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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자소-음소 변환규칙(grapheme to phoneme conversion rule, GPC 규

칙)에 따른 어 규칙성 효과(regularity effect)가 단어수 과 하 단어수 에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 단어명명과제, 각운 단과제, 음소제거과제를 진행하 다. 체 단어수 (whole word level)에서의 

규칙 양상을 살펴보기 해, [1] 어단어명명과제(English word naming task)를 사용하 고, 단어 단

보다 하  단계에서의 규칙성 효과를 알아보기 해 [2] 라임 단 과제(rhyme judgement task)와 음소

수 (phoneme level)에서의 과제인 [3] 음소탈락과제(phoneme deletion task)를 사용하 다. 실험 참가자들

은 세 종류의 과제를 모두 수행하 고, 총 43명의 후기 이 언어화자가 실험에 참가하 다. 실험결

과, 세 과제 모두에서 규칙성 효과가 나타나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가 어(L2) 단어 처리 시 GPC 

규칙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사후분석으로써 세 과제 사이의 상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단어명명과제와 라임 단과제 간 상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록 어 모국어 화자의 

이  연구결과와는 달리 라임 단과제와 단어읽기과제 간 상 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실험 참가

자의 L2 능숙도가 모국어화자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후기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가 어 GPC 규칙을 사용하여 어단어읽기 처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주제어 :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 자소-음소 변환 규칙, 규칙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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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 읽기과정은 문자를 말소리로 바꾸는 해독(decoding)과정이다. 언어학습 기

에, 학습자는 자소-음소 응 혹은 변환 규칙(grapheme to phoneme correspondence/ 

conversion rules, GPC 규칙)을 학습한다. 을 읽기 해서 자를 소리로 바꾸는 과

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독자는 GPC 규칙을 이

용하여 자를 음 (syllable), 음소(phoneme) 등의 하 어휘요소들(sublexical units)로 

구분한 후, 말소리 단 로 변환하게 되는데, 각 하 요소들에 응되는 말소리의 

규칙 정도에 따라 읽기의 난이도가 결정된다. 즉, GPC 응규칙에 부합되는 단어

일수록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Juel, Griffith, & Gough, 1986). 본 연구에서는 단

어명명과제, 각운 단과제, 음소제거과제를 통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제2

언어 읽기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GPC 규칙특성에 따른 차이 양상의 차이를 악

하고자 한다.

어 모국어 화자를 상으로 한 기존의 어 읽기 연구에 따르면, 자소

(grapheme sequence)와 음소(phoneme) 간 응이 규칙 인 규칙단어( : gave[geɪv], 

hint[hɪnt])와 응이 불규칙 인 불규칙 단어( : have[hǽv], pint[pɑɪnt])는 단어 산출

까지의 처리 과정이 다르다(Coltheart, 1978). 규칙단어는 자소를 보고, GPC 규칙에 

따라 하 요소들을 음소정보로 해독해내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발음이 GPC 규칙

에 배되는 불규칙 단어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외 인 발음으로 읽어내야 한다

(Goswami, 1993). 즉 GPC 변환과정을 거쳐 규칙에 맞는 발음을 산출해내는 것이 아

니라 외 인 발음을 기억했다가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 특성에 따른 읽기 경로의 차이로 인해, 규칙단어와 불규칙 단어는 단어읽기

의 정확도와 산출 속도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 으로 자소와 음소 응 규칙

을 용하여 읽는 규칙단어는 불규칙 단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규칙단어와 불규칙 단어 간 수행차이가 곧 

규칙성 효과(regularity effect)이다(Coltheart, Curtis, Atkins, & Haller, 1993; Coltheart & 

Rastle, 1994; Coltheart, Rastle, Perry, Langdon, & Ziegler, 2001; Plaut, McClelland, 

Seidenberg, & Patterson, 1996). 규칙성 효과는 고빈도 단어의 경우, 단어를 명명할 

때 반응시간이나 오류율에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빈도 단어에 비해 상

으로 작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Besner & Johnston, 1989; Jared, 

2002).



김다희 등 / 후기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자소-음소 변환 규칙에 따른 어 규칙성 효과

- 325 -

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언어화자를 상으로 한 읽기 연구들에서도 

어에서 나타난 규칙성 효과가 발견되었다. 를 들면, 랑스어 단일언어화자를 

상으로 한 명명과제에서도 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의 규칙성 효과가 

찰되었으며(Ziegler, Perry & Coltheart, 2003), 독일어 단일언어화자를 상으로 한 명

명과제에서도 유사한 규칙성 효과를 보고하 다(Ziegler, Perry & Coltheart, 2000). 심

지어 알 벳 언어(alphabet script)가 아닌 국어를 사용하는 단일언어화자에서도 

어와 비슷한 양상의 읽기 규칙성에 따른 규칙성 효과가 보고되었다(Hue, 1992). 이

러한 근거들은 읽기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읽기의 양상이 어라는 언어에 국한되

어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범언어  양상임을 시사한다.

한 단일언어화자뿐 아니라 이 언어화자를 상으로도 읽기 규칙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언어화자의 경우 언어 능숙도에 따라 L1과 L2의 언어

지식의 깊이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두 가지 언어와 련된 읽기 규칙들은 어느 

정도 내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언어화자를 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는 L1과 L2 간 비되는 GPC 규칙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L1 혹은 L2의 

단어발화양상을 연구하 다(Gollan, Forster & Frost, 1997; Jouravlev, Lupker & Jared, 

2014; Lin & Collins, 2012; Timmer, Ganushchak, Ceusters & Schiller, 2014). Timmer, 

Ganushchak, Ceusters 그리고 Schiller(2014)의 화명명과제(primed naming task)에 따르

면, 네덜란드- 어 이 언어화자들은 특정 목표언어에 계없이 L1과 L2의 GPC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어를 L2로 사용하지만 모국어가 서로 

다른 언어사용자들( 어, 일본어)을 상으로 한 L2 명명과제 실험에서는 모국어가 

어떤 언어인가와는 계없이 모두 빈도 국어 단어를 읽을 때에 읽기 규칙특성

에 따른 수행 차이가 나타났고, 두 모국어 집단 모두 동일한 L2 GPC 과정을 거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n & Collins, 2012).

이 언어화자의 단어인지에 한 Bilingual Interactive Activation(BIA+) 모델에 따

르면, 음운  표상(phonological representation)은 하 단어단 (sub-lexical level)와 단어

단 (lexical level) 모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Dijkstra & Van Heuven,2002). 러시아어

- 어 이 언어를 상으로 화명명과제를 실시한 Jouravlev, Lupker 그리고 

Jared(2014)의 연구 결과, L2의 하 단어단  처리에서도 L1의 GPC가 향을 미치

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이 언어화자가 단어단 뿐 아니라 하 단어단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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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C 규칙을 활용하여 단어재인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BIA+모델을 지지하는 근

거다. 한 히 리어- 어 이 언어화자를 상으로 한 화어휘 단과제(primed 

lexical decision task) 연구에서는 단어단 보다도 하 단어단  수 에서의 음운  

표상이 L2읽기처리과정에 핵심 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Gollan, Forster, & 

Frost, 199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읽기처리과정에 있어서 하 단어단  역시 

단어단 처럼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GPC 규칙에 따른 L2 단어 처리 양

상을 알아보기 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 다. BIA+모델의 주장에 따라, 음운

 표상이 일어나는 하 단어단 와 단어단  모두에서의 규칙성 양상을 보기 

해 단어수 에서의 과제(단어명명과제)와 하 단어수 에서의 과제(각운 단과제, 

음소제거과제)를 통해 각각의 과제에서 GPC 응 규칙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상  분석을 통해 단어단 에서 나타난 규칙성과 

하 단어단 에서 나타난 규칙성 간의 계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하 다. 만

일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가 L2 발화에서 읽기 규칙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행

동학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들은 어단어 발화 시, 

GPC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실험 참가자들이 규칙단

어 조건에서 불규칙단어 조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빠르고 정확한 수행을 보인다면,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규칙성 효과(regularity effect)를 보여주는 것으로 L2 GPC 

규칙을 사용하여 어단어읽기를 했음을 보여 다.

과제 1. 단어 명명과제(Word Naming Task)

목

어 단어의 GPC 규칙 특징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어 단어 수  읽

기 처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단어명명과제를 실시하 다. 어 모국

어화자가 단어를 소리 내어 읽을 때, GPC가 규칙 인 규칙단어는 그 지 않을 때

보다 단어 산출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는 사실은 충분한 선행 연구들을 통



김다희 등 / 후기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자소-음소 변환 규칙에 따른 어 규칙성 효과

- 327 -

해 증명된 바 있다(Coltheart et al., 1993; Coltheart & Rastle, 1994; Coltheart et al., 

2001; Cortese & Simpson, 2000; Jared, 1997, 2002). 한 이 언어화자가 외국어 단어

에 한 명명과제 수행 시, 자소 음소 간 변환 특성이 발화에 향을 미치고 있는

지와 그 향이 어 모국어 화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는 재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언어나 참가자의 L2 능숙도 등의 여러 변인에 따라 서

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Costa, Colome, Gómez, & Sebastián-Gallés, 2003; 

D'angiulli et al., 2001; de Groot, Borgwaldt, Bos, & van den Eijnden, 2002; Jared & 

Kroll, 2001a; Katz et al., 2012; Lin & Collins, 2012; Schwartz, Kroll, & Diaz, 2007). 

표 으로 랑스어- 어 이 언어화자(French-English bilingual)의 경우, GPC가 규칙

인 L2 어 단어의 명명 속도가 그 지 않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빨랐는데 이는 

모국어인 랑스어가 L2인 어 단어 명명에는 큰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

사한다(Jared & Kroll, 2001b; Jared, McRae, & Seidenberg, 1990). 본 과제는 어 모국

어 화자에게서 보이는 단어의 규칙 특성에 따른 발화 수행의 차이가 한국어를 모

어로 사용하고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어를 습득한 이 언어

화자의 어 단어 발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참가자

성인 43명(여자 18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 다. 실험이 시작되기 , 언어사용 

배경과 어 능숙도, 어 학습방법을 알아보기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실험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참가자의 경우에만 본 실험에 참가할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의 

연령범 는 21-31세 으며(평균 24.6세), 어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연령(age 

of acquisition; AoA)은 6-13세(평균 10.8세) 다. 모든 참가자는 공교육으로 최소 6년 

이상 어를 학습했고, 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없었으

며 평소에 생활 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다. 실험에 앞서 실시된 어에 한 

자가평가 설문지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어능력 수는 최  100

 기 에서 평균 57.6 으로, 어에 한 사용능숙도가 (intermediate) 수 에 

해당하 다. 세부 어능력 5 척도 자가평가 수(1 =매우 못함, 5 =매우 잘

함)에서는 듣기 능력 3.6 , 읽기 능력 3.7 , 말하기 능력 3.1 , 쓰기 능력 3.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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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조건 불규칙 조건

고빈도 빈도 고빈도 빈도

실제 자극 시 miss grill child bind

빈도평균(CELEX) 313.24 7.11 331.65 7.95

자소이웃단어개수 17.44 4.12 13.84 14.32

음운이웃단어개수 9.68 5.56 4.12 3.92

친숙도 평정 수 6.23 4.53 6.20 4.30

표 1. 단어 읽기 실험에 사용된 조건 별 자극 특성

수를 주었다. 실험 참가자들의 어 사용 정도와 언어 능력에 한 설문을 바탕

으로 유추했을 때, 본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한국어 환경에서 어를 제2언어

로 습득(EFL)하고 어 능숙도가  수 에 해당하는 후기 이 언어화자라고 볼 

수 있겠다.

자극

본 과제에서는 읽기 규칙성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해, 단어읽기 수행

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단어의 빈도와 규칙성 특성을 모두 고려하

다. 단어의 빈도(frequency)는 어단어읽기 수행에 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변

인  하나로 단어빈도에 따라 규칙성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빈

도 단어일수록 규칙성효과는 커지고, 고빈도 단어일수록 그 효과의 크기는 작아진

다(Coltheart et al., 2001; Cortese & Simpson, 2000; Jared, 1997, 2002; Jared & 

Seidenberg, 1990). 이에 따라 네 가지 실험조건인 고빈도 규칙 조건, 빈도 규칙조

건, 고빈도 불규칙 조건, 그리고 빈도 불규칙으로 실험자극을 구성하 다.

총 100개의 1음  어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제시된 자극단어의 자소 수는 평

균 4.4(3-6)자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단어자극은 본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40명

의 학생(평균나이 23.8세)들이 7  척도로 단어에 한 친숙도(familiarity)를 평정

한 후, 평정척도에서 극단치 값(2.5이하, 6.5이상)들을 제외한 단어(평균 5.3 , 

2.9-6.7)들로만 구성되었다. 평정된 자극 리스트에서 규칙성 조건과 단어의 사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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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ELEX database: 고빈도 평균 322.45, 빈도 평균 7.53)에 따라 최종 자극이 선

정되었으며, 각 조건당 25개의 자극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표 1에 빈도 평균과 자

소이웃단어개수 평균, 음운이웃단어개수 평균, 그리고 실제 사용되었던 자극의 

시가 제시되어 있다.

방법  차

본 실험에서는 모두 세 가지 과제가 수행되었고 실험 참가자들은 모든 과제에 

참여하 다. 각 과제마다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를 통해 총 4개의 자극 리스트

를 구성하 고, 구성된 자극 리스트는 참가자마다 무작 (randomized)로 제시되었으

며 자극 리스트 간 수행결과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총 3

개의 과제 제시 순서 한 참가자마다 무선 배정되었다.

단어명명과제는 화면에 제시된 어 단어를 가능한 한 빠르게 반응하여 읽는 

과제로 약 15분 동안 폐된 실험실에서 진행하 다. 먼  응시 (‘+’)이 450ms 동

안 제시된 후, 실험자극이 제시되었으며, 실험자극은 실험 참가자가 반응을 하는 

순간까지 화면에 제시되었다. 실험 참가자의 반응은 자극 제시 이후 3,000ms까지 

기록하 다.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어 단어가 제시되자마자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단어를 읽도록 지시 받았고, 참가자들의 발화는 마이크를 통해 

1/1,000 (millisecond) 단 로 측정하 다. 실험 참가자들의 발화는 참가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반응이 명백한 오답일 

경우에는 오류반응으로 단하 다. 본 실험은 20회의 연습 시행 후, 100회의 본 

시행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자극은 E-prime 2.0(Psychology Software Tools, Pittsburgh, 

PA)을 사용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Intel Celeron 1GHz CPU, 32 graphic memory, 

Samsung 17’’, 1152×864픽셀)을 통해 앙에 제시되었다.

설계  분석

단어 규칙성이 단어 발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각 조건(규

칙단어, 불규칙단어)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 한 빈도가 단어발화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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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고려하여, 단어 규칙성 여부와 빈도 간 상호작용을 보고자 2 규칙성 × 2 

빈도의 2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 설계를 사용하 다. 즉, 참가자 내 변인으로써 단

어를 구성하는 자소와 음소 간 응 계 특성이 규칙인가 불규칙인가에 따른 규칙

성 변인과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고 낮음에 따른 빈도 변인이 사용되었다.

결과

총 실험 참가자 43명  오답반응 비율이 50% 이상인 3명은 제외되어 총 40명

의 실험 결과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 극단 인 반응시간의 향을 이

기 하여, 정반응 데이터 에서 200ms 이하 는 1500ms 이상으로 반응한 수행

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고(2.2%), 평균을 심으로 상하 2 표 편차 범 에서 

벗어나는 반응 역시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다(5.8%). 한 반응시간(Response Time, 

RT)과 반응에 한 정확도(accuracy)의 상충 계(trade-off)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해 Inverse Efficiency Score(IES)로 변환하여 분석하 다. IES는 RT와 반응에 한 정

확도 간 상충 계를 반 하여 수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조정된 계산수치로, RT를 

정답반응 비율(the proportion of correct responses)로 나  값이다(Townsend & Ashby, 

1978, 1983; Bruyer & Brysbaert, 2011). Bruyer & Brysbaert(2011)의 연구에 따르면, IES

는 독립 이면서도 서로 상충 효과를 나타내는 반응시간과 정오율을 독립 으로 

분석할 때보다 수행결과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다. 각 조건당 

평균과 표 편차 값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규칙 조건 불규칙 조건

고빈도 빈도 고빈도 빈도

IES 평균 623 679 702 918

IES 표 편차 103 121 139 305

RT 평균(ms) 611 618 646 658

오류율 평균(%) 2.1 8.5 7.4 2.5

표 2. 과제 1의 조건 간 평균 IES 값, 표 편차, 반응시간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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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건에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ANOVA)을 통해 규칙성 조건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조건 간 차이가 발생하 다[F1(1,39)=49.530, 

MSE=755458.353, p <.001, η2=.559]. 즉, 규칙성 효과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규칙성에 따른 주효과에 해 Bonferroni으로 조정된 사후분석(post-hoc)을 

진행한 결과, 고빈도 자극[t(39)=5.157, p<.001, Cohen’s d=.49]과 빈도 자극

[t(39)=6.234, p<.001, Cohen’s d=.91] 모두에서 규칙성 효과가 나타났고, 고빈도 자

극에서보다 빈도 자극에서 규칙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고빈도와 빈도 어 단어 사이에서도 조건 간 차이가 나타나 빈도 효과 

역시 확인하 다[F1(1,42)=61.205, MSE=1048393.098, p<.001, η2=.611]. 빈도에 

한 주효과에 해 Bonferroni으로 조정된 사후분석을 진행한 결과, 규칙조건

[t(39)=6.219, p<.001, Cohen’s d=.64]과 불규칙 조건[t(39)=6.804, p<.001, Cohen’s 

d=1.04] 모두에서 빈도효과가 나타났고 불규칙 조건에서 더 큰 빈도효과가 나타났

다. 규칙성과 빈도 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1(1,38)= 

23.435, MSE=286126.159, p<.001, η2=.375].

논의

본 실험 결과,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가 어단어 명명과제를 수행할 경우, 

GPC 규칙 특성이 어단어 발화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규

칙성과 빈도를 변인으로 한 명명과제 수행 결과, 규칙성과 빈도에 따른 효과가 모

두 나타났고 규칙성과 빈도 간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어단어가 불

규칙이거나 빈도일 때, 그 효과크기(effect size)가 가장 컸고( 빈도 규칙성 효과: 

Cohen’s d=.91, 불규칙 빈도 효과: Cohen’s d=1.04), 반 로 어단어가 규칙이거나 

고빈도 일 때, 그 효과크기가 상 으로 작았다(고빈도 규칙성 효과: Cohen’s 

d=.64, 규칙 빈도 효과: Cohen’s d=1.04). 규칙성과 빈도 간 상호작용도 나타났으므

로(p<.001) 불규칙이면서 빈도일 경우의 어단어 명명이 가장 조한 수행을 

보 고, 어단어가 규칙 이면서 고빈도일 경우에 어단어 명명이 가장 좋은 수

행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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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규칙단어발화가 불규칙단어발화에 비해 유의미하게 

좋은 수행을 보 다. 따라서 규칙단어와 불규칙단어 산출 간 수행차이가 존재했던 

기존의 어 모국어화자를 상으로 한 명명과제 결과에 비되는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만의 특수한 차이 은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실험에서도 어 모국어화

자가 단어를 읽을 때의 수행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 규칙단어의 산출이 불규칙 

단어의 산출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더 빠르고 정확한 수행을 보 기 때문이

다(Glushko, 1979; Jared, McRae, & Seidenberg, 1990). 이는 기존 한국어- 어 이 언어

화자를 상으로 단어명명과제를 수행했을 때 GPC에 따른 규칙성 효과를 보 다

는 기존의 행동  결과와도 부합되는 결과이다(이윤형, 여명선, & 남기춘, 2001; 이

윤형, 이재욱, 황유미, 정유진, & 남기춘, 2000). 따라서 본 과제의 결과에 따라, 한

국어- 어 이 언어화자가 L2 단어를 발화할 때에도 역시 GPC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과제 2. 각운 단 과제(rhyme judgement task)

목

어에서 음 은 하  단 인 성(onset)과 각운(rime)단 로 나뉘고, 각운은 다

시 성(nucleus)와 종성(coda)로 나뉜다. 를 들면, 단어 pan/pæn/은 성인 /p/와 각

운인 /æn/으로 나뉘고, /æn/은 다시 성인 /æ/와 종성인 /n/ 음소로 나뉘는 것이다

(Blevins & Goldsmith, 1995; Bryant, maclean, Bradley & Crossland, 1990; Spencer, Schuele, 

Guillot, & Lee, 2008; Treiman & Zukowski, 199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운(rhyme)은 

단어의 하 수 으로써 단어 끝 부분의 음소패턴(pattern)을 지칭하는 하 음운 단

를 의미한다(Backman, Bruck, Hébert, & Seidenberg, 1984). 본 과제에서는 자극으로

써 1음  어 단어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첫 음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리가 

동일할 경우에 라임으로 단하도록 지시하 다. 를 들어, 단어 greet/ɡri tː/는 단

어 neat/niːt/와 단어 끝 부분의 음소 패턴(/iːt/)이 동일하다. 한 chef/ʃef/와 

deaf/def/ 역시 첫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소리 패턴(/ef/)이 동일하다. 따라서 greet-n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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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deaf와 같은 단어 을 각운을 이루는 으로, mint/mɪnt/-rent/rent/ 혹은 

share/ʃeər/-snore/snɔ rː/와 같이 단어 끝 부분의 음소패턴(/ɪnt/-/ent/, /eər/-/ɔ rː/)이 다

른 단어들을 각운이 되지 않는 단어 으로 분류했다.

과제 2에서는 단어 의 GPC 규칙 특성이 각운 단과제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어 모국어화자를 상으로 한 각운연구에 따르면, 규칙 

단어  조건에서 불규칙 단어  조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각운여부를 단한다

(Backman et al., 1984; Seidenberg & Tanenhaus, 1979). 이처럼 어 모국어화자와 마

찬가지로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각운 단과제 수행에서도 읽기 규칙성에 따

른 수행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실험 2를 진행하 다.

참가자

과제 1과 동일한 참가자들이 과제2에 참가하 다.

자극

총 120 (240단어)의 1음  어 단어가 각운 단 과제의 자극으로 사용되었으

며 제시된 모든 단어의 자소 수는 평균 4.4자(3-6) 고 하나의 단어 (word pair)으

로 제시된 두 단어 간 자소수의 차이는 평균 0.5(0-2)자 다. 시각 으로 제시된 단

어의 음소를 단하는 본 각운 단과제의 특성 상, 각운 부분에 해당하는 자소들

의 시각  배열(문자열, letter string)은 수행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Seidenberg & Tanenhaus, 19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으로 제시되는 모든 단

어 에서, 각 단어들의 각운 부분 문자열이 서로 다를 경우로 조건을 통제한 

뒤 각운 단과제를 진행하 다. 즉, 단어에서 음운 으로 각운이 되는 부분의 

자소가 동일하지 않도록 단어 을 조작하 다. 즉, ‘flea/fliː/-ski/skiː/’ 혹은 

‘mint/mɪnt/-rent/rɛnt/’와 같이 각운부분이 각각 ‘ea’와 ‘i’, ‘int’와 ‘ent’로 서로 다

른 문자열을 이루고 있는 단어 만을 사용하 다. ‘greet/ɡri tː/-meet/mi tː/’ 혹은 

‘bough/baʊ/-cough/kɔf/’과 같이 각운부분이 ‘ee’와 ‘ough’로 서로 동일한 은 자극으

로 사용하지 않았다. 과제1에서와 같이, 모든 단어자극은 평정척도에서 극단값(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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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6.5이상)들을 제외한 단어(평균 4.6 , 2-6.6)들로서만 구성되었다.

제시되는 단어 의 GPC 규칙 특성(regularity)에 따라서, 그리고 두 단어의 각운 

일치-불일치 여부에 따라서 4가지 실험 조건과 filler 조건으로 구성하 다. 실험 2

의 자극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제시되는 단어 의 GPC가 모두 규칙 이며 각

운이 일치하는 ‘규칙_각운(+)조건(regular word pair_rhyme condition)’, (2) 제시되는 단

어 의 GPC가 모두 규칙 이나 각운이 불일치하는 경우인 ‘규칙_각운(-) 조건

(regular word pair_non-rhyme condition)’, (3) 제시되는 단어 의 GPC가 모두 불규칙

이며 각운이 일치하는 ‘불규칙_각운(+)조건(irregular word pair_rhyme condition)’, (4) 

제시되는 단어 의 GPC가 모두 불규칙 이며 각운이 불일치하는 경우인 ‘불규칙

_각운(-)조건(irregular word pair_non-rhyme condition)’, (5) Filler로서는 자소-음운 규칙-

불규칙 단어 인 동시에 각운이 일치되는 자극과 각운이 일치되지 않는 자극으로 

구성하 다( 시: due−view, grand-doubt). 실험자극으로 각 조건 당 20개의 단어

이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의 빈도 평균, 친숙도 평균 수, 자소이

웃단어개수 평균, 음운이웃단어개수 평균, 실제 사용되었던 자극의 시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규칙 조건 불규칙 조건

각운(+) 각운(-) 각운(+) 각운(-)

W1 W2 W1 W2 W1 W2 W1 W2

실제자극 시 greet neat mint rent chef deaf share snore

빈도평균(CELEX) 18.48 25.32 22.93 26.11 43.13 63.55 57.19 42.49

친숙도평정 수 4.65 4.78 4.63 4.19 4.39 4.60 4.60 4.43

자소이웃단어개수 7.3 8.15 7.35 6.55 4.55 7.25 7.2 7.65

음운이웃단어개수 17.85 19.45 15.75 14.45 20 22.15 13.55 17.2

참조: 제시된 단어 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단어(W1)와 두 번째로 제시되는 단어(W2)의 

실험 조건별 자극 특성

표 3. 과제 2에 사용된 단어 의 자극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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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차

시작 , 참가자들에게 본 과제에서 사용한 각운의 개념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자, 각운(+)조건과 각운(-) 조건에 해당하는 연습 단어들로 15회의 연습 시행을 거

쳤으며 연습 시행 후에도 각운 단과제를 생소하게 느끼는 실험 참가자의 경우는 

추가 인 연습시행의 반복을 통해 과제에 해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시행에 임하

도록 하 다. 응시 (‘+’)가 450ms 동안 제시되고 그 이후에 자극단어 이 동시에 

제시되었으며(Tree, Longmore, & Besner, 2011),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어 

단어 이 제시되면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제시된 두 단어들의 각운 일치-불

일치 여부를 단하여 ‘Yes’ 혹은 ‘No’ 버튼(response box-a PST serial response Box 

Model 200A)을 르도록 지시 받았다. 본 실험에서는 목표자극 제시 이후 5,000ms

까지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측정하 다.

설계  분석

본 과제는 제시된 단어 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각운 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2 규칙성(규칙, 불규칙) × 2 각운(각운+/-)의 2요인 반복측

정 분산분석 설계로 구성되었다. 참가자 내 변인으로, 단어 의 각운 계여부에 

따른 각운변인과 자소와 음소 간 변환특성이 규칙 인지 불규칙 인지를 알아보는 

규칙성 변인이 사용되었다.

결과

총 40명이 각운 여부를 단할 때 걸리는 RT와 오답반응비율이 분석에 사용되

었다. 반응시간의 경우에는 평균을 심으로 상하 2 표 편차 범 를 벗어나는 반

응들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고(3.43%), 실험의 측정값들을 IES로 변환한 후 분

석하 다. 각 조건에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ANOVA)을 실시하 으며 표 

4는 과제2의 각 조건별 평균과 표 편차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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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조건 불규칙 조건

각운(+) 각운(-) 각운(+) 각운(-)

IES 평균 1513 2390 1784 2091

IES 표 편차 684 2269 709 1757

RT 평균(ms) 1088 1164 1116 1138

오답비율 평균(%) 23.5 30.8 37.75 29.75

표 4. 과제 2의 각운 조건 간 평균 IES 값, 표 편차, 반응시간  오류율

각운 일치-불일치 여부와 규칙성을 변인으로 하는 2요인 설계의 분석 결과, 규

칙성에 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각운변인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

고[F1(1.42)=5.325, MSE=14019342.58, p<.05, η2=.120] 각운여부와 규칙성 간 상호

작용 역시 나타났다[F(1.39)=6.747, MSE=3249097.942, p<.05, η2=.147]. 이에 따라, 

각운조건과 각운이 아닌 조건에서 Bonferroni로 조정된 사후분석을 진행한 결과, 

각운조건에서는 GPC가 규칙 인 어 단어 에서 규칙성 효과를 보 다

[t(39)=31.249, MSE=1471969.217, p<.001, Cohen’s d=0.39]. 반면에, 단어 의 각운

이 불일치하는 조건에서는 GPC 규칙성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본 각운 단과제를 통해 자극단어들의 GPC 규칙 특성이 각운여부를 단하는 

수행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운(+) 조건 내에서, 어단어의 

규칙 인 조건(GPC가 규칙 인 단어 )에서의 수행이 불규칙 조건(GPC가 불규칙

인 단어 )보다 빠르고 정확하 다. 각운(-) 조건에서는 이러한 GPC 규칙 특성

에 따른 조건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규칙 단어 과 불

규칙 단어  수행의 표 편차가 무 커서, 조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에게 있어 각운수 에서의 L2( 어)읽기처리는 L1(한국

어)의 읽기처리와는 비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는 그 언어  특성에 따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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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단어 산출의 표상 단 가 음 체이기 때문에 각운은 한국어 읽기에서 필수

인 처리단 가 아니다(Kang et al., 2012; 권유안 & 남기춘, 2011; 권유안 et al., 

2006; 김선미 & 남기춘, 2010; 남기춘 et al., 1997; 박 수 & 이만 , 2004; 배성  

& 이 오, 2010; 이 오 & 박 수, 1997). 반면 어는 성과 각운체의 구조를 가

지기 때문에 각운은 단어읽기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Bradley & Bryant, 1985). 언

어발달  측면에서도 어의 각운은 의식 인 주의(conscious attention)가 따로 필요 

없이 아동들도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 단 로 여겨진다(Cardoso-Martins, 1994). 따라

서 어모국어화자의 언어 학습 과정에서 각운 단 의 읽기 학습은 자소단 의 읽

기 학습에 선행되고, 언어발달 기의 각운(end rhyme)과 두운(alliteration) 인식능력

은 이후의 읽기 능력발달과 련성이 높다(Morais, Cluytens, & Alegria, 1984). 즉. 각

운수 의 처리가 요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어단어 읽기처리과정에서 각운

의 처리는 상 으로 더 요한 처리단 인 것이다.

과제2에서 나타난 규칙단어 의 각운 단수행이 불규칙단어 의 각운 단보다 

유의미하게 좋았다는 결과는 어 모국어 화자의 각운 단과제 수행결과와 유사한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어 모국어화자는 각운이 되는 조건에서는 규칙조건의 수

행이 불규칙조건의 수행보다 좋았고, 각운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이와 반 되는 

양상을 보 다(Bryant, MacLean, Bradley, & Crossland, 1990; Pattamadilok, et al., 2015; 

Seidenberg & Tanenhaus, 1979). 어모국어 화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실험에 참

여한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 역시 하 단어수 인 각운 수 에서도 GPC 규칙 

특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운단 가 한국어 읽기에서 필수 인 처

리단 가 아닌 을 고려할 때, 과제2에서 나타난 규칙성 효과를 통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도 GPC 규칙을 사용하여 어 규칙단어 읽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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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음소 제거 과제(phoneme deletion task)

목

음소(phoneme)는 의미를 구성하는 음성체계상의 최소단 를 뜻한다. 를 들면 

pan/pæn/과 fan/fæn /은 /p/와 /f/음소만으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때의 /p/와 

/f/가 음소에 해당한다. pan/pæn/과 pin/pɪn/의 경우에도 /æ/와 /ɪ/ 음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pin/pɪn/과 pill/pɪl/ 역시 /n/과 /l/ 음소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Blevins & Goldsmith, 1995; Bryant et al., 1990; Spencer, Schuele, 

Guillot, & Lee, 2008; Treiman & Zukowski, 1991).

본 음소제거과제는 어단어에서 특정한 자소 하나를 빼고 발음하도록 지시하

다(Ehri & Wilce, 1980; Nation & Hulme, 1997; Spencer et al., 2008). 어 모국어화

자를 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각운 수 에서보다 음소 수 에서의 수행이 단

어 읽기능력과 더욱 한 련이 있다고 보고한 이 있으며, 음소제거능력이 

읽기능력에 해 최  71%까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Bryant et al., 

1990).

기존 어 모국어화자 연구에 따르면, 자소를 다른 음소로 체하는 과제

(phoneme blending task), 음소를 제거하는 과제(phoneme deletion task), 음소를 추가하

는 과제(phoneme addition task) 등의 과제에서도 역시 일 된 규칙성 효과가 보고되

고 있다 (Bradley & Bryant, 1978; Bradley & Bryant, 1983; Pennington, Orden, Smith, 

Green, & Haith, 1990; Perin, 1983; Shapiro, Nix, & Foster, 1990; Wagner, Torgesen, & 

Rashotte, 1994). 즉, 어 모국어 화자도 음소처리과제(blending task, deletion task, 

addition task 등)를 수행할 때에도, GPC 변환 규칙 특성의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 한 어 모국어화자와 마찬가지로 하

단어수 인 음소수 에서 음소제거과제를 수행할 때에 GPC 규칙 특성에 따른 

수행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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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과제 1, 2와 동일한 참가자들이 실험 3에 참가하 다.

자극

총 100개의 1음  어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제시된 모든 단어의 자소 수는 평

균 4.6자(3-7)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단어자극과 실험 참가자들이 자극에 한 

반응으로서 발화해야 하는 모든 단어들은 본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40명의 학생

(평균나이 23.8세)들이 단어에 한 친숙도를 7 -척도로 평정한 후, 평정척도에서 

극단치 값(2.5이하, 6.5이상)들을 제외한 단어(평균 4.6 , 2-6.6)들로만 구성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단어들의 규칙성(regularity) 변인에 따라, 규칙단어  조건, 불

규칙단어  조건, 규칙단어와 불규칙 단어가 하나씩 있는 filler1, 2 조건으로 구분

하 다. 표 5에 조건에 따른 제시 자극과 상반응의 시와 특성이 나타나 있다.

규칙 조건 불규칙 조건

제시단어 상반응 제시단어 상반응

실제 자극 시 free “fee” where “were”

빈도평균(CELEX) 121.7 579.7 250.1 1131.5

자소이웃단어개수 6.1 12.2 4.0 9.2

음운이웃단어개수 14.4 23.6 15.8 20.6

친숙도 평정 수 5.05 5.18 4.94 5.26

표 5. 과제 3에서 제시된 단어자극과 상 반응자극의 특성

방법  차

본 실험은 단어의 자소(letter)를 제거하는 실험으로써,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어 단어와 자소(alphabet letter) 하나를 보고, 제시된 단어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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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벳을 제거한 단어를 발음하도록 지시 받았다. 를 들어, free와 r이 제시되면, 

실험 참가자들은 free라는 단어에서 자소 r을 제거한 단어형태인 fee를 발음하는 과

제이다(그림 1). 먼  응시 (‘+’)이 450ms 동안 제시되고, 그 이후에 목표단어와 

그 단어 하단에 제거해야 하는 자소가 같이 제시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

은 자극 제시 이후 5,000ms까지 측정하 다. 참가들은 모두 20회의 연습 시행 후 

120회의 본 시행에 임하 으며, 필요한 경우 20회의 연습시행 이외에도 추가 인 

연습시행의 반복을 통해 실험 과정에 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본 시행을 실시하

다. 실험 참가자들의 발화는 참가자의 동의 하에 모두 녹음 되었고, 녹음된 자료

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반응이 명백한 오답일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림 1. 과제 3에서 사용된 자극과 상되는 반응에 한 시

설계  분석

본 과제에서는 제시된 단어와 발화해야 하는 단어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자소 

탈락 과제 수행 시, 어떠한 행동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해 두 개의 

GPC 조건에 한 t-test 설계로 분석을 진행하 다. 첫 번째 GPC 조건은 규칙단어

에서 자소가 탈락하더라도 규칙 으로 발음되는 단어조건이었으며, 두 번째 GPC 

조건은 불규칙단어에서 자소가 탈락하더라도 불규칙 으로 발음되는 조건이었다. 

RT와 오답반응비율을 분석하 으며, 목표자극이 제시된 후로부터 5,000ms 이상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고 오답반응으로 간주하 다. 최종 분석에는 RT와 반응에 한 

정확도를 모두 고려하여 효율성을 나타내는 계산 값인 IES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

으며, 각 조건에 한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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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앞선 과제와 마찬가지로 실험 참가자 40명의 RT와 오답반응비율을 분석하 다. 

반응시간의 경우에는 평균을 심으로 상하 2 표 편차 범 를 벗어나는 반응들을 

분석에서 제외하 고(3.05%), 실험의 측정값들을 IES 수치로 변환한 후 분석하 다. 

각 조건에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ANOVA)을 실시하 으며, 실험 3의 각 

조건당 평균과 표 편차 값이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규칙단어조건 불규칙단어조건

평균 1954 2107

표 편차 553 620

RT 평균(ms) 1595 1569

오류율 평균(%) 17.1 23.6

표 6. 과제 3의 조건 간 평균 IES 값과 표 편차

규칙성 조건에 따른 음소제거과제 수행에서 행동학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규칙성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규칙과 불규칙 조건 

간 주효과가 나타났으며[F1(1,39)=7.820, MSE=472389.860, p<.01, Cohen’s d=0.31] 

GPC 특성에 따라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논의

본 음소제거과제 분석 결과, GPC 규칙특성에 따른 차이(p<.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L2 읽기규칙특성이 본 음소제거과제의 수행에도 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칙단어의 음소를 제거한 후 규칙단어를 발화하

는 규칙조건의 수행이 불규칙조건의 수행보다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좋은 수행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앞선 두 과제(단어명명과제, 각운 단과제)의 

결과와 부합하며, 어 모국어화자가 음소제거과제에서 보인 규칙성 효과와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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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상통한다.

과제3(음소제거과제)의 자극들에는 제시된 단어의 두자음군에 속하는 자소를 

제거하는 경우( : 목표단어 ‘free’에서 자소 ‘r’을 제거하는 경우)와 간자소가 되

는 경우( : 목표단어 ‘toy’에서 자소 ‘y’을 제거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실험 참가자는 단어에서 제거해야하는 자소가 단어의 간에 치할 때 

두자음군을 제거해야 할 경우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 수행에 규칙성 조건보다도 

더 큰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과제3에서 사용한 자극 , 제거해

야 할 자소의 치가 단어의 간자소일 경우의 자극시행(규칙조건: 23시행, 불규

칙조건: 21시행)만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 다. 하지만 간 자소를 제거하는 경우

의 시행만을 상으로 추가분석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두자음군을 포함하여 분

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F1(1,39)=5.758, p<.05].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가 

단순히 조건 간 수행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 효과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

다.

음소제거과제는 제시된 체단어에서 특정 자소를 제거한 후 남은 자소들의 조

합에서 음소를 보다 극 으로 조작하여 발화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어의 

GPC 규칙 활용을 더욱 요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제에서도 규칙성효

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도 어 단어를 읽을 때 GPC 규

칙의 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이 언어화자가 L2 단어를 읽을 때 단어

수 뿐만 아니라 하 단어수 에서도 음운표상이 이루어진다는 BIA+의 주장을 고

려하면, 과제3의 규칙성 효과를 통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하 단어수 에

서의 음운표상  발화에도 GPC 규칙 특성이 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PC 규칙 특성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하 단어수 의 

음운표상에 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체논의

본 연구는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를 상으로 GPC 규칙성이 어 단어 읽기 

과정의 체 단어 수 , 각운 수 , 음소 수 에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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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 단어 명명과제에서는 고빈도 단어자극과 빈도 단어자극 모두에서 규

칙성 효과가 나타났고 빈도 조건에서 규칙성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운 단과제와 음소제거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성 

효과가 나타나, 단어 읽기의 세 가지 수 에서 모두 GPC 규칙 특징이 L2 어단

어 읽기과정에 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단어수 의 명명과제(과제1)에서 명확히 나타난 규칙성 효과와 빈도와 규칙성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들이 L2 단어 발화에서 단어의 읽

기규칙특성에 따라 수행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에 밝 진 모국어화자

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규칙 단어의 수행이 불규칙 단어의 수행보다 좋았으며, 

고빈도에서보다 빈도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어 모국어 화자의 규칙

성 효과는 규칙단어와 불규칙 단어의 읽기 처리 시, GPC 규칙의 용 유무에 따

른 산출 과정에 의한 차이에서 기인한다(Coltheart, 1978). 하지만 본 실험에서 나타

난 단어명명과제에서의 규칙성효과가 어 모국어화자에게서 나타난 효과와 동일

한 메커니즘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 확신하기에 이르다.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에게서 보이는 규칙성 효과가 단순히 어 GPC 규칙의 용에 따른 

효과이기 보다는, 상 으로 비능숙한 어능력으로 인해 불규칙 단어의 조음방

법이 규칙단어 조음보다 어려워서 나타난 효과일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어수 보다 하 단 인 각운(과제2)과 음소(과제3)에 한 상 음운과

제(meta-phonological task)에서도 단어단 (과제1)에서 나타난 규칙성 효과가 발생했

다는 결과는 본 실험에 참가한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가 단어 특성(규칙/불규

칙)에 따라 단순 조음차원이 아닌 질 으로 구별되는 수행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시사한다. 특히 과제2는 과제 특성 상 직 인 발화가 필요하지 않은 단과

제이기 때문에 단어단 에서 나타난 규칙성 효과가 단순히 조음상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다. 이는 이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

를 상으로 한 실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윤형 외 4인(2000)은 단어의 발

화과정이 필수 인 단어 명명과제뿐 아니라 단어 발화과정이 필요 없는 어휘 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 LDT)에서도 규칙성 효과가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실험 결

과에서 나타난 규칙특성이 단어를 발음하는 조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어

휘 근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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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과 같은 음소단  처리능력을 요구하는 과제가 어모국어 화자의 어단

어읽기를 가장 잘 측하는 변인임을 고려하 을 때, 과제3의 규칙성 효과는 단어

읽기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효과(과제1의 규칙성 효과)와 매우 연 성이 높을 것으

로 측된다. 단어 내의 자소들을 처리하는 과제의 수행능력과 체단어 읽기 간 

상 이 매우 높다는 근거는 알 벳 체계를 사용하는 언어들 간의 공통  특성

(universal predictor)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Ziegler, Bertrand, Tóth, Csépe, Reis, Faísca, 

& Blomert, 2010) 특히 어 모국어화자를 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음소단

의 처리능력이 각운단  처리능력보다 어 모국어 화자의 단어읽기를 가장 잘 

측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Castles & Coltheart, 2004; Hulme et al., 2002; 

Melby-Lervåg, Lyster, & Hulme, 2012; Muter Hulme, Snowling & Stevenson, 2004; Muter, 

Hulme, Snowling & Taylor, 1998; Stuart, 1990).

이에 따라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과제 1, 2, 3 간의 상 분석을 실시

하 다. 상 분석은 Hulme, Goetz, Gooch, Adams 그리고 Snowling(2007)의 어 모국

어 화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칙-단어의 읽기와 불규칙 단어의 읽기에 한 

과제들 간 상 이 다르다는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진행된 과제들 역시 규칙과 

불규칙 조건들을 구분하여 상 을 분석하 다. 앞서 제시된 과제 1, 2, 3의 결과 

규칙과 불규칙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규칙단어와 불규칙 단어

의 산출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토 로, 각 과제의 규칙 조건과 불규칙 

조건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과제 간 상 분석 결과, 규칙과 불규칙 조건들 모두에서 각운 단과제(r=.552)가 

음소제거과제(r=.513)보다 명명과제와의 상 이 더 높았다. 체 으로 규칙 조건

에서의 상 이 불규칙조건에서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 동일과제 내의 상

이 체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규칙단어명명의 경우, 불규칙단어명명(r=.585)보다 

규칙각운 단(r=.606)과의 상 이 높게 나타났다. 불규칙 각운 조건의 경우에는 

규칙단어읽기와의 상 (r=.552)보다 불규칙단어 읽기와의 상 (r=.576)이 높게 나

타났다. 특이한 은 불규칙각운 단과 불규칙음소제거 간 상 은 나타나지 않았

으나, 규칙음소제거와는 상 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 불규칙음소제거와 규칙

단어명명(r=.513)이 불규칙음소제거와 불규칙단어명명 간 상 (r=.436)보다 크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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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규칙단어명명 1 . 585** .606** .552** .581** .513**

2 불규칙단어명명 .585** 1 .585** .576** .505** .436**

3 규칙각운 단 .606** .585** 1 .903** .432** .402**

4 불규칙각운 단 .552** .576** .903** 1 .365* .262

5 규칙음소제거 .581** .505** .432** .365* 1 .770**

6 불규칙음소제거 .513** .436** .402** .262 .770** 1

**p<.01, *p<.05

표 7. 명명과제, 각운 단과제, 분 과제의 규칙, 불규칙 조건들 간 상 분석 결과

의 상 분석 결과는 음소제거과제와 규칙단어 읽기 간 상 이 불규칙단어 읽

기보다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모국어화자를 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에 부합

하는 것으로 보인다(Warmington & Hulme, 2012). 이는 음소제거과제의 수행 시, 참

가자들이 GPC 규칙에 의한 수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각운

단과제와 단어명명과제 간 높은 계성은 어 단어읽기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변인이 음 (syllable)이 아닌 음소(phoneme)인식 변인이었다는 조증열 & 이강은(2004)

의 결과와 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본 연구는 조증열 & 이강은(2004)의 연구와

는 조 으로 각운단 (각운 단과제)와 음소단 (음소제거과제)를 비교했다는 

에서 차이 이 있다. 한 읽기 규칙성 변인을 추가하여 L2 GPC 규칙특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보다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어단어 읽기처

리과정의 단 를 좀 더 세분화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단어명명과제와 각운 단과제 간 상 이 음소제거

과제 간 상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이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치된다. 어 

모국어화자나 는 어를 L2로 구사하는 이 언어화자를 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결과에서는, 자소 혹은 음소 단 에서의 인식능력이 각운수 보다 어 단어 

읽기를 언하는 강력한 측요인(predictor)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Høien, Lundberg, Stanovich, & Bjaalid, 1995; Nation & Hulme, 1997). 본 연구의 결과

는 선행연구와는 조  결과를 보 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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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각 과제에서 나타난 규칙성 효

과가 L2 GPC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L1 GPC에 기반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 참가한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L2 사용 능

숙도가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어 모국어화자 는 이 언어화자의 언어사용 능

숙도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상 연구 결과를 통해, 각 과제에서 나타난 각각의 규칙성 효과가 L1 

GPC에 기반한 효과차이 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BIA+ 모델에 따르면, 이 언어

화자들이 L2 단어를 발화할 때, L1의 GPC 역시 연합되어 L2에 응되는 L1의 소

리와 자가 같이 표상된다(Diklstra & Van Heuven, 2002). 한 한국어 단일언어화

자의 한 단어의 재인 시에도 음운 규칙성 효과가 발견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박

권생, 1996; 이 오, 1996; 이윤형 et al., 2001; 이윤형 et al., 2000)와 한국어 단어는 

음 단 로 처리된다는 선행연구(Kang et al., 2012; 권유안 & 남기춘, 2011; 권유안 

et al., 2006; 김선미 & 남기춘, 2010; 남기춘 et al., 1997; 박 수 & 이만 , 2004; 배

성  & 이 오, 2010; 이 오 & 박 수, 1997)를 고려해 볼 때, 상 으로 음소보

다 더 큰 단 인 각운단 를 처리하는 과제와 단어명명과제 간 상 이 더 높았다

는 에서 L1 GPC 향에서부터 기인한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문자체계는 알 벳이 아닌 한 을 사용하기 때문에 L2 자극이 시각  문자로(visual 

form) 제시되는 본 실험에서 알 벳 문자를 보고, L1 GPC와 연합시키기는 매우 어

려웠을 것으로 유추된다. 일본어- 어 이 언어화자의 경우 알 벳 문자체계를 사

용하지 않고 음 단 인 모라(mora)가 읽기단 로 사용되는데, 이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L2 어 음소 인식과 모국어인 일본어의 GPC 특성과는 계가 없었다는 

결과는 의 추측에 힘을 실어 다(Kureta, Fushimi, & Tatsumi, 2006; Nakayama, 

Sears, Hino, & Lupker, 2012).

규칙단어명명과 규칙단어각운 단 간 높은 상 성에 한  다른 가능성으로

는 L1 GPC와는 무 한 목표언어(L2)에 한 언어 사용 능숙도에 따른 향이라고

도 볼 수 있다. 각운 단과제에서의 GPC(grapheme to phoneme conversion: 자소 음소 

변환)와 단어명명과제에서의 GPC 간 상 이 음소제거과제에서의 GPC보다 더 높다

는 결과는 성인 어 모국어화자의 결과와 치되는 부분이지만(Adams, 1994; Costa 

et al., 2003; Høien et al., 1995) 읽기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동 어 모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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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각운 단과제의 수행능력과 단어읽기 수행 간 상

을 나타나기도 한다(Bryant et al., 1990). 한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각운 단

과제의 수행능력과 단어읽기 간 상 이 어드는 양상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Cardoso-Martins, 1994; Juel et al., 1986). 어에 한 능숙도가 상 으로 

낮은 아동의 경우에는 각운 단능력이 단어읽기에 있어서 여 히 요한 요소이지

만 언어학습이 차 완성되어 가면서 각운 단능력과 단어읽기 간 상 보다는 음

소처리능력과 단어읽기와의 상 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를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해외 거주경험, L2를 처음 습득한 나이, 

공인 어성 (토익 850  이하 혹은 TEPS 2등 이하), L2에 한 자가평가 수

(100 을 기 으로 30  이상 70  이하) 등을 통해, 사 에 L2의 능숙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를 배제하고, L2에 상 으로 비능숙한 참가자를 상으로 실험

을 진행하 다. 어에 한 능숙도가 높지 않고, 목표언어(target language)가 모국

어가 아닌 L2 으며 EFL 환경에서 L2를 학습했다는 들을 고려할 때, 본 실험 참

가자들의 언어사용 능숙도는 성인 어 모국어화자보다 아동 어 모국어화자의 

양상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즉, 어단어 명명과제(과제1)와 음소제거 과제(과제

3) 간 상 은 참가자의 L2 능숙도 향으로 인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를 상으로 한 본 실험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어- 어 이 언어화자는 L2 단어를 읽을 때, GPC 규칙을 단어수 과 하 단어수

에서 모두 용하여 단어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단어읽기(과제1), 각운

단(과제2), 음소제거(과제3)과제들에서 나타난 규칙성 효과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특히 직  발화가 불필요한 과제2에서 나타난 규칙성 효과를 통해 규칙성 효과가 

단순히 조음과정에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GPC 규칙의 용으로 인한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어 모국어-화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어읽기과

제와 음소단 의 처리를 요하는 과제 간 상 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과제 

1, 2, 3 간 상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단어명명과제와 각운 단과제 간 상 성이 음

소제거과제와의 상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 단어 읽기과정에서 어 어 

모국어화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는 달리 각운수 의 단 가 어단어읽

기를 가장 잘 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실험에 참여한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의 L2 능숙도에 따른 향도 있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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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된다. 비록 어단어를 읽을 때 작용하는 측요인이 기존 어모국어화자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본 연구결과는 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 

언어화자도 어단어 읽기과정에서 L2 GPC 규칙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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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eme-to-Phoneme Conversion Regularity Effects

among Late Korean-English Bilinguals

Dahee Kim        Yeonji Baik        Jaehee Ryu        Kichun Nam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grapheme-to-phoneme regularity effect among late Korean-English 

bilinguals by using whole word level task (lexical processing) and two meta-phonological 

tasks(sub-lexical processing): [1] English word naming task(whole word level), [2] rhyme 

judgement task(rhyme level), and [3] phoneme deletion task(phoneme level). Forty-three late 

Korean-English bilinguals participated in all three tasks. In these tasks, participants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regular word conditions compared to irregular word conditions, 

demonstrating a clear English regularity effect. Post-hoc correlational analysis revealed strong 

correlation between word naming task and rhyme judgement task,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sults reported with English monolinguals. The contradicting results might be due to 

the relevantly low English proficiency level among late Korean-English bilingual speaker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late Korean-English bilinguals make use of L2 

grapheme-to-phoneme conversion (GPC) rule when reading L2 English words.

Key words : Korean-English bilinguals, grapheme-to-phoneme conversion rule, regularity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