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음소 인식능력과 청해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영어이름 받아쓰기 실험을 중심으로 

안현기 

(서울대학교) 

Ahn, Hyunkee.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honemic awareness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an expe끼mental study based on the English 
name test For.려앤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ι 39-48. 

This study aimεd to ìnvestigatε the relationship between phonemic awareness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For this paπIC비ar research purpose thζ 

English name test and TOEFL LlC tests were employεd and a total of 34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κd in this εxpεriment. The English name tεst 

consisting of relativεly unheard 26 English namζs was specially dεsigned 

and adminisκrεd for the participants to depend on their own phonemic 
awarenεss ability, not applying their cognitive prior knowlεdge. whεn they 
transcribε:d the n잉nεs using the phonεtic alphabεts. Thε statistical result 
showed that thε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εfficient was .550* 
and it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303. This result c1ζarly 

demonstrated that the phonemic awareness ability was highly correlatεd with 
the overall Iistening comprεhension ability and implied thε need for 
implεmεnting the so-called bottom-up method for developing students' 
phonζrnic awareness ability at primary or secondary school levels 

1. 서론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듣기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 들어오는 소리의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Rivers et al., 1976) 

청해과정은 크게 대별하여 음성해독(decoding)과 。1 해( comprehension)라는 두 개의 
분리된 그러나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음성해독이라 함은 기본적S로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다 소리를 음성해독 

할 수 있는 능력은 이해의 선행 조건이며 청해의 기본 조건이다 이 능력의 기본은 

단어가 음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음소를 구분할 수 있는 

음소인식 (phonemic awareness) 능력이다 (Cunningham, 1988) 모국어의 
읍소구별능력이 고착화된 이후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에， 모국어에 없는 외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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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를 정각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학습자가 모국어의 비슷한 

음소에 외국어의 읍소를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다 (Leather, 1999) 이와 같이 

모국어에 없는 음소를 청각적으로 식별하는 능력 (phonemic awareness)이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특히 청해능력의 배양에 기본요소로작용한다 

음성신호 해독을 출발점으로 삼는 영어청해의 상향처리과정(bottom-up 

process)에 대한 연구가 국내의 경우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 연구의 
경우 음소인식능력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읽기와 쓰기와의 관련성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음성신호 해독과정의 가장 기본 요소인 음소인식능력이 어느 정도로 

영어청해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생소한 영어이름을 듣고 음성기호를 사용하여 전사하는 

영어이름 받아쓰기실험과 Toefl의 청해능력시험을 실시하였고， 이 두 가지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목적인 영어음소인식능력과 영어청취능력의 

상관관계를알아보았다 

11. 모국어 듣기과정 이해 

외국어 듣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모국어 듣기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국어 사용자들은 언어장애가 없는 한 모국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의사소통은 물론 말을 하는 과정과 

튿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의 성격상 듣는 측면에 대해서만 삼펴본다 

어떻게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히 설명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해 보기로 한다 

Perception ~ f(Signal, Knowledge) 

위의 공식에 따르면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란 뇌에서 이루어지는 

인식(perception)의 과정으로 음성신호(signal)와 지식(knowledge)을 두 개의 

변수(variable)로 취하는 함수(function)의 결과물로 기술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함수 중 듣기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음성신호이다. 음성신호는 사실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음성신호의 불완전성은 음성학계의 고전적인 두 가지 문제인 

신호 가르기 문제(segmentation problem)와 신호의 불변성 문제(invariance 

problem)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호 가르기 문제는 연속되는 음성신호를 

음소(phoneme)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개별 신호로 정확히 가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관찰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음성발화시 발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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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와 의사전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하는 

동시조음( coarticulation)에 의해 유발된다 예를 들어 ‘남’이라는 소리는 /L/, n /, 
/0/이라는 세 개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한국어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음성신호의 측면에서 볼 때 세 소리의 경계가 연이어 놓인 세 개의 

구슬처럼 뚜렷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이 세 음소에 대응되는 소리가 

서로 섞여 있으며 경계도 모호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두 번째 

문제인 신호의 불변성 문제도 발화시 항상 수반되는 동시조음에 의해 비롯된다 

동시조음을 가정할 때 특정음의 발음은 주위에 어떤 음이 오느냐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 된다‘ 연이어 올 수 있는 음의 조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음소의 

실제 발음은 주위 환경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 런 현상으로 인해， 주위 

음과 관계없이 특정 음소에 대응되는 불변의 소리 특질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소리 고유의 특짙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즉， 신호의 불변성 

문제가--음성학계의 해묵은 과제가 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음성의 신호로서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이 어떻게 소리 언어를 듣고 

그 짧은 시간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이 문제는 

앞의 공식이 제시하듯이 청해 과정이 소리를 기반으로 하되 뇌에 저장된 다양한 

지식이 의미 추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심리적 인지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 지식이 청해 과정얘 개입하는 증거로 인용할 수 있는 예는 매우 

많으나 다음과 같은 예를 대표적a로 들 수 있다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심하게 왜곡된 소리도 마치 제대로 듣는 것처럼 착각하여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들리지 않는 소리 (phantom sound)의 인지와 관련해 잘 알려져 있는 예는 

전화선을 통해 들리는 마찰음 [s 1의 인지이다 전화선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약 300-3 ，OOOHz의 주파수 대역만을 허용한다‘ 이 주파수 대역에는 인간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소리 정보가 포함되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소리가 바로 마찰음 [λ] 혹은 [λ사이다 이 소리틀은 이 주파수 

대역대에서는 왜곡되거나 섬지어 소리 정보가 완전히 생략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전화 대화시 이 문제를 깨닫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뇌는 기존에 

저장된 지식을 활용하여 이 없어진 소리의 정보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듣는 것이다 우리는 뇌에 저장된 단어 중에서 대화의 맥락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추출하여 듣고 또 。l 런 과정은 청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강이 제한된 전화션 주파수 대역대의 활용도 

의사소통에 큰문제를일으키지 않논것이다. 

그렇다면 청해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지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청해 과정에 개입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음 수순으로 제기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언어학적 접근， 화용론적 접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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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적 접근， 언어발달 및 언어습득 관점에서의 접근 등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나현재까지의 학문적 성과는위 질문에 대한충분한답이 

되기에 여전히 미흡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해 우리가 확신하는 점이 있다면 

소리언어의 청해에 있어 지식이 매우 광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Rost(2002)는 청해를 ‘상황효과를 경험하기 (experiencing contextual 

e따cts)’ 라고 정의할 정도로 상황에 따른 다양한 효과와 그 효과의 경험적 축적을 

강조하였다 이는 듣기란 문장의 명제적 의미 추출의 단계를 념어서서 대화 

상황을고려해야해야하고또상상과감정이입 등을통한문장외적 의미 창출의 

단계까지도고려해야하며 나아가그러한청해 경험의 오랜축적이 요구되는매우 

역동적이고적극적인 심리행위임을의미한다 

川- 외국어로서의 영어듣기과정 이해 

지금까지 모국어화자가모국어를들을때에 작동하는 청해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영어학습자의 청해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외국어로서의 영어의 청해는 모국어의 청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대별하여 

소리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음성해독(sound decoding)과 해독된 음성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해( comprehension)라는 두 개의 분리된 그러나 강력하게 상호 

관련을맺고있는요소로이루어져 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청해에 지식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영어학습자가 영어습득과정을 통해 

다음에 올 단어나 어구를 짐작하여 미리 대비한다고 Neisser(1976)가 

보고하였으며， 영어청해능력 향상은 소위 음소인식능력의 습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지식 활용도 중요하다고 Ur(l 984)은 주장하고 있다 

Chung(2000)의 연구도 선행지식 (prior knowledge)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영어청해에 분명히 효과적임을 실험을 통해 밝히고 있다 

Chung & Ahn(2000b, 2002, 2005)은 피험자들이 소리정보와 맥락정보가 

모순을 보일 때 보다 맥락정보에 의존하여 영어청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음성해독 능력 없이 지식만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영어청해과정은 당연히 
불완전하다. 이러한 읍성해독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청자의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는 감지( detection)의 단계를 거쳐 

변별( discrimination)의 단계를 통과하며 최종적으로 확인(identification)의 단계에 
이른다 여기서 감지란 소리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며 소리지각의 가장 기본 

단계이다 변별은 갑지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로서 두 소리를 들었을 때 갈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종적으로 확인은 들리는 소리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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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단계까지 최종적으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읍소인식 (phonemic awareness) 능력이라 칭한다， 정상적인 정해의 
경우라면 이와같이 세 단계로구성된음성해독단계를거쳐 추상적이고심리적인 

처리과정에 해당하는 이해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음소인식능력은 청해과정의 기본 단계로서 들은 것을 별개의 읍소로 구분하는 

능력을 일걷는다 만약 이 능력이 없다변 우리는 들은 소리를 그대로 재생할 수 

없다. 음소로분리할수 있어야음소를조합하여 플은 대로소리를 재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들을 경우 들린 소리를 되풀이 할 수 없는 것도 

음소인식능력의 부재로 인한 경우이다 Gillman & Moody (1 984)가 지적하였듯이 
음소인식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발화된 소리에 대하여 심리적혹로 대비할 수 있어 

청해가 수월해지는 반면에 반대의 경우에는 음소로 분별되지 않는 소리가 

음악소리같은 무의미한 소리호 들리기 때문에 청해에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플리는 소리를 음소로 해독 할 수 있는 능력은 이해의 선행 

조건이며 청해의 기본조건이라할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인을 대상3로 영어 음소인식능력이 전체 영어 청해능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해 본 

논문이 시행한구체적인 연구내용빚 방법은아래와같다‘ 

IV.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피험자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재학생으호 특정 학기에 저자로부터 

‘영어응용음성학’ 교과목을 배운 학생 중 실험에 결격사항이 없는 34명이 최종 

피험자가 되었다 ‘영어응용음성학’을 배운 학생이 대상이 된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영 어 이 름을 듣고 이를 음성 문자 (phonetic alphabet)로 옮길 수 있는 영 어 이름 

받아쓰기 테스트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면 체계적으로 

음성문자를 배우게 되므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족된다 

2 실험 종류 및 내용 

우선 사전 칠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통해 피험자의 나이， 

성별， 영어를 학습한 총 기간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사교육이나 개인 학습을 

통하여 영어를 공부해 온 시간도 포함)， 외국에서의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추후외국에서 일년이상거주한학생은최종적으로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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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이 만 세 

b. 성별 여성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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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어공부를 지금까지 얼마나 해 오셨는지 그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만 년 

d 외국에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만약 사신 적 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사셨습니까? 

만약사신 적이 있다면 얼마나오래 사셨습니까? 

만 년 개월 

영어이름받아쓰기 시험 문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완성하였다 피험자의 

음소인식 능력만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피험자틀이 틀어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믿어지는 영어이름 약 26개를 사전에서 선택하였다 만일 

피험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을 들려주변 읍소인식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뇌에 저장된 지식에 의존하여 인지될 수 있으므로 흔히 쓰이지 않는 

Gillaume이나 Verna 같은 이름으로 총 26개의 이름을 선택하였다 또한 

실험결과가 통계적으토 신뢰되도록 오직 2음절로 구성된 이름만을 선택하였다 

이후 이름의 철자 및 발음기호를 미국출신의 원어민에게 보여주고 녹음하였다 

이 원어민은 발음기호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발음기호대로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사람라고 저자는 판단하였다‘ 영어 이름 녹음은 저자의 입회와 지도하에 

조용한방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피험자들의 영어청해능력은 기존의 TOEFL 시험의 LlC 테스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시험은 총 50문항a로 구성되어있￡며， 대화， 강의， 설명문 등이 

골고루섬여 있다 

3. 측정 

영어이름받아쓰기 시험은 2음절로 이루어진 총26개의 영어이름을 듣고 

피험자들이 음성기호로 받아 적는 방식이다 피험자틀이 정확히 적은 자음과 

모음마다 1점을 부여하였으며 만점은 133점이다‘ TOEFL의 듣기시험 문제를 
차용한 영어청해능력시험은 총 50문항a로 한 문항 당 1점씩 채점하여 

계산하였다 

4 실험 절차 

우선 사전 질문지에 피험자들이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어이름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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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실시하였다 녹음을 통해 267R의 영어이름을 두 번씩 들려주고 이를 

음성기호로 전사하도록 하였다， 이 절차가 끝난 후 26문항을 다시 한 번 씩 

들려주어 피험자틀이 교정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영어청해능력시혐을 

실시하였다 

V. 실험결과 및 분석 

다음은 영어음소인식 능력과 영어청해능력 측정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나타내는 표이다 본 논문의 모든 통계치는 SPSS(version 

12.0)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평균 (만점) 표준편차 

영어읍소인식능력 89.85 (33) 

영어청해능력 32.09 (50) 

12.38 

7.60 

최소값 

61 

19 

최대값 

l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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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본연구의 주목적인 영어 음소인식 능력과영어청해능력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율상관계수(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이다(참고， 백순근 2004) 

영어음소연식능력 

영어청해능력 

영어음소인식능력 

1 

550** 

영어청해능력 

550** 

1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상관관계는 0.550이라는 정적인(positive) 수치를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측정결과는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two-tailed test). 영어청해능력이라는 종속변인과 

영어음소인식능력이라는 독립변인사이의 상관계수가 0.550임은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가 0.303(~0.550*0.550)임을 뜻하며， 이는 

영어청해능력이라는 변인의 전체 변량 중에 30.3%를 영어음소인식능력이라는 

변인이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청해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개입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변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상관관계수치와 결정계수수치가 결코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님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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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계결과는 영어음소인식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의 필요생을 

제기함으로써 영어청해교육에 대해 매우큰시사점을전하고있다 

VI. 토의 및 결론 

외국어로서의 흑은 제2언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음소인식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한 바 있다， Samuels(l 988)는 

외국어의 음성해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청각적 인지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Choi (1 988)의 연구 또한 소리를 음소단위로 청각적으로 

구분하는 연습이 포함된 훈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Chung & Ahn(2000a)는 파닉스(phonics) 교육을 

통해 음소인식 훈련을 받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어린 학습자들이 

음소인식능력에 있어 중등학교 영어교사 집단에 비하여 결코 못지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Lee(2006)는 고등학교에서 영어청해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그룹의 

청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음소인식능력 배양 교육이 보다 효율적염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즉， 어느 정도 음소인식능력이 있는 상위그룹에 

비해 하위그룹의 청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형태중심교수방법 등의 

소위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특히 영어에 대한 구두 입력자료(oral input)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읍소인식자체가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청해의 

기본 능력인 영어음소인식능력이 영어청해능력과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이 제시한 이러한 통계결과는 

보다 정확히 피험자의 영어음소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타 논문과 차별화되는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선다형식의 고르기 시험이 아닌 피험자가 보고 들은 대로 음성기호를 써서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영어이름받아쓰기 실험은 피험자의 영어음소능력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측면에서 본 실혐의 

통계해석상의 신뢰도가 높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 단， 본 논문의 주장에 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험자 집단의 크기가 좀 더 커야 하고 피험자의 

집단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영어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성인집단에서 영어음소연식능력과 영어청해능력이 통계적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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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음소인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시사를 강력히 함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함의가 구체적혹로 교육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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