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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양이 과장된 원어민 발화를 통한 어 억양 교육과 평가

Evaluation of Teaching English Intonation through Native Utterances with Exaggerated Intonation

윤 규 철1)

Yoon, Kyuch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viability of employing the intonation exaggeration technique proposed in [4] in 
teaching English prosody to university students. Fifty-six female university students, twenty-two in a control group and the 
other thirty-four in an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teaching experiment as part of their regular coursework for a 
five-and-a-half week period. For the study material of the experimental group, a set of utterances was synthesized whose 
intonation contours had been exaggerated whereas the control group was given the same set without any intonation 
modification. Recordings from both before and after the teaching experiment were made and one sentence set was chosen for 
analysis. The parameters analyzed were the pitch range, words containing the highest and lowest pitch points, and the 
3-dimensional comparison of the three prosodic features [2]. An AXB and subjective rating test were also performed along 
with a qualitative screening of the individual intonation contou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slightly better in that their intonation contour was more similar to that of the model native speaker’s utterance. This appears to 
suggest that the intonation exaggeration technique can be employed in teaching English prosody to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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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해서는 어 

어휘의 습득 뿐만 아니라 이들을 문장 안에서 운율 으로 보

다 ‘ 어답게’ 구 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은 리 인정되고 

있다. 단어 안의 분 음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도 

요하지만, 억양이나 강도, 단어나 자모음의 길이와 속도 등 

분 음 혹은 운율의 올바른 실 이 그에 못지 않게 요한 

것이다. 의사소통 심의 발음 교육 경향으로 인해 분 음 

지도의 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심을 받고 있다. 하향식 

근법을 제시한 연구에서는([5], [3]), 문장 수  이상의 분

음  측면에서 강세나 억양, 리듬 등을 먼  지도하고 필요

한 경우에 개별 분 음을 세부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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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억양은 그 멜로디의 변화로 인해 화자가 표 하려는 

의미가 증폭되기 때문에 그 양상을 잘 표 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소통에 요하며, 언어 인 정보 이상의 화자의 느낌이나 

태도,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이러한 요성에 비해 실제로 어 교육 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억양 변형이나 합성 련 기술은 그 발 이 

더디었으나, 최근 [6]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에 의하면 녹음

된 발화 문장의 억양을 비롯한 분 음  요소들을 비교  

자유자재로 복제 합성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억양 복제 기법을 고등학생의 어 학습에 

응용한 연구[9]에 의하면, 학생 자신의 발화 녹음에 원어민의 

억양을 복제 합성하여 학습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험집단의 학

생들이 억양의 실 에 있어서 원어민에 보다 근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한 억양 복제 기법을 고등학생을 상

으로 한 시 교육에 응용한 실험[10]에 의하면 자신의 목소

리에 복제된 원어민의 억양으로 학습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시의 강도 구 에 있어서 보다 나은 성과를 보 고 원어민

의 주 인 단으로도 실험집단이 다소 우세를 보 다고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억양의 복제와는 달리 원어민 발화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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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양곡선을 변형 합성하는 방식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7]에서 

제시한 과장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법은 녹음된 문장

의 억양곡선 에서 극 (정상)이나 극소 (계곡)의 높이를 

상 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인데, 극 을 높이는 경우 

억양 으로 강조된 부분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극소 을 낮추는 경우도 상 으로 극  부분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

법을 활용하여 학습을 시키는 집단과 그 지 못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억양 과장 기법이 어 억양 교육에 어떠한 기여

를 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학습실험 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해 음성학  계

측과 문가에 의한 청취실험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8]에

서 제시한 어 문장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이

유는 이 평가 방식이 인간에 의한 일 이지 못하고 주

인 평가 방법을 최소화하고 발화 문장이 갖고 있는 물리  운

율 수치에 근거한 평가를 시도하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은 통제집단 22명과 실험집단 

34명으로 총 56명의 학생이 참여하 다. 모두 여학생으로 1

학년에서 4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부분이 1학년

이나 2학년 학생이었고, 통제집단의 경우 평균 나이는 20.6세, 

표 편차는 1.0이고, 실험집단은 평균 20.7세, 표 편차는 0.8

이었다.

2.2 억양과장

억양을 비롯한 운율의 다른 요소, 즉 강도곡선이나 분 음

의 길이를 변형 합성하는 방법은 [7]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2]에서 제시된 PSOL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녹음 문장에 자동으로 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데 이는 재 리 사용되고 있는 랏[1]의 스크립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억양 과장 방식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억양

곡선의 정상 부분(들)의 피치값을 일정한 Hz값만큼 일 으

로 상승시키거나 는 계곡 부분(들)의 피치값을 일 으로 

하강시켜서 원래의 억양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단어별로 구

되어 있는 멜로디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 게 하면 원래 

문장에서 억양 면에서 두드러져 있는 단어의 두드러짐이 더욱 

증가될 수 있다.

2.3 학습실험

억양이 과장된 원어민 발화를 이용한 어 학습 방식의 효

과를 알아보기 하여, 학습실험을 시행하 는데 정규 학기 

 한 강좌의 시간을 일부 할애하여 진행되었다. 이 강좌는 3

학  과목으로 매주 75분 수업이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매 

수업 시작 후 약 10분에서 15분 가량을 할애하여 학습실험을 

진행하 고, 시행 기간은 3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7주간이

었으나, 간시험 기간 1주와 그 후 1주가 빠져서 실질 으로 

5주간 반만큼 학습실험이 진행되었다. 정규 강좌를 수강하는 

여 생들을 상으로 학습실험을 진행하 으므로, 실험  

어 수 을 균등하게 인 으로 조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실험 후의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을 평가할 때에 실험 에 

두 집단의 어 수 이 통계 으로 차이가 있다면 그 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하 다.

학습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K-SEC 말뭉치[4]  선별된 몇 

개의 문장으로서 랏의 맨페이지(manpage)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만들었다. 맨페이지에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소리 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마우스로 해당 문장을 

르면 연결된 소리 일이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되어 있어 학습

실험에 편리하게 이용하 다.

그림 1. 통제집단 교육에 사용된 맨페이지

Figure 1. Praat manpage for the control group

통제집단에 사용된 동일한 문장을 실험집단에게도 사용하

다. 단 본 논문의 목 에 맞도록 모든 문장의 억양을 개별

으로 과장 합성하여 <그림 2>와 같은 맨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 다. 과장 합성 단계는 억양의 정상과 계곡 부분을 

20Hz씩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한번, 마찬가지로 40Hz, 

60Hz씩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각각 과장 합성을 하 다. 

따라서 각 문장마다 20, 40, 60Hz씩 3가지 다른 버 으로 합

성이 되었다. 과장 합성되지 않은 원래 문장 에 세 가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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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합성 버 이 제시되어 있고, 학습실험 에 각 세 가지 

에서 무작 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실험에 이용하 다.

그림 2. 실험집단 교육에 사용된 맨페이지

Figure 2. Praat manpage for the target group

학습실험 진행 방식을 구체 으로 설명하면, 각 강의 반

에 강좌 담당교수이자 실험진행자는 강의실 면의 형 스크

린에 맨페이지를 실행하게 된다. 우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에게 공통 으로, 본 실험은 학생들이 평소에 어 공부

를 하듯 듣고 그 로 따라하는 것을 도와주는 용도로 시행된

다고 알려주었다. 특히,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한 문장씩 듣고 

억양에 유의하면서 원어민처럼 따라 읽으라고 주문을 했고,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억양 곡선에서 정상과 계곡에 해당되는 

부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합성 조작을 하 음을 알려주었

고, 원래 버 과 과장 합성 버 을 차례 로 들려주고 따라 

말하도록 주문하 다. 첫 주와 둘째 주에는 형스크린을 보

고 따라하도록 하 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수의 학생

이 문장을 암기할 정도로 익숙해졌고, 후반부에는 을 감고 

귀로만 듣고 따라 말하도록 하 다.

2.4 녹음  설문조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학습실험이 시

작되기  주까지 맨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모두 1차 녹음하

다. 이 녹음은 두 집단의 모든 학생들이 개별 으로 조용한 

녹음실로 방문하여 <그림 1>에서 사용된 맨페이지를 그 로 

이용하여 각 문장에 하여 원어민 발화를 듣고 바로 따라 읽

는 방식을 취하여 22,050Hz의 표본주 수로 녹음을 하 다. 

학생들에게는 평소 어 공부를 하듯 듣고 그 로 따라 읽으

라는 지시를 하 다.

5주 반에 걸친 학습실험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다시 2차 녹음에 참여하 다. 마찬가지

로 1차 녹음에서 사용한 맨페이지를 이용하여 원어민 소리

일을 듣고 바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녹음하 다. 

녹음이 끝난 후 부록에 제시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2.5 분석변수와 방법 

  두 차례에 걸친 녹음과 설문조사가 끝난 후, 녹음된 자료 

 1번 문장인 The dancing queen likes only the apple pies.를 

분석하 다. 우선 녹음된 1번 문장의 각 음성 일에 하여 

[9]의 연구에서처럼 피치범 와 피치의 최고   최 을 

찾아내었다. 한 [8]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원

어민의 모범문장과 학생들의 모든 문장을 단어별로 분 하여 

운율 요소별 비교를 시행하 다. 한 학습실험 과 후에 

하여 각 집단별로 원어민의 문장과 함께 AXB 청취실험을 시

행하여 한국인 음성학 문가로 하여  학습실험 후에 각 

학생별로 녹음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한 집단 

사이의 차이도 알아보기 하여  다른 음성학 문가로 하여

 실험  두 집단의 발화 녹음과 실험 후 두 집단의 발화 녹

음에 하여 주 으로 1에서 5까지(높은 수가 좋은 수)

의 수를 부여하도록 하 다. 한 개별 인 억양곡선의 패턴

에 한 분석을 통해 정량 인 분석에 한 보충을 하 다.

그림 3. 녹음 자료의 단어별 분  작업

Figure 3. Segmentation by word of the recorded utterances

첫 단계로 모든 녹음 문장에 하여 <그림 3>과 같이 단어

별로 분 을 시행하 는데, 이는 원래 원어민의 녹음 문장과 

학생들 개개인별로 녹음된 문장을 운율 요소별로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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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리 단계이며 피치범 를 측정하기 해서도 필요한 단

계이기도 하다 [8].  

그 후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 다. 우선 [9]에서 사용

한 피치범 와 피치 최고 의 치를 알아내기 하여 각 문

장을 랏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읽어 들여와 사용자

에게 억양을 첩시켜 표시하게 한 다음 피치의 최고 인 억

양의 정 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하고 바로 이어서 피치의 최

인 억양의 계곡을 클릭하게 한다. 이 게 하면 단어별로 

분 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최고  Hz

에서 최  Hz를 자동으로 계산하면서 동시에 피치값에 있

어서 최고 인 정상 부분의 단어와 최 인 계곡 부분의 단

어를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 화살표로 

표시된 피치의 최고값과 최 값을 통해 피치범 를 알아내면

서 단어 분 층에 노랗게 표시되는 단어를 추출해 내면 억양

곡선의 정상과 계곡 부분의 단어를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림 4. 피치범 와 억양곡선의 정상/계곡 단어 알아내기

Figure 4. Measuring the pitch range and identifying 
the pitch peak/valley word

학습실험 과 후에 각 집단 내에서 학생들의 어 말하기 

실력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서 각 학생들의 학습실험 

의 녹음과 후의 녹음, 즉 1차와 2차 녹음을 짝을 짓고 원어

민의 모범 발화 문장을 사이에 넣어 음성학 문가를 통해 

AXB 청취실험을 시행하 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학생이 

서로 다른 만큼 집단 사이의 직 인 비교를 시행할 수는 없

으므로 각 집단 내에서 학습실험 과 후의 녹음을 비교한 것

이다. <그림 5>에서 보듯, 두 번째에 제시된 원어민 발화와 

비교하여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발화  어느 것이 더 원어민

과 비슷한지를 평가하도록 하 다. 첫째와 셋째는 스크립트를 

통해 각 집단 내의 학습실험 후 일을 무작 로 추출해 내

도록 하 으므로, 어느 것이 실험 인지 후인지 알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그림 5. AXB 청취실험 화면

Figure 5. AXB listening test

집단 사이의 간 인 비교를 하여 학습실험 에 두 집

단에 녹음 발화에 하여  다른 음성학 문가로 하여  주

으로 수를 부여하도록 청취실험을 시행하 다. <그림 

6>에서 보듯, 학습실험 에 두 집단의 녹음을 무작 로 섞어

서 하나씩 제시한 다음 문장의 좋고 나쁨에 따라 5부터 1까지 

수를 부여하도록 하 다.

그림 6. 문장 평가 청취실험 화면

Figure 6. Rating test

3. 연구결과

3.1 피치범   피치의 최고 /최  분석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1번 문장에 한 피치범  측정 결

과는 <표 1>에, 95% 신뢰수 의 t-검정 결과는 <표 2>에 주어

져 있다. <표 1>에서 보듯, 두 집단 모두 학습실험 과 후에 

있어서 유사한 피치범  양상을 보 고, <표 2>의 집단 내 

응표본 t-검정과 집단 간 독립 t-검정 결과에서 보듯, 집단 내

의 학습실험 과 후에 있어서 어느 집단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집단 간의 학습실험 과 후에 있어서도 유의

미한 결과를 볼 수 없었다. 즉, 어도 피치범 의 측면에서는 

두 집단 모두 학습실험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1> 피치범  측정 결과

Table 1. Pitch range measurements
단 : Hz 학습실험 학습실험 후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통제집단 (22명) 108 (28) 102 (28)
실험집단 (34명) 104 (29) 1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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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피치범 의 t-검정 결과 (*는 유의미)
Table 2. t-test results for pitch range measurements

집단 내
학습실험 후 : 응표본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통제집단 21 0.971 0.343
실험집단 33 0.116 0.908

집단 간
통제집단 ( ) 실험집단 : 독립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학습실험 54 0.595 0.554
학습실험 후 54 -0.127 0.899

다음으로 두 집단의 1번 문장 발화에 있어서 억양의 최고

과 최 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비교하기 하여 원어민

이 발화한 모범 문장을 살펴보자. <그림 7>에서 보듯이 원어

민의 경우 단어 dancing과 pies에서 피치의 최고 과 최 이 

나타난다.

그러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의 학습실험 과 

후에 피치의 최고 과 최 이 분포하는 단어는 특별한 유형

을 찾아볼 수 없는 듯하다. 체로 많은 학생들이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dancing과 pies에 피치의 최고값과 최 값을 부여

하고 있으나 몇몇 경우에는 이를 벗어나고 있다.

<표 3> 피치의 최고 /최  단어 빈도

Table 3. Frequencies of pitch peak/valley words

단 : 명
학습실험 학습실험 후

최고 최 최고 최

통제집단 dancing(22)

pies(19)

apple(1)

likes(1)

the(1)

dancing(20)

queen(2)

pies(20)

apple(2)

실험집단
dancing(33)

queen(1)

pies(32)

the(2)
dancing(34)

pies(28)

apple(3)

only(2)

likes(1)

그림 7. 문장 1번 어 원어민 발화의 억양

Figure 7. Intonation contour of the No. 1 sentence 
uttered by a native speaker of English

3.2 운율요소별 비교: 3차원 분석과 t-검정

3차원 운율요소별 비교를 하기 해 [8]에서 제시한 방법을 

응용하여, 원어민 문장과 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문장을 비교하 다. 각 집단별로 학습실험 과 후에 운율요

소별로 에 띄는 두드러진 패턴이 보이는지 <그림 8>에 나

타내었다. 3차원 x, y, z축은 각각 피치값, 강도값, 단어별길이

를 나타내고 푸른색과 붉은 색은 학습실험 과 후를 각각 나

타내며, 화살표 머리가 실제 좌표값을 나타낸다. 화살표 몸체

는 3차원 공간에서의 좌표값의 치를 잘 보이도록 도움을 주

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림 8. 집단 내의 세 운율요소별 비교

Figure 8. Within-group comparison of the three prosodic factors

그림에서 보듯, 왼쪽의 통제집단의 경우 학습실험 (푸른

색)과 후(붉은색)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서로 

많이 겹쳐있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오른쪽의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학습실험 에 해당하는 푸른색 화살표들이 후에 해

당하는 붉은색 화살표들과 조  떨어져서 나름 로의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험집단의 학습실험 

과 후를 원어민 문장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양상을 보

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8]에서 주장하듯 3차원 그래 의 원

에서 더욱 먼 곳에 치하는 좌표값일수록 원어민의 운율 양

상과 차이가 큰 쪽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9. 집단 간 학습실험 후 세 운율요소별 비교

Figure 9. Between-group comparison of the three prosodic 
factors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이번에는 학습실험 과 후를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알아

보자. <그림 9>는 학습실험 (좌측)과 후(우측)에 두 집단의 

운율요소별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푸른색은 통제집단을 붉은

색은 실험집단을 나타내고 있다. 좌측의 학습실험  두 집단

의 비교를 살펴보면 <그림 8>의 우측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

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사이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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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분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어민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집단 사이에 운율 인 차이가 존재한다

는 것을 암시한다.

집단 내
학습실험 후 : 응표본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통제집단 21 -0.953 0.352
실험집단 33 7.009 0.000 *

집단 간
통제집단 ( ) 실험집단 : 독립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학습실험 42.797 -3.095 0.003 *
학습실험 후 53.463 1.055 0.296

<표 4> 억양 차이의 t-검정 결과 (*는 유의미)
Table 4. t-test results for intonation differences

집단 내
학습실험 후 : 응표본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통제집단 21 -1.883 0.074
실험집단 33 0.615 0.543

집단 간
통제집단 ( ) 실험집단 : 독립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학습실험 54 -0.918 0.363
학습실험 후 54 1.544 0.128

<표 5> 강도 차이의 t-검정 결과 (*는 유의미)
Table 5. t-test results for intensity differences

집단 내
학습실험 후 : 응표본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통제집단 21 1.254 0.224
실험집단 33 2.878 0.007 *

집단 간
통제집단 ( ) 실험집단 : 독립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학습실험 54 -0.428 0.670
학습실험 후 54 0.480 0.633

<표 6> 단어별 길이 차이의 t-검정 결과 (*는 유의미)
Table 6. t-test results for word-durational differences

3차원 분석에서 나타난 패턴이 통계분석에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서 운율 요소별로 95% 신뢰수 에서 t-검정을 

실시하 고, 억양과 강도, 단어길이별 차이에 한 분석 결과

가 <표 4>, <표 5>, <표 6>에 나타나 있다. 

세 표에서 보듯,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는 원어민과

의 억양 비교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학습실험 후 비교와, 학

습실험 의 집단 간 비교, 그리고 단어별 길이 비교에 있어

서 실험집단 내의 학습실험 후 비교의 경우이다. 구체 으

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해 각 요소별 비교값의 

평균과 표 편차를 <표 7>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값이 크

다는 것은 원어민 문장과 해당 운율 요소별 비교에 있어서 값

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억양을 로 들자면 

원어민 억양곡선과는 많이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값

이 을수록 원어민 억양곡선과 비슷해서 차이가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운율 요소에 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평균

(표 편차)

학습실험

후

운율요소 운율요소

억양 강도 길이 억양 강도 길이

통제집단
358
(59)

183
(15)

380
(65)

378
(94)

191
(17)

348
(90)

실험집단
462

(181)
186
(14)

388
(70)

341
(163)

184
(16)

335
(101)

<표 7> 운율요소별 비교의 평균과 표 편차

Table 7.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prosodic comparison

표의 억양 부분에서 보듯, 통제집단은 학습실험  원어민 

문장과의 억양비교에 있어서 평균 358Hz의 차이를 보 고, 실

험 후에는 378Hz의 값을 보여 평균값의 차이가 20Hz 지만, 

실험집단은 462에서 341로 후 차이가 121Hz나 되는 향상을 

보인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비교해도 그 차이가 462 - 

358 = 104로 비교  크다. 이는 두 집단이 학습실험 에 원

어민 문장과의 억양곡선의 비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 4>의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바

와 일치한다.

<표 4>의 집단 간 결과와 <표 7>의 평균값의 비교를 통해

서 알 수 있는 것은 억양 구 에 있어서 학습실험 에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열등한 집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학습

실험 후에 이러한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은 실험집단이 억양 

측면에 있어서 통제집단에 비해 원어민과 좀더 비슷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내 비교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표 4>

에서 보듯, 통제집단의 경우 학습실험 후에 차이가 없었지

만, 실험집단의 경우 학습실험 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값이 어지는 향상을 보 다

는 것이다. <표 6>에서 보듯, 실험집단은 집단 내의 비교에서 

학습실험 후에 단어별 길이에 있어서 원어민 문장과의 차이

가 어지는 쪽으로 향상을 보 지만, 통제집단과의 비교에서 

차이를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

3.3 AXB 청취실험 결과 분석

각 집단 내에서 학습실험 과 후에 운율 인 요소  특

히 억양에 있어서 원어민의 문장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악하

기 해 원어민의 문장과 함께 AXB 청취실험을 시행하 고 

그 결과는 <표 8>에 주어져 있다. 결과에서 보듯, 음성학 

문가는 통제집단에 해서는 약 77%의 경우에 학습실험 후의 

문장이 원어민과 더 가깝다고 단한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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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보다 많은 91%의 경우에 학습실험 후의 문장이 억양 면

에서 더 낫다고 단하 다.

<표 8> AXB 억양 청취실험 결과

Table 8. AXB listening test results for intonation

단 : 명
학습실험

후

통제집단 (22) 5 (23%) 17 (77%)
실험집단 (34) 3 (9%) 31 (91%)

3.4 주  평가 청취실험 결과 분석

실험  두 집단의 발화 녹음과 실험 후 두 집단의 발화 녹

음에 하여 음성학 문가가 억양 면에서 주 으로 부여한 

수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1이 가장 낮은 수이고 5가 

제일 좋은 수이다. 

표에서 보듯, 음성학 문가가 억양 면에서 주 으로 부

여한 수에 있어서는 집단 내 비교나 집단 간 비교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AXB 청취실험 결과

와 연계하여 생각하면 학습실험 과 후에 발화를 개인별로 

직  비교하는 AXB 청취실험의 경우에는 부분의 경우에 

학습실험 후에 발화한 것을 억양 면에서 좋게 평가하 지만, 

학생들 모두의 발화를 무작 로 섞어 놓고 주 으로 억양 

평가를 할 경우 그 차이를 일 으로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아무리 음성학 

문가라 할지라도 과 후를 직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라 무

작 로 섞여 있는 여러 자극들을 주 인 수를 부여함으로

서 단할 경우 객 이고 일 되게 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주  억양 평가 청취실험 

(C:통제집단, T:실험집단, *는 유의미함을 나타냄)
Table 9. Subjective rating results for intonation

집단 내

학습실험 후 : 응표본 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평균

(표 편차)

통제집단 21 -1.164 0.257
:2.8(0.5)

후:2.9(0.6)

실험집단 33 0.000 1.000
:2.9(0.9)

후:2.9(0.7)

집단 간

통제집단 ( ) 실험집단 : 독립검정

자유도 t 값 p 값 유의미
평균

(표 편차)

실험 53.570 -1.619 0.111
C:2.5(0.7)
T:2.9(0.9)

실험 후 54.000 0.592 0.556
C:2.9(0.6)
T:2.8(0.7)

<표 7>의 운율 요소별 비교에서, 학습실험 을 보면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억양의 구  측면에서 열등한 집단이라

고 했지만, 주  평가 청취실험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이는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여러 

변수 에서 AXB 청취실험에서처럼 인간의 주  평가로 

드러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  평가 청취실험에서처

럼 인간의 주  평가로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런 면에서 3차원 운율 요소별 비교는 주  

평가로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차이를 알아내는데 효과 인 방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5 정성  억양곡선 유형 변화

억양곡선의 모양에 한 분석을 하는 데에는 리 알려진 

ToBI(Tones and Break Indices) 표기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실험 

후에 학생들의 발화 녹음에서 단어별로 구 된 억양곡선의 

패턴에 변화가 다수 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억양곡선의 

일부 변화는 청취실험이나 피치범  측정, 피치 최고/최  

측정에서는 감지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림 10>은 실험집단

에 속한 한 학생의 학습실험 후의 발화 녹음을 원어민의 것

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단어 only의 경우 학습실험 

의 억양곡선보다는 학습실험 후의 억양곡선이 원어민의 것

과 더 많이 닮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주 인 청취실험이나 피치범  측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학습실험을 통해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터득하고 구

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실험집단 한 학생의 학습실험 후 비교

Figure 10. Comparison of one subject from the target group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이런 패턴의 차이는 통제집단(22명  4명, 즉 18%)보다는 

실험집단(34명  25명, 즉 74%)에서 훨씬 많이 찰될 수 있

었는데, 이러한 억양곡선의 차이가 3차원 운율요소별 분석  

억양 부분의 비교에서 나타났을 수 있고, 이는 <표 4>의 t-검

정을 통해서도 언 된 바와 같다. 이 게 보면, 3차원 운율요

소별 분석  억양 분석은 청취실험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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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억양곡선의 차이를 감지해 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

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6 설문조사 분석

설문지(부록 참조)에 제시된 질문에 한 두 집단의 답을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질문 항목
답변 : 평균(표 편차)
통제집단 실험집단

1. 따라한 목소리 크기

   (크다 1 ~ 4 작다)
2.0 (0.4) 2.3 (0.5)

2. 강의에 빠진 횟수

   (없다 1 ~ 5 많다)
1.3 (0.7) 1.7 (0.6)

3. 강의  실험 미참여 횟수

   (없다 1 ~ 5 많다)
1.6 (0.8) 1.8 (0.7)

4. 평소 어 공부 용 (주별)
   (매일 1 ~ 4 용 안함)

3.0 (1.0) 3.3 (0.9)

5. 어 공부 용 (월별)
   (첫 주만 1 ~ 4 꾸 히)

3.1 (1.6) 2.4 (1.5)

6. 실험 참여  어 수  평가

   (좋다 1 ~ 4 나쁘다)
2.7 (0.6) 2.6 (0.7)

7. 실험 후 어 수  향상 여부

   (좋아짐 1 ~ 4 모르겠다)
3.0 (0.9) 3.2 (0.9)

8. 어 실력 향상 여부 추측

   (좋아짐 1 ~ 4 나빠짐)
1.9 (0.7) 1.7 (0.5)

9. 강좌 응용시 실력 향상 여부

   (좋아질 것 1 ~ 4 나빠질 것)
1.8 (0.5) 1.6 (0.5)

10. 강좌에 활용 시 수강 여부

   (듣는다 1 ~ 4 듣지 않는다)
2.1 (0.4) 2.2 (0.5)

<표 10> 설문지 분석

Table 10.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s

표에서 보듯, 학습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학습실험에 사

용한 억양 과장 방법으로 어 문장을 따라한 목소리 크기에 

한 주  평가 항목에서는 부분 보통 크기로 따라한 것

으로 나타났고, 강의에 빠진 횟수와 실험에 자발 으로 참여

하지 않은 횟수에 있어서는 실험집단이 약간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4번과 5번 항목에서 평소 어 공부에 용하는 정

도에 한 조사에서도 실험집단이 다소 소극 인 것으로 드러

났다. 학습실험 후 어 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

문에는 통제집단이 조  정 인 반응을 보 으나, 앞으로의 

실력 향상에 한 망에 해서는 실험집단이 조  정 인 

반응을 보 다. 한 이런 방식을 어 강좌에 응용하거나 개

설된다면 듣겠다는 반응은 두 집단 모두 정 이었다. 

4. 논의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어 운율 교육, 특히 억양을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과장된 억양을 지닌 원어민 발화 문장을 이용하는 것

이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학습실험을 통해서 알아보

고자 하 다. 여 생을 22명의 통제집단과 34명의 실험집단으

로 나 어 정규 강좌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8개의 원어민 

발화 문장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이용한 학습실험을 5주 반 정

도의 기간에 걸쳐 시행하 다. 학습실험에서 통제집단은 원어

민 발화 문장을 단순 반복을 통한 학습을 하 고, 실험집단은 

일정 단 로 과장하는 합성 조작을 거친 원어민 발화 문장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 다. 실험 결과는 1번 문장에 하여, 피

치범 의 측정, 피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보이는 단어 측정, 

억양과 강도  단어별 길이 등 세 가지 운율 요소별로 3차원 

비교 분석, AXB 청취실험, 주  평가 청취실험, 정성  

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피치범 에 있어서는 학습실험 후에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비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보이는 단어의 측정에서도 두드러

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운율 요소별 3차원 분석에서는 

억양에 있어서 실험집단 내에서 학습실험 후에 유의미한 향

상을 보 고, 집단 사이의 비교에서 실험 에 유의미한 차이

가 보 다. 이는 학습실험 에 두 집단의 억양 구  측면에

서 차이를 보인 것이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다소 열등함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차이가 학습실험 후에 없

어진 것으로 보아,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이 학습실험을 통해 

억양의 구 에 있어서 다소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 는

데, 이는 실험집단 내에서의 학습실험 후 억양 구 에 있어

서의 유의미한 향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AXB 청취실험에서

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학습실험을 통해 억양 구 에 

있어서의 향상을 더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  평가 청취

실험에 있어서는 학습실험을 통해 별다른 유의미한 향상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AXB 청취

실험에서 나타난 실험집단의 약간의 우세가 주  청취실험

이나 피치범 , 피치 최고   최  단어 별에서는 감지

할 수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운율 요소별 분석  억

양 부분의 비교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는 이

다. <표 9>에서 보듯 음성학 문가의 주 인 평가를 근거

로 한 청취실험에서 미처 감지할 수 없는 억양의 차이가 <그

림 10>에서처럼 개별 학생들의 정성 인 찰을 통해서도 나

타난다는 것이 운율 요소별 분석 방법의 장 을 뒷받침 해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억양곡선의 체 인 패턴 뿐 아니

라, 억양이 각 단어별로 구 되는 양상에 있어서도 세 한 평

가가 필요함을 보여 다고 하겠다. 설문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학습실험에 참여한 열성에 있어서는 실험집

단이 다소 부족한 듯이 보 으나, 망과 기 에 있어서는 통

제집단보다 조  더 정 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한 달이 조  넘는 비교  짧은 기간 동안에 행해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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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 에 알아볼 수 있는 두드러진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는 않았지만, AXB 청취실험과 억양곡선이 단어 내에 구 된 

양상을 정성 으로 찰한 것에서 드러난 미세한 효과를 3차

원 운율 분석을 통해서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논문의 

의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하나의 문장을 분

석한 결과이므로 이를 반 으로 확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억양의 과장 합성을 통해 여 생들의 어 읽기 능력에 다소

의 향상이 찰되었다는 것은 고무 인 일이라 생각된다. 앞

으로 [7]에서 제시된 길이의 과장이나 강도곡선의 변형 합성

을 통한 방법이 학생들의 어 학습에 어떠한 도움을  수 

있는지 평가해 보는 것도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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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 설문지는 연구 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 

신상 정보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

시오.

1. 학습실험 때, 얼마나 큰 목소리로 따라했는지 알려주세요.

   (가) 아주 큰 소리 (나) 보통 크기 (다) 조그맣게 (라) 얼거림

2. 지각, 결석으로 학습실험에 빠진 횟수를 략 알려주세요.

   (가) 안빠짐 (나) 한두번 (다) 서 번 (라) 여섯번 (마) 거의 다

3. 강의  학습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횟수를 략 알려주세요.

   (가) 모두 참여 (나) 한두번 (다) 서 번 (라) 여섯번 (마) 거의 다 

4. 평소 어 공부에 학습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한 빈도는?

   (가) 매주 매일 (나) 매주 삼사일 (다) 매주 하루이틀 (라) 이용 안함

5. 학습실험 방식으로 얼마나 꾸 히 어 공부를 했나요?

   (가) 첫주만 (나) 두 주 정도 (다) 세 주 (라)  안함 (마) 계속 이용

6. 어 문장 말하기에 한 자신의 수 을 주 으로 평가한다면?

   (가) 아주 잘함 (나) 그럭 럭 (다) 별로 못함 (라) 아주 못함

7. 학습실험 후를 통해 자신의 어실력이 향상되었나요?

   (가) 아주 좋아짐 (나) 조  좋아짐 (다) 변화 없음 (라) 잘 모르겠음

8. 학습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어말하기 공부를 하면 어 실력이 

좋아질까요?

   (가) 훨씬 좋아질 것 (나) 조  나아질 것 

   (다) 별 차이 없을 것 (라) 오히려 나빠질 것

9. 학습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을 어 말하기/듣기 강좌에 이용하면 

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가) 큰 도움 될 것 (나) 조  도움이 될 것

   (다) 별 차이 없을 것 (라) 오히려 나빠질 것

10. 학습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는 강좌(A)와 통 인 방식 그

로 강의하는 어말하기 강좌(B)가 있다면 어느 것을 수강하겠습

니까?

   (가) 가능하면 A를 수강 (나) 가능하면 B를 수강

   (다) 아무거나 상  없음 (라) 둘 다 듣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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