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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종성 화 작용이 어 단어 인지에 미치는 향

The Effects of Korean Coda-neutralization Process on Word Recognition in English

김 선 미1)․남 기 춘2)

Kim, Sunmi․Nam, Kichun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whether Korean(L1)-English(L2) non-proficient bilinguals are affected by the native 

coda-neutralization process when recognizing words in English continuous speech. Korean phonological rules require that if 

liaison occurs between 'words', then coda-neutralization process must come before the liaison process, which results in 

liaison-consonants being coda-neutralized ones such as /b/, /d/, or /g/, rather than non-neutralized ones like /p/, /t/, /k/, /ʧ/, /ʤ/, 

or /s/. Consequently, if Korean listeners apply their native coda-neutralization rules to English speech input, word detection will 

be easier when coda-neutralized consonants precede target words than when non-neutralized ones do. Word-spotting and 

word-monitoring tasks were used in Experiment 1 and 2, respectively. In both experiments, listeners detected words faster and 

more accurately when vowel-initial target words were preceded by coda-neutralized consonants than when preceded by coda 

non-neutralized ones.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listeners exploit their native phonological process when processing English, 

irrespective of whether the native process is appropriate or not.

Keywords: Korean-English non-proficient bilinguals, coda-neutralization, liaison, phonological process, continuous speech

1. 서론

언어사용자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들을 때 모국어라

는 필터를 사용한다. 따라서 어떤 언어의 음향  입력이 들어오

든지 그것을 자기 모국어의 구조에 통합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모국어(L1)와 외국어(L2)의 리듬이 다른 경우 외국어

의 음향  입력을 그 언어의 운율  특성 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국어의 리듬 구조에 맞추어 지각하게 된다. 

Cutler, Mehler, Norris, & Seguí (1986)는 동일한 어 자극과 

랑스어 자극을 어 모국어 화자와 랑스어 모국어 화자에게 

제시했을 때, 어 모국어 화자는 어에 해서 뿐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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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리듬을 가진 랑스어에 해서도 음  단 의 지각

을 하지 않는 반면, 랑스어 화자는 랑스어에 해서 뿐 아

니라 어에 해서도 음  단 의 분 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랑스어 화자는 한 일본어를 들을 때도 음  단 의 

분 을 하 다(Otake, Hatano, Cutler, & Mehler, 1993). 한 일

본어 화자도 어를 들을 때 자기들의 모국어인 일본어를 처리

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라 단 의 분 을 하 으며(Cutler & 

Otake, 1994) 랑스어 자극을 처리할 때도 모라 심의 지각을 

하 다(Otake, Hatano, & Yoneyama, 1996). 마찬가지로, 한국어 

화자도 일본어를 분 할 때, 일본어 화자가 일본어를 분 할 때 

모라 단 의 분 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음  단 의 분 을 하

다(박 수, 이만 ,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 사용자가 해

당 외국어의 리듬 특성 로 그 언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의 리듬에 근거해 외국어의 음성 입력을 처리함

을 보여 다.

모국어의 음소배열제약(phonotactic constraints)도 외국어 음

성 입력을 처리하는 데 향을 다. Weber & Cutler(2006)는 

독일어 화자가 어를 들을 때 독일어의 음소배열제약이 향

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어에 능숙한 독일어 화자와 독일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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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어 화자를 상으로 어에 한 단어 탐지 과

제를 실시한 결과, 어 화자는 어의 음소배열제약에 의해 경

계가 생기는 비단어( : /jɔɪnlarʤ/와 /giʃlarʤ/)에서만 목표 단어

('large')를 빨리 탐지한 반면, 독일어 화자는 어(L2)의 제약에 

의해 경계가 생기는 비단어에서 뿐 아니라 독일어(L1)의 제약

에 의해 경계가 생기는 비단어( : /ðaʊslarʤ/)에서도 단어를 빨

리 탐지했다3)
. 이는 독일어 화자들이 어를 들을 때 어가 능

숙함에도 불구하고, 어의 음성 언어 지식만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모국어의 음소배열제약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다.

외국어의 소리를 지각할 때도 모국어의 음성음운 체계가 

향을 다. 따라서 모국어에 없는 음성이나 음운 립은 지각하

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일본어에는 /r/과 /l/의 립이 없어서 일

본어 화자들은 어의 /r/과 /l/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 두 소리를 

하나의 소리 /ɾ/로 지각하 으며(Goto, 1971; Miyawaki, Strange, 

Verbrugge, Liberman, Jenkins, & Fujimura, 1975), 어 화자는 

힌두어의 권설 열음(retroflex stops)과 치간 열음(dental stops)

의 립을 지각하기 어려웠다(Werker & Tees, 1984). 심지어는 

L2를 어린 나이에 습득하여 능숙하게 사용하는 이 언어화자들

조차 모국어에 없는 소리 립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이를테면, 

카탈란어(Catalan)를 어린 나이에 습득하여 능숙하게 사용하는 

스페인어 화자들조차 카탈란어의 /e/-/ɛ/, /o/-/ɔ/, /s/-/z/ 립을 구

별하기가 어려웠다4)(Navarra, Sebastián-Gallés, & Soto-Faraco, 

2005; Pallier, Bosch, & Sebastián-Gallés, 1997; Sebastián-Gallés 

& Soto-Faraco, 1999; Pallier, Colomé, & Sebastián-Gallés, 2001). 

다른 언어의 소리 립을 지각하는 데 있어 모국어의 향은 

지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언어 사용자의 모국어의 지식에는 음운 상에 한 것도 포

함된다. 언어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일상 인 구어

에서 흔히 일어나는 음운 변동(phonological variation)에 해 보

상(compensation)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음운 변동이 일어

난 소리를 변동이 일어나기  상태로 복원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를테면, 어에는 ' 치 동화(place assimilation)' 상이 

있어서 'bad'가 ‘boy’ 앞에서 ‘[bæb]’으로 바 다고 해도 어 모

국어 화자는 이를 ‘[bæd]’로 보상한다(Gaskell & Marslen-Wilson 

3) /nl/은 어와 독일어에서 모두 두 음소 사이에 음  경계가 

생기지만, /ʃl/은 어에서만 그 사이에 음  경계가 생긴다. /ʃl/

은 어에서 음 의 성으로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sl/은 어에서는 한 음  내에서 성이 될 수 있으나 독일어

에서는 성이 될 수 없고 /s/와 /l/ 사이에 반드시 음  경계가 

생긴다.

4) Navarra, Sebastián-Gallés, & Soto-Faraco(2005)의 실험에 참가

한 스페인어 화자들은 능숙한 카탈란어 사용자들로서 3세 이

에 카탈란어를 습득하여 이후 꾸 히 카탈란어에 노출되고  

일상 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실험에

서는 /e/-/ɛ/ 립만을 다루었다. Pallier, Colomé, & Sebastián- 

Gallés(2001)의 연구에서 스페인어 화자들은 카탈란어를 6세 이

에 배운 사람들이었다.

1996, 1998). 랑스어에는 '유무성 동화(voice assimilation)' 상

이 있어서 랑스어 화자는 유무성 동화에 해 보상할 수 있

다. 이를테면, ‘botte’(boot)의 ‘t’가 ‘bleue’(blue) 앞에서 'd'로 발

음되어도 이를 무성으로 복구한다(Darcy, 2002; Darcy, Ramus, 

Christophe, Kinzler, & Dupoux, 2007)

Darcy, Peperkamp, & Dupoux(2007)5)은 모국어(L1)의 음운 변

동에 한 보상이 외국어(L2)에도 용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랑스어를 배우는 어 화자와 어를 배우는 랑스

어 화자를 상으로 외국어의 능숙도에 따라 외국어를 들을 때 

L1과 L2의 음운 변동에 한 보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

보았다. 단어 탐지 과제를 사용하여 치 동화와 유무성 동화가 

일어날 때의 단어 탐지속도  탐지율을 측정한 결과, 외국어 

보자(beginners)는 L2(외국어)의 단어를 인지할 때에도 L1(모

국어)의 음운 변동에 한 보상 패턴을 그 로 용하는 반면 

외국어 능숙자는 L2에서는 L2의 음운변동에 해 보상하 다. 

이를테면, 랑스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어 화자는 

랑스어(L2)를 들을 때 어(L1)의 치 동화에 한 보상패턴을 

그 로 용하여 랑스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치 동화에 

해 보상을 하 다. 이를테면, ‘bê[p] poilue’(hairy beast)에서는 

목표 단어 ‘bête’를 잘 탐지한 반면 'bê[p] féroce'(ferocious beast)

에서는 ‘bête’를 잘 탐지하지 못했다. 이는 어 화자가 랑스

어에는 없는 음운 변동인 치 동화에 해 보상을 하여 ‘bê[p] 

poilue’를 들었을 때 ‘bête’의 /t/가 /p/로 변한 것으로 보고, 이를 

다시 /t/로 복구한 것이다. 이는 어 화자가 L1의 음운 변동의 

보상 패턴을 그 로 L2에 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랑스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어 화자는 랑스어를 들을 때 

랑스어(L2)의 음운 변동인 유무성 동화에 해 보상을 하여 

‘ro[p] sale’(dirty dress)’에서는 목표 단어 ’robe‘(dress)를 잘 탐지

했지만, 'ro[p] noire’(black dress)’에서는 ’robe‘를 잘 탐지하지 못

했다. 랑스어에서 유무성 동화가 일어나는 경우 ‘ro[p] sale’는 

'생존가능한(viable)' 변화이지만, 'ro[p] noire’는 ‘생존불가능한

(unviable)’ 변화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sale' 앞에서 'robe'가 

‘ro[p]’으로 바  것은 'sale'의 /s/가 무성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noire’의 /n/은 유성이기 때문에 'robe'가 ‘ro[p]’으로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랑스어에 능숙한 어 화자는 

‘ro[p] sale’(dirty dress)’에서는 ‘robe’를 찾아낼 수 있어도 'ro[p] 

noire’에서는 ‘robe’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사용자가 외국어를 들을 때 보자인 경우는 모국어의 음

운 변동에 한 지식을 사용하지만 능숙자인 경우는 L2의 언어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종성 화 작용에 한 지식

이 어의 연속 발화에서 단어 인지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5) 혼동을 피하기 해 이후로 Darcy, Peperkamp, & Dupoux 

(2007)는 ‘Darcy 등(2007a)’으로, Darcy, Ramus, Christophe, 

Kinzler, & Dupoux(2007)는 ‘Darcy 등(2007b)’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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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지 까지 모국어의 리듬이나 음소배열제약, 혹은 음

운 체계가 L2의 처리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모국어의 음운 과정(phonological processes)이 L2

의 처리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해서는 Darcy 등(2007a)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더욱이 이들이 다루고 있는 치 동화나 

유무성 동화는 말의 속도나 말투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

나지 않기도 하는 ‘수의 인’ 음운 상이다. 한국어의 종성

화 규칙과 같이 변화의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필

연 인’ 음운 상이 외국어의 단어 인지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지 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를 한국에서 배웠고 모국어에 비해 어가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어 이 언어화자(Korean-English unbalanced bilinguals)

들이 어 연속 발화를 듣고 단어를 인지할 때 한국어의 종성

화 작용이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종성 화(coda-neutralization) 작용이란 한국어에서 장애음

(obstruents)이 종성으로 사용될 때 같은 조음 치의 ‘이완 열

음’으로 화되는 것을 말한다6)(허웅, 1985; 이호 , 1996). 즉 

양순음 /ㅂ, ㅍ/는 /ㅂ/로 화되고( : 입[입], 잎[입]), 치조음 /

ㄷ, ㅌ, ㅅ, ㅆ/와 경구개음 /ㅈ, ㅊ/는 /ㄷ/로 화되며( : 밭

[받], 낫[낟], 낮[낟], 낯[낟]), 연구개음 /ㄱ, ㅋ, ㄲ/는 /ㄱ/로 화

된다( :국[국], 부엌[부억], 닦다[닥따]). 형태소의 종성은 그 뒤

에 모음이 이어 날 때 그것이 어미나 조사, 혹은 미사와 같은 

의존형태소이면, 화 규칙의 용을 받지 않고 그 로 그 다음 

음 의 성으로 발음되는 반면, 이어지는 모음이 ‘실질 형태

소’이면 먼  화 규칙의 용을 받고 나서, 그 화된 소리가 

다음 음 의 성으로 옮겨간다. 를 들어 ‘꽃이’, ‘있어’, ‘덮

이다’라는 말에서 ‘꽃’, ‘있’, ‘덮’은 그 종성이 화되지 않고 

그 음가 그 로 뒤 형태소의 성 자리로 옮겨져 [꼬치], [이써], 

[더피다]로 발음되는데, 이는 ‘꽃’, ‘있-’, ‘덮-’ 뒤에 각각, 조사, 

어미, 미사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겉옷’, ‘헛웃

음’ 같은 말은 [거톧], [허수슴]이 되지 않고 [거돋], [허두슴]으

로 발음되며, ‘옷 안’, ‘꽃 ’, ‘밭 아래’와 같은 말은 [오단, 꼬

뒤, 바다래]로 발음되는데 이는 두 번째 요소가 실질형태소이므

로 첫 번째 요소의 종성이 뒤 음 로 연음되기 에 먼  화 

규칙의 용을 받기 때문이다.

연음 상이 일어나 앞 단어의 종성이 뒤 단어의 성이 되

는 경우, 이 성 자리에 올 수 있는 '장애음'은 화된 소리인 /

ㅂ, ㄷ, ㄱ/ 뿐이다. 따라서 Darcy 등(2007a)의 연구에서처럼 L1

의 음운 규칙에 한 지식이 L2의 단어 인지에도 그 로 사용

된다면, 한국어 화자는 어를 들을 때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 

앞 단어에서 연음되어 온 장애음은 /b, d, g/  하나일 것이라

고 생각할 것이다. /p, t, k, ʧ,ʤ, s/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

속체가 올 때 이곳을 새로운 단어가 시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

기 어려울 것이다. 

6) 허웅(1985)은 ‘약한 터짐소리’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b, d, g/나 

/p, t, k, ʧ,ʤ, s/로 끝나는 CVC 음소열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CV 음소열을 붙여 비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탐지하는 과제를 

실시하 다. 목표 단어 앞에 CV가 붙은 경우는 단어 간에 연음

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CVC가 붙어 연음이 일어나는 조

건에 비해 단어 인지가 쉬울 것이다7). CVC가 붙을 때 두 번째 

자음이 /b, d, g/인 조건과 /p, t, k, ʧ, ʤ, s/인 조건에서 단어 인

지에 차이가 나는지가 이 논문의 주요 심사인데, 한국어 화자

가 종성 화 규칙에 한 지식을 어 음성언어 처리에 용한

다면, 단어의 성에 /b, d, g/가 연음된 경우가 단어 성에 /p, 

t, k, ʧ, ʤ, s/가 연음된 경우보다 단어 인지가 용이할 것이다. 

한국어에서 /p, t, k, ʧ, ʤ, s/ 뒤에는 의존형태소는 이어질 수 

있으나, 단어와 같은 실질 형태소는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탐지를 한 두 가지 실험이 실시되었다. 

2. 실험 1

한국어 화자가 어 음성연속체에서 단어를 인지할 때 한국

어의 종성 화 작용이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해 단어 탐지 

과제(word-spotting task)를 실시하 다. 이를 해 어 단어 앞

에 CVC나 CV를 붙여 비단어를 만들되, CVC는 다시, 두번째 

자음이 /b, d, g/와 같은 이완 열음인 경우와 /p, t, k, ʧ, ʤ, s/

와 같이 이완 열음이 아닌 장애음(obstruents)인 경우로 나

었다. 목표 단어는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 단어로 첫 번

째 음 에 강세가 있는 2음  단어이므로, 목표 단어 앞에 CVC

나 CV가 붙으면 체 실험 자극은 3음 이 되고 강세는 두 번

째 음 에 오게 된다. 목표 단어로 첫음 에 강세가 오는 단어

만을 사용한 이유는 목표 단어 앞에 CVC가 붙어 연음이 일어

나려면 뒤에 오는 단어의 첫음 이 강세를 받아 앞에 있는 자

음(즉, CVC의 끝자음)을 성으로 끌어당겨야 하기 때문이다8). 

목표 단어 앞에 CV가 붙은 조건은 목표 단어의 시작 경계에서 

연음 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고, CVC가 붙은 조건은 연

음 상이 일어나는 조건이다. CVC의 두 번째 자음이 /b, d, g/

인 경우(CVC1 조건)는 한국어의 종성 화 규칙이 어의 단어 

인지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화된 자음이 연음되는 조

건이고, CVC의 두 번째 C가 /p, t, k, ʧ,ʤ, s/ 인 경우(CVC2 조

건)은 종성 화가 되지 않은 자음이 연음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CVC1 조건과 CVC2 조건이 단어 인지의 속도나 오류율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한국인은 어 단어를 인지할 때 모국어

7) 이에 해서는 Vroomen & de Gelder(1999), Vroomen, van 

Zon, & de Gelder(1996), 김선미, 남기춘(2009) 참조.

8) 어에서 강세음  앞에 있는 모음 간 자음의 음 화에 

해서는 Bailey(1978); Hoard(1971); Kahn(1976); Pulgram(1970); 

Selkirk(1982); Treiman, Bowey, & Bourassa(2002); Treiman & 

Zukowski(1990); Treiman & Danis(1988); Ishikawa(2002), 김선미 

등(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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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성 화 규칙의 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차이가 난다면 

모국어의 음성언어 지식의 향을 받은 것이다. 

목표 단어 앞에 오는 CVC의 V는 김선미 등(2009)에서와 같

이 단모음(short vowel)으로 한정하 는데 이는 V가 장음인 경

우 CVC가 CV.C로 음 화되어 본 실험의 연음 조건을 충족시

키기는 하나 CVC 뒤에 첫 음 이 강세를 받는 단어가 와야 하

므로 CVC의 V는 단모음으로 제한하 다. CV의 V는 이 모음

만 사용하 는데 이는 단순모음(monophthong)을 사용할 경우 

그 다음 목표 단어의 첫 모음과 합쳐져 혹시라도 실험참가자가 

이 모음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1 방법

2.1.1 참가자

고려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부생 36명이 실험에 참가하

다9). 이들은 모두 정상 인 시력과 청력을 보유하고 있었으

며 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2.1.2 실험 재료 

목표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며 첫음 에 강세가 오는 2음

의 고빈도 단어 48개로, CELEX의 1790만 어 에 한 빈도를 

참조하 다10). 이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고려 학교 재학생 30

명을 상으로 실험 단어에 해 친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  친숙하지 않은 경우를 1, 매우 친숙한 경우를 7로 함), 실

험에 사용한 단어들의 친숙도는 평균 5.9로 실험 단어들은 빈도

수가 높은 단어일 뿐 아니라 한국인에게 친숙한 단어들이었다. 

실험 자극은 목표 단어 앞에 끝 자음이 /b, d, g/ 인 CVC를 

붙이거나(CVC1 조건), 끝 자음이 /p, t, k, ʧ, ʤ, s/인 CVC를 붙

이거나(CVC2 조건) 혹은 CV를 붙여 만들었다(CV 조건). 단어 

앞에 붙인 CVC나 CV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 단어(혹은 형태

소)는 아니지만 어 단어로서 가능한 음소열이고 목표 단어 

앞에 붙어 어의 단어나 형태소의 일부를 이루지 않도록 만들

어졌다. CV 조건은 목표 단어와 환경(context) 사이에 음  경

계가 생겨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고, CVC1 조건은 이완 

열음이 연음되는 조건이며, CVC2 조건은 이완 열음이 아

닌 장애음이 연음되는 조건이다. 를 들면, 목표 단어 'access'

는 그 앞에 /fʌb/이나 /fʌp/, 혹은 /lau/가 붙어 CVC1, CVC2, CV 

조건에서 각각 /fʌbækses/, /fʌpækses/, /lauækses/로 만들어지고, 

9) 실험 1에는 총 40명이 참가하 으나 실험 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4명이 어 사용 국가에서 2년~10년 정도 거주한 것

으로 나타나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

고 하는 것이 한국인이 어 단어를 인지할 때 모국어(한국어)

의 지식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므로 어 사용 국가에서 거주

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실험 결과에 향을  수 있다고 단

했기 때문이다.

10) Baayen, Piepenbrock, & Gulikers(1995) 참조.

이는 각각 /fʌ.bæk.ses/, /fʌ.pæk.ses/, /lau.æk.ses/로 음 화된다. 

실험 자극은 <부록>으로 제시하 다.

필러 자극도 세 조건의 실험 자극과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

졌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2음  무의미 단어 앞에 무의미 음  

CV를 붙여 비단어 16개를 만들고, CVC를 붙이되 CVC의 끝 

자음이 /b, d, g/인 비단어 16개, CVC의 끝 자음이 /p, t, k, ʧ, 

ʤ, s/인 비단어 16개를 만들어, 총 48개의 필러 자극을 만들었

다. 연습시행에 사용할 단어 18개도 추가로 만들었다. 

목표 단어 48개가 세 조건에서 각각 비단어로 만들어져 총 

144개의 실험 자극이 만들어졌다. 한 피험자가 하나의 목표 단

어에 반복하여 노출되는 것을 막기 하여 실험 자극을 카운터

밸런싱(counterbalancing)하여 3개의 리스트로 만들었다. 각 리스

트는 48개의 실험 자극과 48개의 필러 자극으로 되어 있으며 

각 리스트 안의 단어들은 임의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randomized) 한 명의 피험자는 하나의 리스트에 무선 할당되며 

총 96개의 자극을 듣게 된다. 

실험에 사용한 자극은 고려 학교 문과 교수인 한 미국인 

남성이 읽었다. 녹음 에 실험 자극을 몇 번 읽어보도록 하여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발음되도록 하 으며 둘째 음 에 강세를 

두어 읽도록 하 다. 비단어 속에 포함된 목표 단어의 모음과 

자음의 음가나 강세 패턴은 그 로 유지하도록 하되 비단어를 

하나의 단어로서 자연스럽게 읽도록 하 다. 녹음자에게 연구

의 목 이나 방법에 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녹음은 고려

학교 교내 스튜디오에서 문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

으며 음성편집기(Cool2000)를 이용해 22kHz로 샘 링하고 16bit

로 양자화하여 개별 일로 장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2.1.3 차 

실험은 참가자 한 명씩 개별 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어 탐지 

과제(word-spotting task)가 사용되었다. 참가자는 조용한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해드폰을 통해 나오는 자극을 듣고 그 실험 

자극 속에 실제 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Yes' 버튼을 르고 찾은 어 단어를 말하고,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No’ 버튼을 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

안에 실험실에는 실험참가자 외에 실험진행자 1명이 함께 있었

는데 이는 실험참가자가 목표 단어 이외의 단어를 말할 경우 

오류로 처리하기 함이었다. 본 실행에 들어가기 에 18개의 

자극(필러 포함)에 한 연습시행을 하 으며 연습시행이 끝나

면 참가자가 실험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본 시

행에 들어갔다. 피험자 당 실험 체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 

정도 다. 

본 시행이 끝난 후 실험에 사용된 단어를 알고 있는지 확인

하기 해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지필검사가 있었으며, 한국어

와 어의 능숙도 등을 알아보기 한 간단한 설문 조사가 있

었다. 자극의 제시  반응의 기록은 “E-prime” 로그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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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루어졌다. 

2.2 결과  논의

반응시간은 목표 단어가 끝나는 시 부터 피험자의 키 반응

이 있을 때까지로 하 다. 목표 단어 앞에 무의미 음소열이 붙

어 실험 자극이 만들어졌으므로 목표 단어가 끝나는 지 은 청

각  실험 자극이 끝나는 지 이기도 하다. 피험자가 정반응을 

한 경우라도 목표 단어 이외의 단어를 말한 경우는 오반응으로 

처리하 다. 각 조건에서의 오반응율은 <표 1>과 같다. 

오반응율에 해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

다. 참가자 분석(F1)은 피험자 내 설계를 하 으므로 반복측정

(repeated measures)을 하 다. F1 분석 결과, 세 조건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2, 70) = 187.95, p<.0001). 요인 분석

을 한 결과, CV 조건과 CVC1 조건 사이, CV와 CVC2 조건 사

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험의 주요 심사인 CVC1과 

CVC2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극항목 분석

(F2)은 피험자 간 설계를 하 으므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

다. F2 분석에서도 세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2, 141) = 55.11, p<.0001). 사후검정에서도 CV 조건과 

CVC1 조건 사이, CV와 CVC2 조건 사이, 그리고 CVC1 조건과 

CVC2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 실험 1의 각 조건별 평균 오반응율(%) 

C1= /b, d, g/, C2= /p, t, k, ʧ, ʤ, s/

Table 1. Results of experiment 1

조건 자극 오반응율

CVC1 /fʌb/access 52

CVC2 /fʌp/access 73

CV /lau/access 21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CV 조

건에 비해 연음이 일어나는 CVC1이나 CVC2 조건에서 오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CV 조건에 비해 CVC1 조건은 오류율이 

31%가 많고, CVC2 조건은 CV 조건에 비해 무려 52%나 오류

율이 많았다. 한 이 연구에서 주요 심을 가지고 있는 비

인 CVC1 조건과 CVC2 조건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 

CVC1 조건이 CVC2 조건에 비해 오류율이 21% 었다. 이는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단어의 인

지가 어렵고, 연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연음되는 자음의 종류

에 따라비해 단어의 인지가 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다. 

즉,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 뒤 단어의 성으로 옮겨가는 자음

이 /p, t, k, ʧ, ʤ, s/인 경우가 /b, d, g/인 경우보다 뒤 단어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화자가 어를 처리

할 때 한국어의 종성 화 상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국어에서 단어을 받는다연음이 일어나는 경우 앞 단어의 

끝 자음은 그것이 장애음이라면 연음이 되기 에 먼  같은 

조음 치의 이완 열음으로 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음

이 일어난다면 앞 단어의 끝에서 넘어온 소리는 반드시 /b, d, 

g/ 의 하나가 되며, 이러한 언어 지식이 어의 음성언어 처

리에도 용되어 어에서도 연음된 자음이 /b, d, g/인 경우에 

뒤에 오는 단어를 잘 분리해낸 것이다. 

단어 탐지 과제(word-spotting task)를 사용한 이 실험은 

McQueen(1996)이 지 하듯이, 과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상 언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등 때문에 고빈도의 친숙한 

어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율이 높았다11). 체

인 오류율도 높았으나, 특히 CVC2 조건에서 오류율이 7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반응시간에 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이에 

실험 2에서는 다른 과제를 사용하여 실험 1의 결과를 검증하고, 

반응시간에 한 조건 간 비교를 하고자 하 다. 실험 2는 단어 

감시 과제(word-monitoring task)를 사용하 다. 

3. 실험 2

실험 2는 실험 자극과 조건에 있어서는 실험 1과 동일하되, 

사용한 과제만 다르다. 이 실험에서는 '단어 감시 과제

(word-monitoring task)'가 사용되었다. '단어 감시 과제'는 실험 1

에서 사용한 '단어 탐지 과제(word-spotting task)'와 마찬가지로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context)이 단어 인지에 미치는 향

을 볼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이 실험에서 단어 감시 과제를 

사용한 이유는 이 과제가 단어 탐지 과제에 비해 난이도가 낮

아12) 오류율이 실험 1에서처럼 높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반응 

시간에 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이 과제에서

는 실험참가자가 청각  자극이 제시되기 이 에 어떤 단어를 

찾아야하는지를 알게 되므로 환경(context)이 목표 단어의 인지

에 미치는 향을 보다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3.1 방법

3.1.1 참가자

고려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부생 30명이 참가하 다. 이

들은 실험 1의 단어 탐지 과제나 실험 단어들에 한 친숙도 

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이었고, 모두 정상 인 시력(나안 

는 교정시력)과 청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11) McQueen, Otake, & Cutler(2001)의 연구는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를 상으로 하 음에도 한 조건에서 오류율이 40%를 

넘었으며, Warner 등(2005)도 모국어를 상으로 하 으나 한 

조건에서 오류율이 70%를 넘었다. 

12) 단어 감시 과제는 단어 탐지 과제에 비해서 과제의 난이도

가 높지 않아 아동이나 뇌손상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Kilborn & Mo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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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실험 재료 

실험 1에서와 동일한 실험 자극이 사용되었다. 단, 필러 자극

이 보충되었는데 이는 과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실험 1의 자

극을 그 로 사용할 경우 참가자들이 실험의 의도를 악할 수 

있거나 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험 1에서는 한명

의 참가자가 목표 단어가 들어간 실험 자극 48개와 필러 자극 

48개를 들었는데, 실험 2에서는 필러 자극 60개가 추가되어 한 

참가자가 실험 자극 48개와 필러 자극 108개를 듣게 된다.

실험 1에서 사용한 필러 자극은 실제 어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실험 2에 추가된 필러 자극(60개)은, 그  

반은 실제 어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실제 단어

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추가된 필러 자극  30개는 자음

으로 시작하는 실제 어 단어 앞에 CVC가 붙은 형태이고, 나

머지 30개는 2음  무의미 단어 앞에 CV나 CVC가 붙은 형태

이다. 따라서 한 피험자가 듣게 되는 156개의 체 자극  

반(78개)은 실제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그 지 

않다. 비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어 단어  48개는 모

음으로 시작하고, 30개는 자음으로 시작한다. 참가자에게 청각

 자극을 들려주기  컴퓨터 화면에 제시하는 단어  반은 

모음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반은 자음으로 시작한다. 연습시행

에 사용할 자극 21개도 본 시행의 자극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추가 자극의 녹음은 실험 1의 화자가 하 으며, 음성 자극이 

만들어진 차도 실험 1과 같다. 한 피험자가 동일한 목표 자극

을 반복하여 경험하지 않도록 실험 자극을 카운터밸런싱하여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의 리스트로 만들었다. 각각의 리

스트는 실험 자극 48개와 필러 자극 10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리스트 안의 자극들은 임의로 순서가 매겨져 있다. 한명의 

참가자는 하나의 리스트에 무성 할당되어 총 156개의 자극을 

듣게 된다. 

3.1.3 차 

실험은 한명씩 개별 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어 감시 과제가 

실시되었다. 참가자는 조용한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750ms 

동안 화면에 제시되었다가 사라지는 단어를 본 후 헤드폰을 통

해 들리는 비단어를 듣고 그 비단어 속에 앞에서 본 단어가 들

어 있다고 단되면,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Yes' 버튼을 르

고,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고 단되면 'No' 버튼을 다. 21번

의 연습시행 후 본시행으로 들어갔으며 한 참가자 당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 다.

본 시행이 끝난 후, 한국어와 어의 능숙도 등을 알아보기 

한 간단한 설문 조사가 있었다. 자극의 제시  반응의 기록

은 “E-prime” 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3.2 결과  논의

반응시간은 목표 단어가 시작되는 시 부터 피험자의 키 반

응이 있을 때까지로 하 다. 반응시간(RT, reaction time)과 오반

응율에 해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 다. 각 

조건별 평균 반응시간과 오반응율은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2의 평균 반응시간(ms)과 오반응율(%)

C1= 이완 열음, C2= 이완 열음이 아닌 장애음 

Table 2. Results of Experiment 2

조건  자극 반응시간 오반응율

CVC1 /fʌb/access 770 12

CVC2 /fʌp/access 846 27

CV /lau/access 702 2

반응시간에 해 참가자 분석(F1)을 한 결과, 조건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2, 58) = 60.68, p<.0001). 요인 분석을 

한 결과, CV 조건과 CVC1 조건 사이, CV와 CVC2 조건 사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험의 주요 심사인 CVC1과 CVC2 조

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응시간에 한 항목 분

석(F2)에 있어서도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2(2, 141) = 47.92, p<.0001), 사후검정에서도 CV와 CVC1 조

건 사이, CV와 CVC2 조건 사이, 그리고 CVC1과 CVC2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반응율에 한 참가자 분석(F1)에서도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2, 44) = 40.12, p<.0001), 요인 분석을 실

시한 결과, CV와 CVC1 조건 사이, CV와 CVC2 조건 사이, 그

리고 CVC1과 CVC2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오반응율에 한 자극 항목 분석(F2)에서도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2(2, 141) = 33.66, p<.0001), 사후비교분석을 

한 결과, 모든 조건 간의 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반응시간에 한 조건 간 비교가 가능하 다. 

연음 상이 일어나지 않는 CV 조건에서는 단어의 인지가 빠

른 반면, 연음 상이 일어나는 CVC1 조건이나 CVC2 조건에

서는 단어의 인지가 유의미하게 느려졌다. CVC1 조건은 CV 조

건에 비해 반응속도가 평균 68ms 느렸고, CVC2 조건은 CV 조

건에 비해 평균 144ms가 느렸다. 오류 반응을 한 비율도 CV 조

건에 비해 CVC1 조건이 평균 10%가 많고, CVC2 조건은 CV 

조건에 비해 평균 25%가 많았다. 이 연구의 주된 심사인 연

음되는 자음의 종류에 따른 조건 간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났다. 

CVC2 조건이 CVC1 조건에 비해 단어 인지 속도도 느리고, 오

류 반응도 많았다. CVC2 조건이 CVC1 조건보다 단어 인지 속

도는 76ms가 느리고 오류율은 15%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어 음성연속체에서 모음으로 시

작하는 단어를 인지할 때 앞에 오는 환경이 모음이냐 자음이냐 

하는 것에 향을 받으며, 한 그 환경이 자음이고 동시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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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음이면, 그것이 이완 열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향을 받

는다는 것을 보여 다. 즉, /lau/access에서처럼 앞에 오는 분

음이 모음인 경우가 /fʌb/access에서처럼 자음인 경우보다 

‘access’를 인지하기가 쉽다. 이는 연속발화에서 모음으로 시작

하는 단어 앞에 모음이 오는 경우, 단어의 경계가 체 음성연

속체의 음  경계와 일치하므로 단어를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

이다. 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자음이 와서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 그 자음이 이완 열음이냐 아니면 이완 열음 

이외의 장애음이냐 하는 것이 목표 단어의 인지에 유의미한 차

이를 가져왔는데, 이는 한국어 화자가 어 음성언어를 처리할 

때 한국어의 음운 규칙에 한 지식이 사용됨을 보여주는 것이

다. 한국어에서 단어 간에 연음이 일어난다면 앞 단어에서 연음

되어 온 장애음은 반드시 화된 자음인 /b, d, g/ 의 하나이

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요소 간에 연음 작용이 일어나는데 연

음되어 온 자음이 /p, t, k, ʧ, ʤ, s/라면 두 번째 요소는 조사나 

어미 혹은 미사와 같은 의존형태소이지 단어일 수는 없는 것

이다.

4.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한국어 화자가 어 연속 발화에서 단어를 인지할 

때 한국어의 종성 화 규칙이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

다. 한국어에는 두 단어 간에 연음 상이 일어날 때 앞 단어의 

종성이 장애음(obstruents)이면 그 소리가 어떤 조음방법의 소리

이든지 같은 조음 치의 이완 열음으로 화된다. 이를테면 

두 단어 간 연음이 일어날 때 앞 단어의 끝자음이 /ㅅ/ 이면 이 

소리는 그 로 뒤 단어의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ㄷ/로 바  

후 뒤 단어의 성 자리로 연음된다. 따라서 ‘옷 안’ 같은 말은 

[오산]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오단]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상은 한 낱말 내의 두 형태소 사이에서도 두 번째 요소가 실

질형태소이기만 하면 일어난다. ‘겉옷’ 같은 낱말은 [거톧]으로 

발음되지 않고 [거돋]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종성 화 규칙은 

음운론 , 형태론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

인 음운규칙으로,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머리 속에 다른 언어 

지식과 함께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국

어 지식은 외국어의 음성언어를 처리할 때도 향을 미칠 것이

라 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 단어 앞에 ‘이완 

열음’이 연음되는 경우와 ‘그 외의 장애음’이 연음되는 환경을 

만들고 한국인이 이 두 환경에서 단어를 탐지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환경에서 단어의 탐지율이나 탐지 속

도에 있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목표 단어의 성 자리로 연

음되어 온 자음 때문이며, 그 자음이 이완 열음이냐 그 외의 

장애음이냐에 따라 뒤에 오는 단어를 그 자음 환경으로부터 분

리해 내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완 열음

이 연음되는 환경이 뒤 단어를 탐지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측

하 다. 왜냐하면 단어의 시작 경계에서 연음이 일어난다면 앞 

단어의 끝자음은 화가 된 후 연음되어 올 것이며, 따라서 연

음되어 오는 소리가 장애음이라면, 그 소리는 이완 열음인 /b, 

d, g/ 의 하나이지, /p, t, k, ʧ, ʤ, s/ 의 하나가 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음 의 성이 /p, t, k, ʧ, ʤ, s/ 의 하나이면, 

이어지는 모음을 단어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국어에서 연음 상이 일어날 때 연음되는 소리가 /p, t, k, ʧ, ʤ, 

s/이면 그 뒤에는 어미나 조사, 혹은 미사와 같은 의존형태소

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기 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1

음 에 강세가 있는 어 단어 앞에 무의미 음소열 CVC를 붙

이되, 한 조건은 CVC의 끝자음이 이완 열음이 되게 하고, 다

른 한 조건은 CVC의 끝자음이 이완 열음이 아닌 다른 장애

음이 되도록 하 다. 이 두 조건에서의 단어 탐지 속도와 오류

율을 비교하기 한 거를 마련하기 해 목표 단어 앞에 CV 

음 을 붙인 세 번째 조건을 만들었다. CV가 붙은 조건은 연음

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며, 단어 경계와 체 비단어의 음  

경계가 일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두 조건에 비해 단어 탐지가 

쉬울 것이라고 측하 다.

실험 1에서는 ‘단어 탐지 과제(word-spotting task)’를 하 는

데 실험 결과 체 으로 오류율이 높고, 특히 CVC2 조건에서 

오류율이 70%를 넘어 반응시간에 한 분석은 하지 않고 오류

율에 해서만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오류율의 분석 결과 

상했던 로 /p, t, k, ʧ, ʤ, s/가 연음되는 조건이 /b, d, g/가 연

음되는 조건에 비해 단어 탐지가 어려웠다. 실험 2에서는 ‘단어 

감시 과제(word-monitoring task)’를 사용하여 실험 1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고, 실험 1에서 하지 못한 반응시간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이완 열음이 아닌 

장애음이 연음되었을 때 단어의 탐지 속도가 느리고 오류율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화자가 어 연속발화에서 단어

를 인지할 때 종성 화 규칙이라는 모국어의 언어 지식을 사용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단어 간에 연음 상이 일

어날 때, 연음되는 소리는 /p, t, k, ʧ, ʤ, s/일 수 없으므로, 

어의 음성연속체에서도 /p, t, k, ʧ, ʤ, s/ 다음에 모음이 이어지

는 경우 이 소리들과 모음 사이에 단어 경계를 둘 수 없는 것

이고, 따라서 연음되는 소리가 /p, t, k, ʧ, ʤ, s/인 경우에는 단

어를 탐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모국어의 언어 지식이 외국어의 음성 언어 처리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L1의 운율 

구조가 L2의 음성 입력의 지각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Tyler & Cutler(2009)는 모국

어의 운율 인 향이 심지어는 '인공언어 학습(ALL, 

artificial-language learning)'에서도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인공언어를 이용해 어 화자와 랑스어 화자, 그리고 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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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어 화자에게 동일한 자극을 제시하고 이 세 그룹의 화자들이 

단어를 인지할 때 분 음 인(suprasegmental) 단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에게 CV 형태의 음  3~4개

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음  연속체를 들려

주었는데, 연속체 내 단어들은 첫째, 연  빈도(transitional 

probabilities) 외에는 단어 경계를 알려주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경우와 둘째, 단어의 왼쪽에 단서가 있는 경우, 셋째, 단어의 오

른쪽에 단서가 있는 경우의 세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피

치 단서13)를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주고 각 언어 그룹의 화

자들이 어떤 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 화자는 

피치 단서가 단어의 왼쪽 끝에 있을 때 단어를 잘 지각했고, 

랑스어 화자는 단서가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단어를 잘 지각하

다. 네덜란드어 화자는 단서가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모두 다 단어를 잘 지각하 다. 이는 실험참가자들의 각자의 모

국어의 운율  특성에 근거해 단어를 지각한다는 것을 말해주

는 결과로, 어는 개 단어의 첫 부분이 강한 ‘강약의

(trochaic)’경우, 패턴을 가지므로14) 피치 단서가 단어의 왼쪽 끝

에 있을 때 어 화자들은 단어를 잘 인지한 것이고, 이에 반해 

랑스어는 단어각 언이 강한 ‘약강의(iambic)’경운율 구조를 가

지므로 피치로 실 되는 돋들림이 단어의 오른쪽 끝에 올 때 

단어 인지를 잘 한 것이다. 네덜란드어 화자는 피치 단서가 단

어의 왼쪽 끝에 있든지 오른쪽 끝에 있든지 피치 단서가 있기

쟌든지면 단어를 잘 인지했는데, 이는 네덜란드어 화자가 우,의 

물리 인 단서에 민감각했고때문이다. 네덜란드어는 우, 특성이 

어와 매우 유사한지만, 어에서는 비우, 있는 서 모음 약화

가 빈번히 단서가 반끴에 네덜란드어에서는 그 정도가 약해, 네

덜란드어 화자는 우,를 지각함에 있어 어 화자를 지각함우,의 

물리 인 특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 어 화자는 우,를 지각함

에 있어 모음의 음질이라는 단서가 더 있기 때문에 강세 자체

의 음향  특성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어 화자는 인공언어를 처리할 때도 피치 단서에 더 민

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 사용자가 어떤 음성

 입력이 들어오든지, 심지어는 그것이 인공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모국어의 음성언어체계의 틀 안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어 처리 시 나타나는 모국어의 향에 해서는 언어의 

여러 가지 측면에 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유독 

L1의 음운 상이 L2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음운 상이 단어 인지에 미치는 향에 한 

지 까지의 연구들은15) 거의 부분 L1의 음운 변동에 한 지

13) 실험자극은 모든 음 이 120Hz의 모노톤으로 맞추어져 있

다. 단 피치 단서가 주어지면 해당 음 은 그 꼭 기가 170 Hz

가 되는 포물선 형태의 기본주 수를 갖게 된다.

14) 어는 내용어(content words)의 90% 이상이 강음 (strong 

syllables)로 시작하며, 어 발화 코퍼스에서 강음 의 약 75%

가 첫음 에 온다(Cutler & Carter, 1987).

식이 L1의 음성연속체에서 단어를 인지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

는지에 한 것이다. Darcy 등(2007a)이 어 화자와 랑스어 

화자를 상으로 L1의 음운 상 지식이 L2의 단어 인지에 미

치는 향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소

리를 음운 변화가 있기 이 의 상태로 복구하여 단어를 인지하

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

는 은, 이 연구가 L1의 ‘음운 상’ 문제를 다루되, L1의 음

운 상이 L2의 음성 연속체에서 단어의 시작 경계를 알리는 

단서로 사용되는지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L1

의 언어 지식이 L2의 음성연속체에서 분 (segmentation)의 단

서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물론 이 단서는 모국어 처리

에 사용될 때에는 '합법 '(legal)이지만 외국어 처리에 사용될 

때에는 음성 입력의 효율 인 처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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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험 1, 2에 사용된 실험 자극

환경

목표단어
CVC116) CVC217) CV

absence /fʌb/absence18) /fʌp/absence /lau/absence

access /feg/access /fek/access /lau/access

action /fʌd/action /fʌʧ/action /lau/action

active /feg/active /fek/active /zou/active

actor /ved/actor /veʤ/actor /vou/actor

actual /nʌg/actual /nʌk/actual /zou/actual

after /seb/after /sep/after /zou/after

almost /feb/almost /fep/almost /gau/almost

also /feb/also /fep/also /lau/also

always /zeb/always /zep/always /kai/always

anger /seb/anger /sep/anger /gau/anger

angry /ved/angry /veʧ/angry /zou/angry

answer /seb/answer /sep/answer /lau/answer

argue /ved/argue /ves/argue /vou/argue

army /lʌd/army /lʌs/army /lau/army

artist /lʌd/artist /lʌt/artist /gau/artist

early /lʌd/early /lʌt/early /vou/early

easy /zeg/easy /zik/easy /zou/easy

effort /zeb/effort /zep/effort /gau/effort

empty /zeb/empty /zep/empty /zou/empty

engine /zed/engine /zes/engine /lau/engine

entrance /vʌg/entrance /vʌk/entrance /zou/entrance

entry /nʌg/entry /nʌk/entry /lau/entry

equal /nʌg/equal /nʌk/equal /sau/equal

even /lʌd/even /lʌʤ/even /zou/even

evening /seb/evening /sep/evening /lau/evening

ever /lʌd/ever /lʌt/ever /gau/ever

evil /lʌd/evil /lʌs/evil /vou/evil

expert /nig/expert /nik/expert /lau/expert

extra /vʌg/extra /vʌk/extra /vou/extra

honest /gʌd/honest /gʌʧ/honest /zou/honest

image /nʌg/image /nʌk/image /gau/image

impact /lʌd/impact /lʌs/impact /lau/impact

island /feg/island /fek/island /vou/island

issue /vʌb/issue /vʌp/issue /gau/issue

object /ved/object /ves/object /lau/object

offer /lʌd/offer /lʌʤ/offer /gau/offer

office /lʌd/office /lʌt/office /lau/office

often /ved/often /vit/often /lau/often

only /lʌd/only /lʌs/only /zou/only

open /zeg/open /zik/open /vou/open

other /fʌd/other /fʌʧ/other /zou/other

over /lʌd/over /lʌt/over /lau/over

owner /vʌb/owner /vʌp/owner /sai/owner

under /fʌd/under /fʌʧ/under /lau/under

able /fʌd/able /peʤ/able /gau/able

accent /feg/accent /fek/accent /lau/accent

agent /lʌd/agent /lʌt/agent /gau/agent

16) C1 = /b, d, g/. 

17) C2 = /p, t, k, ʧ, ʤ, s/

18) /  / 안은 국제음성문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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