절구조에 맞게 변형시켜 발화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비해 보

다 유표적인 특정한 영어의 음절구조를 습득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음절초와 음절말에 자음군이 나오

는 영어단어의 습득이 보다 어렵고, 자음군 중에서도 보다 많은 자음으로 구

성된 자음군의 습득이 그보다 적은 자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의 습득보다 어려

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에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S중학교 1학년생 8명이 참여하였다. S

중학교는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협력학교이며 피험자 8명은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로부터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 

중 자원자이다. 피험자 8명의 영어과목성적은 상부터 최하까지의 수준에 골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여학생이 2명이고 남학생이 6명이다. 모든 피실험자는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한 적이 없으며 발화와 인지와 관련한 병력이 없었다. 

실험은 S중학교의 교무부장선생님 및 피험자 8명의 수락 하에 진행 되었다. 

피험자 8명은 저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방송 및 음성교육실습실로 안내되

어 방음설비를 갖춘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였다. Shure KSM32 마이크와 

Yamaha 01V96 디지털믹싱콘솔(Digital Mixing Console) 및 TASCOM 

CC-222MKII 시디녹음기(CD Recorder)를 사용하여 22KHz의 표본추출속도

(sampling rate) 및 16비트 샘플크기로 녹음하였고 해당 발화데이터는 wav

파일로 저장되었다. 녹음이 끝난 후 각 피실험자는 실험 참여 대가로 소정의 

사례를 받았다.  

 피실험자 8명의 음성 데이터는 2명의 외국인원어민에 의해 발음용인정도의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두 명은 각각 영국인과 미국인이며 대학교에서 원어

민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이는 채점당시 각각 40세 및 31세이며, 한국에서

의 체류 경력은 각각 11년과 5년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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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VCC : eighth [eɪtɵ]
 g. VCCC  : eighths [eɪtɵs]

 h. -VCCCC  : sixths [sɪksɵs] 

(1)에 제시된 영어의 음절구조와 달리 한국어에 허용된 음절구조는 다음 (2)

와 같다.

(2) 한국어의 음절 구성3)

 a. V : 아 [a]

 b. CV       : 가 [ka]

 c. VC : 악 [ak]

 d. CVC : 각 [kak]

 (1)과 (2)에 제시된 영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상의 차이는 한국어에 수입된 

영어외래어의 표기와 발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ski [ski]’라는 

단음절의 영어단어는 ‘스키’라는 두 음절의 외래어가 된다. 이와 같이 영어의 

자음군은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의 ‘ㅡ’와 같은 모음을 삽입하여 다음절화시킴

으로서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 맞게 표기되고 발음된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어와 다른 영어 음절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음절

초와 음절말에 자음군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한편 자음군을 허용하는 음절이 

그렇지 않은 음절보다 보다 유표적(marked)임은 이미 음운론과 언어형태론

(language typology)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Jakobson, 1963; 

Clements, 1990 참고). 이와 같은 점은 현 음운론의 지배적 이론인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에서 다음 (3)과 같은 범어적인 유표제약(marked 

constraint)을 제시한 점에서도 분명해진다(Prince & Smolensky, 2004, p. 

108). 

(3) *COMPLEX

  No more than one C or V may associate to any syllable 

position node (하나 이상의 자음 혹은 모음은 음절절점에 연결

되어서는 안 된다).

 Eckman(1977)은 음운론의 유표성이론(Markedness Theory)을 기반으로 

제2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유표성구별가정(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

을 제안하였다. 이는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보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3) 몇몇 소수의 한국어 단어(예, ‘값’)는 음운론적 표지 혹은 심층구조에서 음절말에 두 개의 자음을 

허용한다. 단, 이러한 단어가 보유한 두 개의 자음은 오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따를 경우에

만 실현 되므로(예. ‘값+이’[kap.si]), 한국어는 표면구조에서의 자음군의 실현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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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무표적(unmarked)인 것으로 유표적인 것에 비해 습득에 용이하다는 

가정이다 (Gass, 2008, pp. 179-182 참고). 음절의 습득과 관련하여서도 주

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다 (Broslow et al., 1998; Carlise, 1998; 

Young-Scholten & Archibald, 2000 참고). 특히 Tarone(1980)과 

Broselow(1987)는 보다 유표적인 음절구조를 지닌 제2언어의 음절습득 패

턴을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바는 보다 유표적인 제2언어 음절구조를 습득할 경우에 발화상의 실

수가 수반되며 보다 무표적인 모국어 음절구조에 맞게 변형시켜 발화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비해 보

다 유표적인 특정한 영어의 음절구조를 습득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음절초와 음절말에 자음군이 나오

는 영어단어의 습득이 보다 어렵고, 자음군 중에서도 보다 많은 자음으로 구

성된 자음군의 습득이 그보다 적은 자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의 습득보다 어려

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실험 참여자 

 본 연구에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S중학교 1학년생 8명이 참여하였다. S

중학교는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협력학교이며 피험자 8명은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로부터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 

중 자원자이다. 피험자 8명의 영어과목성적은 상부터 최하까지의 수준에 골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여학생이 2명이고 남학생이 6명이다. 모든 피실험자는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한 적이 없으며 발화와 인지와 관련한 병력이 없었다. 

실험은 S중학교의 교무부장선생님 및 피험자 8명의 수락 하에 진행 되었다. 

피험자 8명은 저자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방송 및 음성교육실습실로 안내되

어 방음설비를 갖춘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였다. Shure KSM32 마이크와 

Yamaha 01V96 디지털믹싱콘솔(Digital Mixing Console) 및 TASCOM 

CC-222MKII 시디녹음기(CD Recorder)를 사용하여 22KHz의 표본추출속도

(sampling rate) 및 16비트 샘플크기로 녹음하였고 해당 발화데이터는 wav

파일로 저장되었다. 녹음이 끝난 후 각 피실험자는 실험 참여 대가로 소정의 

사례를 받았다.  

 피실험자 8명의 음성 데이터는 2명의 외국인원어민에 의해 발음용인정도의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두 명은 각각 영국인과 미국인이며 대학교에서 원어

민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이는 채점당시 각각 40세 및 31세이며, 한국에서

의 체류 경력은 각각 11년과 5년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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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의 차이는 몇몇 모음과 억양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

는 자음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자음의 판정에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실험과 관련하여 채점을 완료한 후에

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2. 실험 내용 및 절차

 다음 (4)는 본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발화한 단어의 목록이다.

(4)  a. sin spin spring

   b. read treat street

 c. rain train strange 

 d. rice try strike

 e. pin pink pinks

 f. leaf lift lifts

 g. fall fault faults

 h. case taste tastes

 (4a-d)는 음절초에 오는 자음이 하나인 경우(예, sin, read, rain, rice), 두 

개인 경우(예, spin, treat, train, try), 세 개인 경우(예, spring, street, 

strange, strike)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집합이며, (4e-h)는 음절말에 오는 자

음이 하나인 경우(예, pin, leaf, fall, case), 두 개인 경우(예, pink, lift, 

fault, taste), 세 개인 경우(예, pinks, lifts, faults, tastes)에 해당한다. 

(4a-h)의 각 열에 위치하는 세 개의 단어는 모음의 음가가 같거나 큰 차이가 

없고, 모두 단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초점이 되는 부분(음절초 혹은 음

절말)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같거나 비슷한 음으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4a)에 제시한 ‘sin, spin, spring’의 세 단어는 모두 /ɪ/ 모음을 취하고, 단음

절이며, /n/이나 혹은 /ŋ/라는 비음으로 끝난다. 중학교 1학년의 영어단어수

준에 맞추어 단어를 선정하였으므로 피실험자들이 비교적 어려움 없이 발화

할 수 있었다. 몇몇 피실험자들이 모른다고 한 단어의 발음은 해당 단어를 

구성하는 모음과 자음을 개별적으로 발음해 주어, 피험자 스스로 발음을 구

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습을 거친 후 각 단어를 세 번씩 발음하게 하였고 

그 중 가장 분명하고 양호한 발음을 측정을 위한 최종 데이터로 선정하여 활

용하였다.

 원어민에게는 각 피실험자들의 발화파일을 듣고 오직 음절초와 음절말에 나

오는 자음에만 집중하여 다음 (5)와 (6)의 두 종류의 측정지에 표시하게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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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음 

채점 점수
>

두 개의 자음

채점 점수
>

세 개의 자음

채점 점수

(5) Severely Accented ----------------------Native-like

       ①          ②          ③          ④          ⑤

(6) Bad---------------------------------------Good

       ①          ②          ③          ④          ⑤

 (5)는 들은 자음(군)의 발음용인정도(intelligibility)에 대한 질문이다. 듣고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우면 ⑤점에 답하고 전혀 다르면 ①점에 답하되 나머지 

②, ③, ④는 발음용인정도에 비례해 채점하게 하였다. (6)은 단자음 단어의 

발화를 ③점에 고정시킬 경우 두 개의 자음이 있는 단어와 세 개의 자음이 

있는 단어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sin, spin, spring’ 단

어군에 있어 단자음 단어인 ‘sin’의 발음을 ③점에 고정할 경우 나머지 ‘spin’

과 ‘spring’ 단어의 발화에 대해 몇 점을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점수를 부

여하는 것이다. 두 명의 원어민의 채점에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이 

사실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특정 단어의 발화에 대해 두 명의 채점이 3점 

차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본 실험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 가정 및 연구 문제

 위의 II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

습자는 하나의 자음을 발음할 경우보다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경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경우보다 세 개의 자음을 발음할 경

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약상의 위계

를 음운론의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Prince & Smolensky, 2004 

참조)의 표기체계를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7) 자음군 제약위계

   *CCC >> *CC >> *C

 (7)의 제약위계를 도입하면 우리는 위의 (6)의 채점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본 연구의 연구가정이 된다. 

(8)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한다. 첫째, 실제 

실험 결과는 (8)의 연구 가정을 지지하는가? 두 번째,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

음 실험 결과도 동일하게 (8)의 가정을 지지하는가? 세 번째, 위의 (5)의 채

점 결과에 의해 발화용인정도가 높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두 종류의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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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의 차이는 몇몇 모음과 억양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

는 자음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자음의 판정에

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실험과 관련하여 채점을 완료한 후에

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2. 실험 내용 및 절차

 다음 (4)는 본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발화한 단어의 목록이다.

(4)  a. sin spin spring

   b. read treat street

 c. rain train strange 

 d. rice try strike

 e. pin pink pinks

 f. leaf lift lifts

 g. fall fault faults

 h. case taste tastes

 (4a-d)는 음절초에 오는 자음이 하나인 경우(예, sin, read, rain, rice), 두 

개인 경우(예, spin, treat, train, try), 세 개인 경우(예, spring, street, 

strange, strike)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집합이며, (4e-h)는 음절말에 오는 자

음이 하나인 경우(예, pin, leaf, fall, case), 두 개인 경우(예, pink, lift, 

fault, taste), 세 개인 경우(예, pinks, lifts, faults, tastes)에 해당한다. 

(4a-h)의 각 열에 위치하는 세 개의 단어는 모음의 음가가 같거나 큰 차이가 

없고, 모두 단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초점이 되는 부분(음절초 혹은 음

절말)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같거나 비슷한 음으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4a)에 제시한 ‘sin, spin, spring’의 세 단어는 모두 /ɪ/ 모음을 취하고, 단음

절이며, /n/이나 혹은 /ŋ/라는 비음으로 끝난다. 중학교 1학년의 영어단어수

준에 맞추어 단어를 선정하였으므로 피실험자들이 비교적 어려움 없이 발화

할 수 있었다. 몇몇 피실험자들이 모른다고 한 단어의 발음은 해당 단어를 

구성하는 모음과 자음을 개별적으로 발음해 주어, 피험자 스스로 발음을 구

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습을 거친 후 각 단어를 세 번씩 발음하게 하였고 

그 중 가장 분명하고 양호한 발음을 측정을 위한 최종 데이터로 선정하여 활

용하였다.

 원어민에게는 각 피실험자들의 발화파일을 듣고 오직 음절초와 음절말에 나

오는 자음에만 집중하여 다음 (5)와 (6)의 두 종류의 측정지에 표시하게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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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음 

채점 점수
>

두 개의 자음

채점 점수
>

세 개의 자음

채점 점수

(5) Severely Accented ----------------------Native-like

       ①          ②          ③          ④          ⑤

(6) Bad---------------------------------------Good

       ①          ②          ③          ④          ⑤

 (5)는 들은 자음(군)의 발음용인정도(intelligibility)에 대한 질문이다. 듣고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우면 ⑤점에 답하고 전혀 다르면 ①점에 답하되 나머지 

②, ③, ④는 발음용인정도에 비례해 채점하게 하였다. (6)은 단자음 단어의 

발화를 ③점에 고정시킬 경우 두 개의 자음이 있는 단어와 세 개의 자음이 

있는 단어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sin, spin, spring’ 단

어군에 있어 단자음 단어인 ‘sin’의 발음을 ③점에 고정할 경우 나머지 ‘spin’

과 ‘spring’ 단어의 발화에 대해 몇 점을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 점수를 부

여하는 것이다. 두 명의 원어민의 채점에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이 

사실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특정 단어의 발화에 대해 두 명의 채점이 3점 

차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본 실험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 가정 및 연구 문제

 위의 II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

습자는 하나의 자음을 발음할 경우보다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경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경우보다 세 개의 자음을 발음할 경

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약상의 위계

를 음운론의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Prince & Smolensky, 2004 

참조)의 표기체계를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7) 자음군 제약위계

   *CCC >> *CC >> *C

 (7)의 제약위계를 도입하면 우리는 위의 (6)의 채점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본 연구의 연구가정이 된다. 

(8)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한다. 첫째, 실제 

실험 결과는 (8)의 연구 가정을 지지하는가? 두 번째,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

음 실험 결과도 동일하게 (8)의 가정을 지지하는가? 세 번째, 위의 (5)의 채

점 결과에 의해 발화용인정도가 높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두 종류의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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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총점 측정회수 (미측정회수) 평균

1. sin 49 14 (2) 3.50 

2. spin 60 14 (2) 4.29 

3. spring 39 12 (4) 3.25 

4. read 35 16 2.19 

5. treat 40 16 2.50 

6. street 40 16 2.50 

7. rain 25 14 (2) 1.79 

8. train 47 16 2.94 

9. strange 30 12 (4) 2.50 

10. rice 38 16 2.38 

11. try 51 16 3.19 

12. strike 50 16 3.13 

13. pin 73 16 4.56 

14. pink 74 16 4.63 

15. pinks 54 16 3.38 

16. leaf 46 12 (4) 3.83 

17. lift 16 10 (6) 1.60 

18. lifts 17 14 (2) 1.21 

19. fall 30 10 (6) 3.00 

20. fault 30 10 (6) 3.00 

21. faults 25 14 (2) 2.08 

22. case 69 16 4.31 

23. taste 47 14 (2) 3.36 

24. tastes 33 16 2.06 

로 나누어 채점을 할 경우에도 변함없이 (8)의 가정이 지지되는가? 

Ⅳ. 실험 결과

1. 발음용인정도 검사 결과

 다음의 표 1은 (5)의 5점 점수 척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측정한 발음용인

정도 점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1 

단어별 발음용인정도

 위의 표 1에서 주의할 점은 앞에서 밝힌 대로 특정 단어의 측정치에서 두 

측정자의 점수 차가 3점 이상이 나면 미측정회수에 포함시켜 점수합산 및 평

균계산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제외된 측정회수는 세 번째 칸인 ‘측정회수 

(미측정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칸의 수치를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 피험자가 8명이고 측정자가 2명이므로 총측정회수는 16번이다. 만약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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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초 음절말

C- CC- CCC- -C -CC -CCC

2.45 3.19 2.84 4.04 3.34 2.22

상그룹 하그룹

A B C D 평균 E F G H 평균

3.87 3.73 3.58 3.15 3.58 2.98 2.92 2.03 1.98 2.47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점수 2개를 모두 삭제하게 되며 이

는 미측정회수 2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sin’ 단어를 보면 측정회수는 14이

고 미측정회수는 2인데 이것은 3점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1회 발생하여 

해당 점수 2개를 모두 제외하고 7명에 해당하는 14개의 점수만 총점 및 평

균점수 계산에 반영하였다는 뜻이다. 위의 표에 의하면 피험자들이 평균적으

로 가장 발음을 잘한 단어는 ‘pin’이고(점수, 4.56), 반면에 가장 발음용인정

도가 낮은 단어는 ‘lifts’(점수, 1.21)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1을 다시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음수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계산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음수별 평균점수

 흥미로운 점은 음절말 위치에서는 자음의 수가 많아질수록 발음용인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음절초 위치에서는 오히려 자음이 하나인 경우 발음

용인정도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참여 학생 8명을 참여자 개인별로 발음용인정도의 평균을 계산하여 상·하 

그룹으로 나누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험자 개인별 평균점수 및 상·하 그룹의 평균점수

 위의 표 3에서 상그룹에 해당하는 4명의 평균점수는 3.58이고 하그룹에 해

당하는 4명의 평균점수는 2.47이다. 전술하였듯이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룹으

로 나눈 이유는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발음이 

좋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동일하게 위의 (8)의 연구 가정을 충족시키

는 지의 여부를 알고자 함이다.

2. 자음수에 따른 상대평가 검사 결과

 외국인 채점자는 음절초와 음절말에 오는 단자음 단어를 3점이라고 가정하

고 나머지 두 개 및 세 개의 자음이 나타나는 단어를 상대적으로 채점을 하

였다. 다음 표 4는 이와 같은 채점의 결과이다. 역시 두 사람의 채점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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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총점 측정회수 (미측정회수) 평균

1. sin 49 14 (2) 3.50 

2. spin 60 14 (2) 4.29 

3. spring 39 12 (4) 3.25 

4. read 35 16 2.19 

5. treat 40 16 2.50 

6. street 40 16 2.50 

7. rain 25 14 (2) 1.79 

8. train 47 16 2.94 

9. strange 30 12 (4) 2.50 

10. rice 38 16 2.38 

11. try 51 16 3.19 

12. strike 50 16 3.13 

13. pin 73 16 4.56 

14. pink 74 16 4.63 

15. pinks 54 16 3.38 

16. leaf 46 12 (4) 3.83 

17. lift 16 10 (6) 1.60 

18. lifts 17 14 (2) 1.21 

19. fall 30 10 (6) 3.00 

20. fault 30 10 (6) 3.00 

21. faults 25 14 (2) 2.08 

22. case 69 16 4.31 

23. taste 47 14 (2) 3.36 

24. tastes 33 16 2.06 

로 나누어 채점을 할 경우에도 변함없이 (8)의 가정이 지지되는가? 

Ⅳ. 실험 결과

1. 발음용인정도 검사 결과

 다음의 표 1은 (5)의 5점 점수 척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측정한 발음용인

정도 점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1 

단어별 발음용인정도

 위의 표 1에서 주의할 점은 앞에서 밝힌 대로 특정 단어의 측정치에서 두 

측정자의 점수 차가 3점 이상이 나면 미측정회수에 포함시켜 점수합산 및 평

균계산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 제외된 측정회수는 세 번째 칸인 ‘측정회수 

(미측정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칸의 수치를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 피험자가 8명이고 측정자가 2명이므로 총측정회수는 16번이다. 만약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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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초 음절말

C- CC- CCC- -C -CC -CCC

2.45 3.19 2.84 4.04 3.34 2.22

상그룹 하그룹

A B C D 평균 E F G H 평균

3.87 3.73 3.58 3.15 3.58 2.98 2.92 2.03 1.98 2.47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점수 2개를 모두 삭제하게 되며 이

는 미측정회수 2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sin’ 단어를 보면 측정회수는 14이

고 미측정회수는 2인데 이것은 3점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1회 발생하여 

해당 점수 2개를 모두 제외하고 7명에 해당하는 14개의 점수만 총점 및 평

균점수 계산에 반영하였다는 뜻이다. 위의 표에 의하면 피험자들이 평균적으

로 가장 발음을 잘한 단어는 ‘pin’이고(점수, 4.56), 반면에 가장 발음용인정

도가 낮은 단어는 ‘lifts’(점수, 1.21)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1을 다시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음수를 기준으로 평균치를 계산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음수별 평균점수

 흥미로운 점은 음절말 위치에서는 자음의 수가 많아질수록 발음용인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음절초 위치에서는 오히려 자음이 하나인 경우 발음

용인정도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참여 학생 8명을 참여자 개인별로 발음용인정도의 평균을 계산하여 상·하 

그룹으로 나누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험자 개인별 평균점수 및 상·하 그룹의 평균점수

 위의 표 3에서 상그룹에 해당하는 4명의 평균점수는 3.58이고 하그룹에 해

당하는 4명의 평균점수는 2.47이다. 전술하였듯이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룹으

로 나눈 이유는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발음이 

좋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동일하게 위의 (8)의 연구 가정을 충족시키

는 지의 여부를 알고자 함이다.

2. 자음수에 따른 상대평가 검사 결과

 외국인 채점자는 음절초와 음절말에 오는 단자음 단어를 3점이라고 가정하

고 나머지 두 개 및 세 개의 자음이 나타나는 단어를 상대적으로 채점을 하

였다. 다음 표 4는 이와 같은 채점의 결과이다. 역시 두 사람의 채점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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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총점 측정회수 (미측정회수) 평균

1. sin 48 16 3.00 

2. spin 50 16 3.13 

3. spring 45 16 2.81 

4. read 48 16 3.00 

5. treat 51 16 3.19 

6. street 48 16 3.00 

7. rain 48 16 3.00 

8. train 52 16 3.25 

9. strange 41 12(4) 3.42 

10. rice 48 16 3.00 

11. try 52 16 3.25 

12. strike 52 16 3.25 

13. pin 48 16 3.00 

14. pink 48 16 3.00 

15. pinks 36 16 2.25 

16. leaf 48 16 3.00 

17. lift 35 16 2.19 

18. lifts 20 16 1.25 

19. fall 48 16 3.00 

20. fault 46 16 2.88 

21. faults 36 16 2.25 

22. case 48 16 3.00 

23. taste 42 16 2.63 

24. tastes 27 16 1.69 

전체

C- CC- CCC-

3.00 2.94 2.48

3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총점 및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표 4

자음수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

 위의 표 4에서 보듯 단자음 단어는 3점으로 고정되어 있고 구별하기 위해 

고딕체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채점자 간에 3점 이상 차이를 보인 단어는 

‘strange’이며 8명의 피험자 중 2명에게서 발생하였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음절위치와 관계없이 자음수별 평균점수를 계산하면 다음 표 5와 같고, 음절

초와 음절말로 구분하여 자음수별 평균점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5 

자음수별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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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초 음절말

C- CC- CCC- -C -CC -CCC

3.00 3.20 3.10 3.00 2.67 1.86

상그룹 하그룹

C- CC- CCC- -C -CC -CCC
3.00 2.97 2.73 3.00 2.91 2.19

음절초 음절말

C- CC- CCC- -C -CC -CCC
3.00 3.31 3.27 3.00 2.62 2.22

표 6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음수별 평균점수

 위의 표 5에 따르면 본 논문의 첫 연구문제인 자음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발

화하기 어렵다는 가정은 사실로 판명된다. 자음의 수가 하나인 경우를 3점으

로 전제할 때 둘이면 2.94점, 셋이면 2.48점으로 점수가 점진적으로 낮아지

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음절초와 음절말로 나누어 자음수

의 증가에 의한 발화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음절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음절말 위치에서는 표 5에서와 동일한 패

턴을 보인다. 즉, 자음이 하나인 경우를 3점으로 전제할 때, 자음이 두개이면 

2.67점, 자음이 세 개이면 1.86점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음절초에서는 자음

이 두 개일 때 3.20점으로 자음이 하나인 경우의 3점보다 오히려 높은 점수

가 나타나고, 자음이 세 개이면 자음이 두개인 경우보다 낮은 3.10점을 보인

다. 이러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음절초에서 가장 발화하기 어려운 음은 자음

이 하나인 경우이며 자음이 세 개인 경우와 자음이 두 개인 경우의 순으로 

발화가 쉬워진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발음용인정도의 평균에 근거하여 표 3과 같이 상․하 그

룹으로 나눌 경우 발화의 어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본 것이다. 표 7은 

그룹별 자음수에 따른 평균점수이고, 표 8은 상그룹의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

음수별 평균점수이며, 표 9는 하그룹에 해당하는 평균점수이다.

표 7 

상․하 그룹별 자음수에 따른 평균치 

표 8 

상 그룹의 음절내 위치에 따른 자음수별 평균점수 



               모국어 음절구조로 인한 영어 자음군 습득 제약 ... 103

단어 총점 측정회수 (미측정회수) 평균

1. sin 48 16 3.00 

2. spin 50 16 3.13 

3. spring 45 16 2.81 

4. read 48 16 3.00 

5. treat 51 16 3.19 

6. street 48 16 3.00 

7. rain 48 16 3.00 

8. train 52 16 3.25 

9. strange 41 12(4) 3.42 

10. rice 48 16 3.00 

11. try 52 16 3.25 

12. strike 52 16 3.25 

13. pin 48 16 3.00 

14. pink 48 16 3.00 

15. pinks 36 16 2.25 

16. leaf 48 16 3.00 

17. lift 35 16 2.19 

18. lifts 20 16 1.25 

19. fall 48 16 3.00 

20. fault 46 16 2.88 

21. faults 36 16 2.25 

22. case 48 16 3.00 

23. taste 42 16 2.63 

24. tastes 27 16 1.69 

전체

C- CC- CCC-

3.00 2.94 2.48

3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총점 및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표 4

자음수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

 위의 표 4에서 보듯 단자음 단어는 3점으로 고정되어 있고 구별하기 위해 

고딕체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채점자 간에 3점 이상 차이를 보인 단어는 

‘strange’이며 8명의 피험자 중 2명에게서 발생하였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음절위치와 관계없이 자음수별 평균점수를 계산하면 다음 표 5와 같고, 음절

초와 음절말로 구분하여 자음수별 평균점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5 

자음수별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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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초 음절말

C- CC- CCC- -C -CC -CCC

3.00 3.20 3.10 3.00 2.67 1.86

상그룹 하그룹

C- CC- CCC- -C -CC -CCC
3.00 2.97 2.73 3.00 2.91 2.19

음절초 음절말

C- CC- CCC- -C -CC -CCC
3.00 3.31 3.27 3.00 2.62 2.22

표 6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음수별 평균점수

 위의 표 5에 따르면 본 논문의 첫 연구문제인 자음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발

화하기 어렵다는 가정은 사실로 판명된다. 자음의 수가 하나인 경우를 3점으

로 전제할 때 둘이면 2.94점, 셋이면 2.48점으로 점수가 점진적으로 낮아지

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음절초와 음절말로 나누어 자음수

의 증가에 의한 발화의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음절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음절말 위치에서는 표 5에서와 동일한 패

턴을 보인다. 즉, 자음이 하나인 경우를 3점으로 전제할 때, 자음이 두개이면 

2.67점, 자음이 세 개이면 1.86점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음절초에서는 자음

이 두 개일 때 3.20점으로 자음이 하나인 경우의 3점보다 오히려 높은 점수

가 나타나고, 자음이 세 개이면 자음이 두개인 경우보다 낮은 3.10점을 보인

다. 이러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음절초에서 가장 발화하기 어려운 음은 자음

이 하나인 경우이며 자음이 세 개인 경우와 자음이 두 개인 경우의 순으로 

발화가 쉬워진다. 

 마지막 연구문제는 발음용인정도의 평균에 근거하여 표 3과 같이 상․하 그

룹으로 나눌 경우 발화의 어려움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본 것이다. 표 7은 

그룹별 자음수에 따른 평균점수이고, 표 8은 상그룹의 음절초와 음절말의 자

음수별 평균점수이며, 표 9는 하그룹에 해당하는 평균점수이다.

표 7 

상․하 그룹별 자음수에 따른 평균치 

표 8 

상 그룹의 음절내 위치에 따른 자음수별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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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초 음절말

C- CC- CCC- -C -CC -CCC
3.00 3.09 2.93 3.00 2.72 1.50

표 9 

하 그룹의 음절내 위치에 따른 자음수별 평균점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그룹과 하그룹은 동일하게 자음의 개수가 많

아질수록 더 발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상그룹은 3점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아 자음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른 점수 변동폭이 하그룹의 변동폭

보다 작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음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

은 그룹별로 음절초와 음절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오직 음절말 위치에서만 동

일하게 나타났다. 표 8의 상그룹의 음절말위치와 표 9의 하그룹의 음절말 위

치에서만 자음수 증가에 따라 점수가 점진적으로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표 8의 상그룹의 음절초 위치와 표 9의 하그룹의 음절초 위치에 보이

는 자음수 증가에 의한 점수 패턴은 앞에서 언급한 점진적 하강 패턴과 관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상․하 그룹과 관계없이 자음이 두개가 오는 경우가 자

음이 하나가 오는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음 세 개가 오는 경우는 

자음하나가 나타나는 경우보다 상그룹은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하그룹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상․하 그룹별 자음수 증가에 따른 

점수추이는 표 7에서 보듯 전체평균점수와 표 8및 표 9에 보듯 음절말의 경

우에만 위의 (8)에 제시한 연구가정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하 

그룹에서 음절초에 자음이 나오는 경우는 위의 (8)의 가정을 지지하지 않았

다.

Ⅴ. 토론과 결론

 앞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자음 수에 따른 실험결과는 가설 (8)을 지

지하고 있다. 단, 이결과는 주로 음절말 위치에 자음이 나타날 경우이고, 음

절초에 자음이 위치한 경우는 설정한 가설이 기각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8)은 범언어적인 견지에서 언어 보편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2언어 

발화의 경우에도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이장에서 

우리는 왜 음절초에 위치한 자음의 경우 이 가설을 기각하는지에 대해 논의

하려 한다.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선 표 4에 주어진 단어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음절초 자음이 하나인 단어는 ‘sin, read, rain, 

rice’의 네 단어이다. 이 중 ‘read, rain, rice’는 공통적으로 ‘r’로 시작하는 

단어이다. 또한 ‘treat, train, try’ 등 두개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공통

적으로 ‘tr’로 시작하며, ‘street, strange, strike’ 등 세 개의 자음으로 시작

하는 단어도 공통적으로 ‘str’로 묶을 수 있다. 이와 같이 ‘r, tr, str’의 단어

106                         안 현 기

전체 상그룹 하그룹

a.  s- 3.00 3.00 3.00

   sp- 3.13 2.88 3.38

   spr- 2.81 3.00 2.66

b.  r- 3.00 3.00 3.00

   tr- 3.23 3.46 3.00

   str- 3.21 3.36 3.05

전체 상그룹 하그룹

a.  s- 3.50 4.33 2.88

   sp- 4.29 4.25 4.33

   spr- 3.25 4.33 2.17

b.  r- 2.13 2.58 1.64

   tr- 2.88 3.76 2.00

   str- 2.73 3.45 2.13

군으로 분류하여 묶으면 표 4의 음절초 단어군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간

략화시켜 평균점수를 표시할 수 있다.

표 10 

분절음별 음절초 자음(군) 단어의 평균점수

 표 10의 (a)와 (b)에서 보듯 두 종류의 단어군 공히 자음수 증가에 따른 일

관성 있는 패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단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발화가 평균점수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

는 특히 ‘r’로 시작하는 단자음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최하 점수를 보임으로써 

잘 드러난다. 이는 달리말해, 단자음 발음이 가장 발음용인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음용인정도 실험결과를 다시 살펴보자. 

다음 표 11은 발음용인정도 실험결과를 표 10에 의거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표 11 

발음요인정도실험의 음절초 자음(군) 단어의 평균점수

 ‘s, sp, spr’그룹의 발음용인정도 측정에서 주목할 점은 상그룹에서는 거의 

점수차가 없이 상대적으로 좋은 발음으로 인지되었음에 비해 하그룹에서는 

‘s, spr’ 단어 그룹의 점수가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이에 저자는 하그룹의 

발화를 주의 깊게 다시 청취하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sin’의 [s]발음을 할

때 영어의 [s]발음에 한국어의 ‘ㅅ [s
h
]’ 발음을 대치시키는 경향이 강함을 

알게 되었다. ‘sp’ 계통의 단어를 발음할 때는 [s]발음이 짧아지므로 한국어

의 ‘ㅅ’을 대체해도 발음용인정도가 나빠지지 않는다. 때문에 단자음 발음에 

비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비록 ‘ㅡ’모음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spr’ 계통의 단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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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초 음절말

C- CC- CCC- -C -CC -CCC
3.00 3.09 2.93 3.00 2.72 1.50

표 9 

하 그룹의 음절내 위치에 따른 자음수별 평균점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그룹과 하그룹은 동일하게 자음의 개수가 많

아질수록 더 발화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상그룹은 3점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아 자음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른 점수 변동폭이 하그룹의 변동폭

보다 작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음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

은 그룹별로 음절초와 음절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오직 음절말 위치에서만 동

일하게 나타났다. 표 8의 상그룹의 음절말위치와 표 9의 하그룹의 음절말 위

치에서만 자음수 증가에 따라 점수가 점진적으로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표 8의 상그룹의 음절초 위치와 표 9의 하그룹의 음절초 위치에 보이

는 자음수 증가에 의한 점수 패턴은 앞에서 언급한 점진적 하강 패턴과 관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상․하 그룹과 관계없이 자음이 두개가 오는 경우가 자

음이 하나가 오는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자음 세 개가 오는 경우는 

자음하나가 나타나는 경우보다 상그룹은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하그룹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상․하 그룹별 자음수 증가에 따른 

점수추이는 표 7에서 보듯 전체평균점수와 표 8및 표 9에 보듯 음절말의 경

우에만 위의 (8)에 제시한 연구가정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하 

그룹에서 음절초에 자음이 나오는 경우는 위의 (8)의 가정을 지지하지 않았

다.

Ⅴ. 토론과 결론

 앞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자음 수에 따른 실험결과는 가설 (8)을 지

지하고 있다. 단, 이결과는 주로 음절말 위치에 자음이 나타날 경우이고, 음

절초에 자음이 위치한 경우는 설정한 가설이 기각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8)은 범언어적인 견지에서 언어 보편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2언어 

발화의 경우에도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이장에서 

우리는 왜 음절초에 위치한 자음의 경우 이 가설을 기각하는지에 대해 논의

하려 한다.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선 표 4에 주어진 단어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음절초 자음이 하나인 단어는 ‘sin, read, rain, 

rice’의 네 단어이다. 이 중 ‘read, rain, rice’는 공통적으로 ‘r’로 시작하는 

단어이다. 또한 ‘treat, train, try’ 등 두개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공통

적으로 ‘tr’로 시작하며, ‘street, strange, strike’ 등 세 개의 자음으로 시작

하는 단어도 공통적으로 ‘str’로 묶을 수 있다. 이와 같이 ‘r, tr, str’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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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그룹 하그룹

a.  s- 3.00 3.00 3.00

   sp- 3.13 2.88 3.38

   spr- 2.81 3.00 2.66

b.  r- 3.00 3.00 3.00

   tr- 3.23 3.46 3.00

   str- 3.21 3.36 3.05

전체 상그룹 하그룹

a.  s- 3.50 4.33 2.88

   sp- 4.29 4.25 4.33

   spr- 3.25 4.33 2.17

b.  r- 2.13 2.58 1.64

   tr- 2.88 3.76 2.00

   str- 2.73 3.45 2.13

군으로 분류하여 묶으면 표 4의 음절초 단어군을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간

략화시켜 평균점수를 표시할 수 있다.

표 10 

분절음별 음절초 자음(군) 단어의 평균점수

 표 10의 (a)와 (b)에서 보듯 두 종류의 단어군 공히 자음수 증가에 따른 일

관성 있는 패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단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발화가 평균점수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

는 특히 ‘r’로 시작하는 단자음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최하 점수를 보임으로써 

잘 드러난다. 이는 달리말해, 단자음 발음이 가장 발음용인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음용인정도 실험결과를 다시 살펴보자. 

다음 표 11은 발음용인정도 실험결과를 표 10에 의거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표 11 

발음요인정도실험의 음절초 자음(군) 단어의 평균점수

 ‘s, sp, spr’그룹의 발음용인정도 측정에서 주목할 점은 상그룹에서는 거의 

점수차가 없이 상대적으로 좋은 발음으로 인지되었음에 비해 하그룹에서는 

‘s, spr’ 단어 그룹의 점수가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이에 저자는 하그룹의 

발화를 주의 깊게 다시 청취하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sin’의 [s]발음을 할

때 영어의 [s]발음에 한국어의 ‘ㅅ [s
h
]’ 발음을 대치시키는 경향이 강함을 

알게 되었다. ‘sp’ 계통의 단어를 발음할 때는 [s]발음이 짧아지므로 한국어

의 ‘ㅅ’을 대체해도 발음용인정도가 나빠지지 않는다. 때문에 단자음 발음에 

비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비록 ‘ㅡ’모음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spr’ 계통의 단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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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세 자음이 연속해 나오므로 어느 한 자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혹은 생략하였고 또한 두 개의 자음사이에 ‘ㅡ’ 모음 삽입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r, tr, str’ 그룹에서는 공히 ‘r’ 발음의 발화에 문제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

진 문제는 영어의 [r] 발음 대신에 한국어의 ‘ㄹ’ 발음을 하는 것이다. 한국

어의 ‘ㄹ’ 발음은 소위 설탄음(flap sound)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어는 /t/의 

이음(allophone)으로 존재하는 음이다. 예를 들어, ‘water’를 미국영어로 발

음할 때 /t/의 이음으로 발화되는 소리와 동일하다. ‘tr’이나 ‘str’ 계통의 단어

에서 [r] 발음은 단독으로 발화하는 경우에 비해 짧게 발화되므로 한국어의

‘ㄹ’로 대체해도 어느 정도는 용인가능하다. 이 현상은 특히 상그룹에서 ‘tr, 

str’ 계통의 단어들이 ‘r’로 시작하는 단자음 발화보다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이다. ‘str-’계통의 단어군에서도 역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가장 

큰 문제는 ‘t’나 ‘r’ 등의 자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두 자음사이에 

‘ㅡ’모음을 삽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발화상의 문제는 단자음 

단어 발화시 /r/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에 있었다.

 종합하면, 앞에서 제시한 가설 (8)은 음절구성자음 자체에 대한 발음이 완벽

한 경우에 성립 가능한 가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s, sp, spr’ 그룹의 

경우 구성자음인 ‘s, p, r’ 자체의 발음을 독자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

에 성립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 tr, str’ 경우도 구성자음인 ‘r, t, 

s’의 개별 발음이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성립 가능한 가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절말 실험 단어들이 ‘leaf, lift, lifts’ 의 단어에 쓰인 /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어에 비슷한 분절음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표 1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f/가 포함된 단어라 할지라도 

단자음 단어 ‘leaf’의 점수가 좋으면 가설 (8)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를 배우는 한국 중학생들은 

예측한대로 하나의 자음 보다는 두 개의 자음을, 두 개의 자음보다는 세 개

의 자음이 연속한 경우에 발화의 어려움을 겪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음절말 자음(군)의 경우에 보다 분명히 드러났으나 반면에 음절초 자음(군)은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음절초 자음군을 구성하는 개별 자음

인 /s/와 /r/의 발화자체의 문제가 자음군발화의 문제와 혼합됨으로써 야기된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결국 가설 (8)은 개별분절음의 발화가 용

인된 경우에만 지지되는 가설임을 확인하였다. 

 미래의 연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밝힌다. 첫째, 실

험결과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원어민 측정자가 보다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발음용인정도 측정에 있어 측정자 사이에 3점 이상의 차이를 보인 

몇몇 단어의 용인가능성 문제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실험을 

바탕으로 추후 실험 자료는 보다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측정자 사이에 

3점 이상의 차이를 보인 데이터는 가급적 배제하고, 동일한 자음(군)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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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어들도 간략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r, tr, str’ 계통의 단어들

도 ‘s, sp, spr’ 단어군과 같이 세 개의 단어로 압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이 반영된 미래의 연구를 기대한다.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발화한 데이터는 소위 중간언어

(interlanguage)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본 논문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한 조건하에서는 음운론적 유표제약과 제약위계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구조 차이에 따른 발음용인가능성의 논

의로 한정되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 제2언어발화(L2 speech)의 이

론적 정립을 위한 토대 및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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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세 자음이 연속해 나오므로 어느 한 자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혹은 생략하였고 또한 두 개의 자음사이에 ‘ㅡ’ 모음 삽입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r, tr, str’ 그룹에서는 공히 ‘r’ 발음의 발화에 문제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

진 문제는 영어의 [r] 발음 대신에 한국어의 ‘ㄹ’ 발음을 하는 것이다. 한국

어의 ‘ㄹ’ 발음은 소위 설탄음(flap sound)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어는 /t/의 

이음(allophone)으로 존재하는 음이다. 예를 들어, ‘water’를 미국영어로 발

음할 때 /t/의 이음으로 발화되는 소리와 동일하다. ‘tr’이나 ‘str’ 계통의 단어

에서 [r] 발음은 단독으로 발화하는 경우에 비해 짧게 발화되므로 한국어의

‘ㄹ’로 대체해도 어느 정도는 용인가능하다. 이 현상은 특히 상그룹에서 ‘tr, 

str’ 계통의 단어들이 ‘r’로 시작하는 단자음 발화보다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이다. ‘str-’계통의 단어군에서도 역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가장 

큰 문제는 ‘t’나 ‘r’ 등의 자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두 자음사이에 

‘ㅡ’모음을 삽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발화상의 문제는 단자음 

단어 발화시 /r/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에 있었다.

 종합하면, 앞에서 제시한 가설 (8)은 음절구성자음 자체에 대한 발음이 완벽

한 경우에 성립 가능한 가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s, sp, spr’ 그룹의 

경우 구성자음인 ‘s, p, r’ 자체의 발음을 독자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

에 성립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 tr, str’ 경우도 구성자음인 ‘r, t, 

s’의 개별 발음이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성립 가능한 가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절말 실험 단어들이 ‘leaf, lift, lifts’ 의 단어에 쓰인 /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어에 비슷한 분절음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표 1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f/가 포함된 단어라 할지라도 

단자음 단어 ‘leaf’의 점수가 좋으면 가설 (8)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를 배우는 한국 중학생들은 

예측한대로 하나의 자음 보다는 두 개의 자음을, 두 개의 자음보다는 세 개

의 자음이 연속한 경우에 발화의 어려움을 겪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음절말 자음(군)의 경우에 보다 분명히 드러났으나 반면에 음절초 자음(군)은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음절초 자음군을 구성하는 개별 자음

인 /s/와 /r/의 발화자체의 문제가 자음군발화의 문제와 혼합됨으로써 야기된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결국 가설 (8)은 개별분절음의 발화가 용

인된 경우에만 지지되는 가설임을 확인하였다. 

 미래의 연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밝힌다. 첫째, 실

험결과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원어민 측정자가 보다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발음용인정도 측정에 있어 측정자 사이에 3점 이상의 차이를 보인 

몇몇 단어의 용인가능성 문제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실험을 

바탕으로 추후 실험 자료는 보다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측정자 사이에 

3점 이상의 차이를 보인 데이터는 가급적 배제하고, 동일한 자음(군)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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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어들도 간략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r, tr, str’ 계통의 단어들

도 ‘s, sp, spr’ 단어군과 같이 세 개의 단어로 압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이 반영된 미래의 연구를 기대한다.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발화한 데이터는 소위 중간언어

(interlanguage)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본 논문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한 조건하에서는 음운론적 유표제약과 제약위계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의 음절구조 차이에 따른 발음용인가능성의 논

의로 한정되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 제2언어발화(L2 speech)의 이

론적 정립을 위한 토대 및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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