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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세음 이 있는 8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원어민과 한국 학생들 사이의 모음발음 길이를 스펙트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에 비교분석한 실험  연구이다. 이 실험을 하여 20명의 한국인 피 실험자들이 8개의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들을 발화하고 녹음하 으며, 음향  특질들은 Praat 소 트웨어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하 으며 그 결과를 통계분석 하 다. 분석결과, 8개의 강세모음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7개의 강세모음에

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 다. 두 실험집단 간 실험결과를 보면, 제1음 에 강세가 있는 모음들은 모두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에서 wonderful과 glasses의 강세음 에서는 유의미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

히 어 모음 /æ/의 발음에서는 원어민이 한국인집단보다 훨씬 큰 길이로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어교육 장에서 외국인어투의 개선을 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키워드 : 모음발음 길이, Praat 소 트웨어, 스펙트로그램, 강세음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he vowel lengths of the eight stressed syllable 
vowels among the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the English native speakers. To do this English  sentences 
were uttered and recorded by twenty Korean subjects. Acoustic features were measured from a sound 
spectrogram with the help of the Praat software program and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Fro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I was able to find out that the differences of the lengths of the first syllable stressed 
vowels were significant. Especially in the pronunciation of the English front low vowel /æ/, native subjects 
pronounced significantly longer than Korean subjects, and this result could be used as a teaching material in 
pronunciatio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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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 강세음 의 발음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진

행되어오고 있으며, 특히 어모음에 한 한국인과 원

어민 사이의 발음비교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다

[1]. 단어 내에서의 강세음 의 올바른 발음은 강세박자

언어인 어의 발화에 있어서 요한 요소이며, 외국인

어투를 일 수 있는 방법들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 의 한 방법으로 강세 치가 각

각 제1음 과 제2음 에 달리 치하는 8개 단어들을 선

정하여 그 단어들을 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문장 내에서의 단어들의 발음 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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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 치별 음 의 발화길이 차이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될 어표 과 원어민의 음성자료는 학에

서 어회화교재로 사용하는 Person to Person 2의 Unit 

1 화지문과 그 교재에 딸린 CD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2]. 화지문을 이용하여 20명의 한국인 학생들을 피 

실험자로 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한 후에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실험을 통해 얻어

진 음성 일의 분석을 해 Praat 소 트웨어 로그램

을 이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강세음 의 모음길이를 

측정하고자한다. 길이의 측정 시에는 음성학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스펙트로그램을 통한 시각 인 방법[3]과 귀로 

확인하는 청각 인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발화길이를 가지고 실험에 참가한 체 피 실험

자들의 평균을 구한 후에 이 수치를 원어민화자의 발화

길이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통계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인 피 실험자가 20명인데 비하여 원어민의 피 실험

자는 CD음성 일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분석방법

으로 일표본 검증(one sample t-test)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통계를 통해 얻어진 통계분석결과를 분석하고 해

석함으로써 한국인 피 실험자집단의 어강세음  발음

특성을 원어민의 특성과 비교하여 외국인어투가 나타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인 피 실험자들의 어모음에 

한 외국인어투연구[4]와는 실험자료와 실험방법을 달

리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요한 

주제로 생각하는 것은 어 공 학생들을 피 실험자집

단으로 하는 실험에서 강세음 의 발음 시 어느 정도의 

외국인어투를 보이는지와,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다면 강세 치에 따라 외국인어투가 어떻게 다른

지를 찾아보는 일이다. 이 연구의 실험결과는 어교육

장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2. 실험 

2.1 피 실험자와 녹음자료 

한국인 피 실험자들은 남서울 학교 어과 음성학수

업을 수강하고 있는 서울 경기지역 출신의 20명의 한국

인화자로 선정하 으며, 실험에 사용될 단어와 문장은 

옥스퍼드 학교 출 국에서 출간된 Person to Person 2

의 Unit 1의 화내용으로 하 다. 이 책에는 원어민화자

의 발음이 오디오CD에 담겨 있어서 한국인 피 실험자집

단과 원어민의 발음특성을 분석하는 음성실험 자료로 

합할 뿐 아니라 화의 지문이 실용 이어서 자연스런 

구어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편, 한국

인 피 실험자 집단이 20명의 화자임에 비하여 원어민의 

발음은 CD를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통계분석의 기법

은 일표본 t검정을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나온 수치를 

분석의 상으로 하 다. 연구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8개

를 상으로 하 으며, 이들은 각각 제1음 에 강세모음

이 있는 단어가 4개, 제 2음 에 강세모음이 있는 단어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음 에 강세모음이 치한 단

어로는 festival, wonderful, recognize, glasses이며, 제 2

음 에 강세모음이 치한 단어로는 before, familiar, 

computer, remember이다. 피 실험자들에게는 화의 지

문을 자연스럽게 말하거나 읽을 때에 녹음하게 하 다. 

피 실험자들에게는 녹음에 앞서 실험자료를 충분히 익힌 

후에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오디오를 통

해 실험자료를 읽고 녹음하게 하 으며, 녹음한 내용을 

mp3 일로 장하여 그 일을 제출하게 하 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피 실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녹음 일에

서 실험 상의 단어를 발췌하여 강세음 모음의 발화길

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 다. 

2.2 실험자료 

실험지문으로는 person to person 2의 unit 1의 화지

문을 사용하 으며, 구체 인 어문장은 다음과 같다. 

어문장 내의  친 단어들은 실험분석 상으로 사용

된 단어들이다. 피 실험자들은 2인 1조가 되어 서로의 역

할을 번갈아가며 두 번씩 어문장을 말하게 함으로써 

결국 피 실험자들 모두 체의 내용을 발화하게 하 다. 

녹음에 앞서 피 실험자들에게 어떤 단어들이 실험에 사

용되는지를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피 실험자들에게 

체 문장을 가능한 자연스럽게 발화하게 하 다. 다음은 

실험자료로 사용된 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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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s is a great film festival, isn’t it?

B: It sure is. This film looks wonderful.

A: Yes, it does. Have you been to this film     

      festival before?

B: Yes, I was here last year.

A: This is my first time. You know, you       

      look familiar. Haven’t we met before?

B: I’m not sure.

A: I think we were in the same computer      

      class last year. With Ms. Clark?

B: I remember you now!

A: My name’s Pete. Pete Wilson.

B : I’m Liz Wu. It’s good to see you again.     

      Sorry I didn’t recognize you at first.

A: Well, my hair was a lot longer then, and    

      I wore glasses.

Table 1. Words and sentences for test

2.3 실험결과

실험결과의 도출을 해, 피 실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mp3 녹음 일을 분석하 으며, 정확한 분석을 해 스펙

트로그램의 모양을 통해 모음을 구별하는 시각 인 방법

과 발음을 직  들어보면서 분석하는 청각 인 구별방법

을 병행하여 분석 상모음의 길이를 측정하 다. 그 결

과 피 실험자의 강세음 모음의 평균길이와 원어민의 평

균길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각각의 길이크기는 Table 

2와 같다.

stressed vowels natives Korean subjects
[e]  festival 0.11 0.10
[ʌ]  wonderful 0.49 0.12
[ɔ]  before 0.11 0.15
[ɪ]  familiar 0.09 0.10
[u]  computer 0.09 0.07
[e]  remember 0.07 0.09
[e]  recognize 0.10 0.08
[æ]  glasses 0.19 0.12

Table 2. The results of the lengths of the stressed vowels

                            unit: ms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발음 길이에 의하면 실험 상

인 8개의 모음길이의 크기가 원어민과 한국인 피 실험자 

사이에서 불규칙한 모습을 보여 다. 원어민의 발음 길

이가 체 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before, familiar, 

remember의 강세음 에서는 그 수치가 더 작게 나타난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느 한 집단의 발음 길이가 실

험 상인 8개모음 체 으로 크거나 작다고 말할 수 없

으며, 각각의 모음별로 그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제 1음 에 강세가 오는 단어의 강세모음 네 개와 

제 2음 에 강세가 오는 단어의 강세모음 네 개를 각각 

분리하여 평균을 비교해보면 공통 인 차이가 나타난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 1음 에 강세가 오는 단어

의 강세모음발음에서는 원어민의 발음 길이가 일정하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 4를 보면 제 2음 에 

강세가 오는 단어의 강세모음발음에서는 어느 한 집단의 

발음 길이가 일정하게 크지 않으며, 강세모음별로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음 에 따른 모음 발음길이의 차이가 

원어민과 한국인집단 사이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

는 상은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지만 본 실

험에 사용된 단어들에서는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stressed vowels natives Korean subjects
[e]  festival 0.11 0.10
[ʌ]  wonderful 0.49 0.12
[e]  recognize 0.10 0.08
[æ]  glasses 0.19 0.12

Table 3. First syllable stressed vowels

                                unit: ms

stressed vowels natives Korean subjects
[ɔ]  before 0.11 0.15
[ɪ]  familiar 0.09 0.10
[u]  computer 0.09 0.07
[e]  remember 0.07 0.09

Table 4. Second syllable stressed vowels

                              unit: ms

3. 통계분석결과와 토의

Table 2를 통해 나타난 평균길이를 일표본 t검정방법

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Talbe 5에서부터 Table 12에 걸

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wonderful, recognize, glasses, before, remember의 발음

에서 강세음 의 모음길이는 원어민과 한국인 피 실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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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유의수

 0.05에서 보면 festival, wonderful, recognize, glasses, 

before, computer, remember의 단어들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인 피 실험자집

단의 몇몇 단어들의 발음에서 외국인어투가 나타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단순한 평균길이

에서 뿐만 아니라 유의수  0.05에서 본다면 제 1음 에 

강세음 이 오는 4개의 단어들은 모두 원어민의 강세음

의 모음 발음 길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발음에서는 한국인 피 실험자들이 외국인어투를 보

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수  0.01에서 보면 

festival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3.1 피 실험자의 대상모음길이 t검정 결과

다음의 표는 실험결과의 수치를 일표본 t검정방법에 

의해 통계 분석한 것이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확연하게 외국인어투를 보이는 두 개의 강세음 모음은 

wonderful과 glasses에 있는 강세모음이다. 실험지문에

서 wonderful은 문맥상 놀람을 나타내는 표 이 가능한 

곳이므로 원어민의 강세음 의 모음길이가 길어진 것으

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glasses의 경우는 문맥

상이라기보다는 조음상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어 설

모음의 발음은 가 낮은 쪽에 치하여 이루어지며 

청각 으로도 낮은 쪽 앞에서 발음되는 것처럼 들린다

[5]. 결국 어 설 모음인 /æ/의 실험분석결과는 이

의 연구에서 지 되어 온 것처럼 원어민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교육 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6]. Table 5에서 Table 12까지는 실험 상 단어

의 강세음 모음별 t검정결과이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festival 20 .096 .020 .004

Table 5. Festival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107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festival -2.612 19 .017 -.012 -.021 -.002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wonderful 20 .115 .034 .008

Table 6. Wonderful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489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wonderful -49.157 19 .000 -.374 -.390 -.358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recognize 20 .084 .022 .005

Table 7. Recognize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101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recognize -3.387 19 .003 -.017 -.027 -.006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glasses 20 .119 .041 .009

Table 8. Glasses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191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glasses -7.960 19 .000 -.073 -.09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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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before 20 .146 .049 .011

Table 9. Before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107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before 3.553 19 .002 .039 .016 .062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familiar 20 .098 .033 .007

Table 10. Familiar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089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familiar 1.302 19 .209 .010 -.006 .025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computer 20 .071 .029 .006

Table 11. Computer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086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compute
r -2.190 19 .041 -.014 -.028 -.001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remember 20 .088 .018 .004

Table 12. Remember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073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remember 3.520 19 .002 .014 .006 .0230

3.2 피 실험자의 발음모습

다음은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강세음 의 모음

부분에 색상을 넣어 시각 으로 원어민과 한국인의 발음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제시한 그림이다. 사실 오늘날의 

연구는 음성분석 련 소 트웨어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음성특질의 분석뿐만 아니라 음성인식시스템의 정확성

을 높이기 한 연구, 그리고 실용 인 디지털 로그램

의 활용을 통한 융복합 인 연구까지 그 역이 확 되

어가고 있는 상황이다[7-10]. 본 연구에서 시도한 스펙트

로그램의 시각  구별에 기 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특징 인 세 단어의 

그림을 통하여 동일음소에 한 원어민과 한국인의 발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11]. 

Fig. 1. Spectrogram of the ‘festival’ of 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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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trogram of the ‘festival’ of Koreans

Fig. 3. Spectrogram of the ‘glasses’ of natives 

Fig. 4. Spectrogram of the ‘glasses’ of Koreans 

Fig. 5. Spectrogram of the ‘wonderful’ of natives 

Fig. 6. Spectrogram of the ‘wonderful’ of Korean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세음  발화에서 보여  수 있는 외

국인어투를 찾기 해 한국인 피 실험자집단을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 실험의 정확성을 해서 스펙트로

그램을 활용하 다. 실험결과 나타난 자료의 유의미성을 

알아보고자 일표본 t검정을 하 으며, 그 결과 

wonderful, recognize, glasses, before, remember의 발음

에서 강세음 의 모음길이는 원어민과 한국인 피 실험자 

사이에 유의수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

수  0.05에서 보면 festival, wonderful, recognize, 

glasses, before, computer, remember의 단어들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강세음 의 실험

상 모음들  일부에서 외국인어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유의수  0.05에서 본다면 제 1음 에 

강세음 이 오는 4개의 단어들은 모두 원어민의 강세음

의 모음 발음 길이가 상 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

었으며, 이는 한국인 피 실험자들이 이들 발음에서 외국

인어투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확연하게 외국인어투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두 개의 강세음 모음은 

wonderful과 glasses의 강세모음이다. wonderful의 경우

엔 실험 지문의 문맥상 강세가 커져서 강세음 의 모음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glasses의 

강세음 인 어 설 모음 /æ/의 발음을 원어민이 유의

미하게 더 크게 하는 상은 조음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모음에 한 길이차이는 조음

상의 외국인어투 상으로 단되므로 한국인 피 실험자

들의 발음상 문제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실험결과는 후속연구를 요구

하고 있다. 우선 제 1음 에 강세음 이 있는 단어의 길

이에서 보면, 실험 상인 네 개의 모음을 모두 다 한국인 

피 실험자들이 상 으로 작게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를 통계 분석한 결과, 제 1음 에 강

세가 오는 단어들의 강세음 발음에서 한국인 피 실험자

들이 유의도 0.05에서 외국인어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 2음 에 강세음 이 오는 단어의 발음

에 있어서는 단어별로 강세음 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네 

개의 단어 모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

험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한정된 자료이므로 

보다 범 한 단어와 피 실험집단을 아우르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국인이 어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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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음에서 더 크게 외국인어투를 보이는지에 한 연

구는 향후 지속 인 실험을 통해 확인해나가야 할 상황

이라고 단되며, 이러한 후속 연구가 통사 인 구조에 

의해 모음길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견해와 연계하여 이

루어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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