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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섯 개의 문장을 선정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다섯 개의 단어와 그 단어 내에 들어있는 모음들을 상으

로 하여 한국인들의 모음발음 길이를 Praat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에 원어민의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20명의 한국인 피 실험자들이 실험을 해 실험문장을 읽고 녹음하 으며, 음향  특질들은 스펙트로그램 등을 활용한 

Praat Software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통계분석 하 다. 

분석결과, 단어단 에서는 3개의 단어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5개의 모음들은 모두 그 차이가 유의미하 다. 한 

두 실험집단 간 단어와 모음발음크기 비율에 한 비교에서는 모든 단어와 모음들의 발음크기 비율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 어 설 모음인 /æ/와 어이 모음/ai/, 그리고 첫 번째 음 에 어강세모

음이 오는 경우에 그 발음 길이크기를 분석해보면 한국인 피 실험자집단에서는 외국인어투가 존재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

다.

주제어 : 모음길이, 비교분석, 스펙트로그램, Praat Software, 외국인어투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he lengths of the five words, vowels, and the ratio 
of the length of vowels to that of words among the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the English native speaker. English 
sentences were read and recorded by Korean subjects to do this experiment. The vowel lengths were measured from 
a sound spectrogram, the Praat software program, and these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I could 
easily tell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nd they were significant. In the English front low vowel 
/æ/, I was able to find out that native subjects pronounced differently from Korean subjects, and the differences were 
significant. However, the pronunciation of the English diphthong /ai/, native subjects pronounced significantly shorter 
than Korean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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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말이 있어온 시기에 비하면 이란 상 으로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자보다는 말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1]. 물론 어도 외일 수가 없으

며, 말의 특성상 에 비해서 가변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를 습득하는 원리는 그 언어에 노출

되어야하고 사용해야 한다. 즉, 모국어든 어든 특정언

어에 장시간 노출되고 그 언어를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면 언어는 로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한국인들이 외국어로서의 어를 배워가는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8. No. 1, pp. 37-42, 2018

ISSN 2586-1816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1.037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1호38

과정에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는 것이 실

이다. 물론 한국의 어교육 장도 갈수록 개방화되어가

고 있으며,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 가 되었음

을 감안할 때에 어에 한 노출과 어의 사용이 이

보다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온 한 

어에의 노출과 사용시간은 아직은 으로 부족한 상

황이다. 사실 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 에서 

북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어실력이 뛰어난 나라로 선정

되는 것은 이들의 공통 이 모두 조어가 게르만어라는 

공통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 으로도 미와 가까워

서 직 인 왕래나 교류가 자유롭다는 도 그들의 

어학습법에 덧붙여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2]. 한 

음 박자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강

세박자언어인 어발음의 리듬을 정확하게 구 하기가 

상 으로 더 어려운 이 한국인의 어학습의 장애요

인  하나로 생각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여

러 가능성들 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

기된 어발음의 외국인어투 상을 새로운 실험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하며, 실험결과 얻어진 수치는 일 표본 검

증(One sample t-test)기법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고자 

한다[3]. 

2. 실험 

2.1 실험배경과 자료 

본 실험은 한국인의 어모음발음 길이의 외국인어투

를 알아보기 한 것이며, 사용된 실험 자료는 고다출

사의 올인원토익 Advancer의 본문 에서 발췌하 으

며, 구체 인 어문장은 Table 1과 같다[4]. 실험 상으

로 삼은 다섯 개의 문장에서 각각 하나씩의 단어를 측정

상으로 하 으며, 그 단어들에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외국인어투를 보이는 모음발음들을 포함하고 있다[5]. 다

섯 개의 문장들의  친 측정 상 단어들은 모두 첫 음

에 제1강세가 오며, 특별히 Path, Glasses, Ask의 낱말

에 들어있는 모음(/æ/)은 기존 실험연구를 통해 한국인

들의 발음 길이크기가 유의미하게 원어민의 발음 길이크

기에 비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측정 상단어인 Merchandise의 세 번째 음

(/ai/)은 한국인 피 실험자가 유의미하게 더 길게 발음하

는 것으로 밝 진바 있다[3]. Table 1에서는 실험문장과 

단어를 실었다.

1 All of the chairs are occupied.

2 There is a path between the trees.

3 Some glasses sit on the table.

4 When can I pick up the merchandise?

5 You should ask the organizer.

Table 1. Words and vowels for test

2.2 피 실험자와 녹음분석

한국인 피 실험자들은 남서울 학교 로벌지역문화

학과 미문화 공수업에 참여하는 서울경기지역의 학

생 20명을 상으로 하 다. 한편 원어민의 발음은 수업

에 사용되는 원어민의 CD 발음을 측정 상으로 하 으

며, 두 집단의 녹음 일을 Praat 소 트웨어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음길이의 구분을 해서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 으며, 시각 으로 구별이 용이한 스펙트

로그램의 그림을 통해서 모음의 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 고, 그 경계가 다른 음소와 겹치는 경우엔 녹음

자료를 재생시켜 들어 으로써 청각 인 방법도 병행함

으로써 명확한 음의 길이를 측정하고자하 다. 어발음

의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디지

털콘텐츠 로그램들은 갈수록 역이 확 되어가고 있

다[6-9].

3. 통계분석과 해석

3.1 두 집단 간 대상단어길이 t검정결과

Table 2에서는 Occupied t검정결과를 실었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Occupied 20 .654 .084 .019

Table 2. Occupied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662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

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Occupied -.437 19 .667 -.008 -.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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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th 20 .318 .082 .018

Table 3. Path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307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

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Path -.590 19 .562 -.011 -.028 .049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Glasses 20 .538 .085 .019

Table 4. Glasses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452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

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Glasses 4.518 19 .000 .086 .046 .125

95% 신뢰구간 하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p=0.000), 한국인의 ‘Glasses’단어 발음 길이 평균이 원

어민 발음 길이 평균과 다르다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

의미하다. 즉, ‘Glasses’의 단어 발음 길이에 있어, 한국인

이 크게 발음하며 한국인과 원어민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p<0.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에서는 Merchandise t검정결과를 실었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Merchandise 20 .637 .070 .016

Table 5. Merchandise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697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

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Merchandise -3.875 19 .001 -.060 -.093 .028

95% 신뢰구간 하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p=0.001), 한국인의 ‘Merchandise’단어 발음 길이 평균이 

원어민 발음 길이 평균과 다르다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즉, ‘Merchandise’ 단어 발음 길이에 있어, 

한국인이 더 작게 발음하는데 그 차이는 한국인과 원어

민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p<0.05) 나타난다. 

Table 6에서는 Ask의 단어길이분석을 한 t검정결과를 

실었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Ask 20 .279 .053 .012

Table 6. Ask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205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

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Ask 6.243 19 .000 .074 .049 .099

95% 신뢰구간 하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p=0.000), 한국인의 ‘Ask’단어 발음 길이 평균이 원어민 

발음 길이 평균과 다르다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즉,‘Ask’ 단어 발음 길이에 있어, 한국인이 더 크게 발

음하는데 그 차이가 한국인과 원어민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p<0.05) 나타나고 있다. 

3.2 피 실험자의 모음발음 길이 t검정결과

Table 7에서는 /ɑ/모음 t검정결과를 실었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ɑ/(Occupied) 20 .102 .026 .006

Table 7. /ɑ/(Occupied)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179

t df
Sig.

(2-tailed
)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ɑ/(Occupied) -13.433 19 .000 -.077 -.089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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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하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p=0.000), 한국인의 /ɑ/(Occupied)모음 발음 길이 평균이 

원어민 모음 발음 길이 평균과 다르다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즉, /ɑ/(Occupied) 모음 발음 길이에 있

어, 원어민이 더 크게 발음하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p<0.05)가 한국인과 원어민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Table 8에서는 /æ/모음 t검정결과를 실었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æ/(Path) 20 .127 .055 .012

Table 8. /æ/(path)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167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

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æ/(Path) -3.275 19 .004 -.041 -.066 -.015

  95% 신뢰구간 하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

로(p=0.004), 한국인의 /æ/(Path)모음 발음 길이 평균이 

원어민 모음 발음 길이 평균과 다르다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즉, /æ/(path) 모음 발음 길이에 있어, 

원어민이 더 크게 발음하며 한국인과 원어민의 발음에 

통계  유의미성(p<0.05)이 있다. Table 9에서는 /æ/모음 

t검정결과를 실었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æ/(Glasses) 20 .121 .031 .007

Table 9. /æ/(Glasses)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183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

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æ/(Glasses) -8.950 19 .000 -.063 -.077 -.048

95% 신뢰구간 하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p=0.000), 한국인의 /æ/(Glasses)모음 발음 길이 평균이 

원어민 모음 발음 길이 평균과 다르다는 가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즉, /æ/(Glasses)모음 발음 길이에 있

어, 원어민이 더 크게 발음하며 한국인과 원어민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p<0.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에서는 /ai/모음 t검정결과를 실었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ai/(Merchandise) 20 .232 .021 .005

Table 10. /ai/(Merchandise)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214

t df
Sig.

(2-taile
d)

Mean
Differenc

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ai/(Merchandise) 3.798 19 .001 .018 .008 .027

95% 신뢰구간 하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p=0.001), 한국인의 /ai/(Merchandise)모음 발음 길이 평

균이 원어민 모음 발음 길이 평균과 다르다는 가설은 통

계 으로 유의미하다. 즉, /ai/ (Merchandise) 모음발음 

길이에 있어, 한국인이 더 크게 발음하며 발음 길이크기

에서 한국인과 원어민 사이에 유의미성(p<0.05)이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어이 모음음소

의 외국인어투에 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가 있다[10]. Table 11에서는 /æ/모음 t검정결과를 실었

다.

One-sample Statistic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æ/(Ask) 20 .115 .031 .007

Table 11. /æ/(ask) t-test results

One-sample Test

Test Value = 0.136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

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æ/(Ask) -3.099 19 .006 -.021 -.03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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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하에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p=0.006), 한국인의 /æ/(Ask)모음 발음 길이 평균이 원

어민 모음 발음 길이 평균과 다르다는 가설은 통계 으

로 유의미하다. 즉,/æ/(Ask)모음 발음 길이에 있어, 원어

민이 더 크게 발음하며 한국인과 원어민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p<0.0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과 한국인 피 실험자들을 상

으로 하여 어발음의 특성비교에 한 실험연구를 진행

하 다. 어발음의 특성 에서 모음발음의 크기에 

해 비교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

이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인지를 

분석해보았다. 실험의 정확성을 해서 스펙트로그램을 

분석 시에 활용하 으며, 실험결과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해서 일 표본 t검정을 하 다. 첫 

번째의 연구 상인 두 집단 간 단어발음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Occupied, Path의 단어발음 길이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단어들인 

Glasses, Merchandise, Ask의 단어발음 길이는 유의수  

0.05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의 연구 상인 두 집단 간 모음발음크기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상모음들인 /ɑ/, /æ/, 그리고 /ai/ 음소 

모두 유의수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의 연구 상인 두 집단 간 피 실험자의 단어와 모음

발음크기 비율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ɑ/(Occupied), 
/æ/(Path), /æ/(Glasses), /ai/(Merchandise), /æ/(Ask)의 

단어와 모음발음크기의 비율은 모두 유의수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분석 상인 모음의 발음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각의 개별모음의 특징들을 보면 

/ɑ/(Occupied)는 첫 음 의 강세모음이었고, /æ/(Path), 

/æ/(Glasses), /æ/(Ask)는 설 모음의 발음이었으며, 

/ai/(Merchandise)는 이 모음의 발음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제 1음 에 강세가 오는 단어의 실험에서 한국인 피 

실험자들과 원어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

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5]. 한 /æ/와 /ai/

의 발음에서도 원어민과 한국인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3]. 한 두 집단 간 피 실험자의 단어와 모음

발음크기 비율의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도 결국의 모음길이의 크기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어 설 모음인 /æ/와 어이

모음인 /ai/의 발음에서 한국인 피 실험자 집단의 외국인

어투가 유의미수 에서 확인되었으며, 제 1음 에 강세

음 이 있는 경우의 모음길이에서도 유의수 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험연구의 특성상 데이터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에 추가 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아울

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어발음의 교육 장에서 

활용한다면 효율 인 수업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앞으

로 다양한 집단의 피 실험자들을 상으로 실험을 한다

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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