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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분절음 실현과 발음 평가의 상관성

The relationship between segmental production by Japanese learners of Korean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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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Japanese learners’ Korean segmental production on pronunciation evaluation by 

Korean native raters. Read speech from 24 learners whose native language is Japanese are transcribed at the phonemic level, 

and confusion matrices are generated based on the phonemic transcriptions. The deviance from the canonical pronunciation 

found in the learners’ speech is analyzed in terms of phoneme substitutions, vowel insertions, and consonant deletions. Each 

learner’s pronunciation is rated impressionistically by 5 Korean native raters. The result shows that the deviance from the 

canonical pronunciation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s. Especially, the rates of phoneme 

substitutions and vowel insertions which are very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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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언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대두된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의 언어 교육은 

언어의 형식보다는 언어 표현의 의미와 기능을 중시하여 의사

소통 능력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의

사소통 중심 접근법의 영향으로 발음 교육에 있어서도 개별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보다는 강세, 억양 등의 초분절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유창한 발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Munro & Derwing, 1995; Jenkins, 2000; 강석한, 이석재, 2011).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김상

수, 2008; 김미란 외, 2014).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해서는 언어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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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얼마나 유창하게 발음하

는가와 더불어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는가의 여부도 발음 교

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이다.

발음은 초분절음과 분절음의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 평가되

기 때문에 발음 교육에서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우선시할 수 없

다(김지은, 2012).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비모국어 영어 

화자의 발음 평가에 관한 연구인 Anderson-Hsieh et al.(1992)에

서는 비모국어 화자의 발음 평가에 분절음 정확도, 운율, 음절 

구조의 정확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

모국어 화자의 발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측정한 발음 평

가 점수에 운율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절음 및 음절 구조의 정확도 역시 발음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율과 같은 초분절음

적 요소만으로는 발음 평가에 미치는 요인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개별 분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였는지의 여

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분절음 실현과 발음 평가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분절음 실현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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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 체계 대조를 통해 일본

어 모국어 학습자가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분절음 오류 양상

을 제시하거나, 조음·음향음성학적 관점에서 실제 학습자의 발

화를 분석하여 분절음 실현에서의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의 차

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관찰을 통해 학

습자의 오류 양상을 확인한 경험적인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한재영 외(2003)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 체계 대조를 바탕

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분절음 오류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전미순

(2001)은 발음 평가 문제지를 통해 일본인 모국어 학습자의 초

성, 중성, 종성의 발음 오류를 조사하였다. 특정 분절음에 관심

을 둔 연구로는 우선,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인 이재강(1998), 조성문(2004), 김희성 

외(2006)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음향음성학적인 분석을 

통해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한국어 단모음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일본인 모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자음에 관한 연구로는 황유미 외(2002), 조민하(2005), 

정미지(2000) 등을 들 수 있다. 황유미 외(2002), 조민하(2005)

는 한국어 어두 파열음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어 모국어 학습

자가 보이는 발음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정미지(2000)는 일

본인 학습자가 발화한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에 대하여 한

국인 청자를 대상으로 청취 실험을 진행하여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자음의 삼중대립에 대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음운 체계 

대조, 실험음성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분절음을 실현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음 실현 양상이 학습

자의 발음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

용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음성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정확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분절음 실현 양상을 

분석하여 계량화하고, 학습자의 분절음 실현 양상이 실제 학습

자의 발음 평가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2. 연구 방법

2.1 음성 자료

본 연구에서는 ㈜이드웨어에서 구축한 한국어 학습자 총 

100명의 발화를 녹음한 음성 코퍼스 가운데 일본어를 모국어

로 사용하는 학습자의 발화를 사용하였다. 전체 코퍼스는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발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구축되었

으며, 일본어 이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를 녹음한 

자료이다. 녹음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전 지역의 국제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 24명의 발화 4,830개

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자인 학습자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남성 5명, 여성 19명이었으며, 나이는 22세

에서 52세까지였다.

녹음 문장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에 제시된 문

장 가운데 “우리는 교실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와 

같은 3~8 어절(평균 6어절) 길이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별로 약 200개의 문장을 낭독하였으며, 학습자별 녹음 

문장 목록은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어의 모든 

음소가 적어도 1회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2.2 음성 자료 전사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음성 자료 전사에는 음성 자료 전

사 경험이 있는 국어학 전공자 4명이 참여하였다.

효율적인 전사 작업을 위해 음성인식기의 음향모델 강제정

렬(forced-alignment)을 통해 녹음 문장에 대한 표준 발음열을 

제시한 후, 실제 발화가 표준 발음과 음소 차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전사자가 해당 발음열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한

국어의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ㅔ/와 /ㅐ/, /ㅖ/와 /ㅒ/, /ㅞ(ㅚ)/

와 /ㅙ/는 구분하지 않고 각각 /ㅔ/, /ㅖ/, /ㅞ/로 대표하여 전사

하였다.

2.3 분절음 실현 양상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 음소를 다른 

음소로 대치하여 발화하거나, 모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절 

구조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성 자음 뒤에 모음을 삽입

하여 음절을 재구조화하거나 종성 자음을 삭제하는 경우가 빈

번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재영 외,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분절음 실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음소 대

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를 정의하고,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음성 자료 전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음소를 다른 음소

로 대치하여 실현한 경우, 모음을 삽입하거나 자음을 삭제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학습자 발화에 나타난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

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전체 문장에 대한 표준 발음열과 

전사 발음열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표 1>, <표 2>에서와 같

이 학습자별로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의 형태로 표현하였

다. 혼동 행렬의 각 행은 목표 음소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열

에는 실제 학습자가 발화한 음소가 제시되어 있다. 음영으로 

표시한 각 칸은 목표 음소와 학습자가 발화한 음소가 일치한 

경우로, 학습자가 해당 분절음을 정확하게 발화하였음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 혼동 행렬로부터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발

화에 나타난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을 학습자별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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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음소

목
표
 음
소

99.84 0.16

0.52 99.48

99.83 0.17

0.54 88.59 9.78 1.09

1.66 96.13 1.66 0.55

0.69 92.36 6.94

0.29 0.57 1.15 97.70

27.27 72.73

100

1.89 3.77 79.25 15.09

18.75 56.25 25.00

100

100

50.00 50.00

44.83 55.17

15.38 7.69 76.92

100

삽입 0.47 6.02 28.22

* 행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모음을 삭제하여 실현한 경우임.

표 1. 학습자 발화의 모음 혼동 행렬 (17번 학습자)

Table 1. Confusion matrix for vowels produced by Japanese learner #17

가. 초성 자음

(%)
발화 음소

목
표
 음
소

86.49 2.70 8.11 2.70

30.43 60.87 8.70

40.00 60.00

95.91 2.23 1.49 0.37

50.00 50.00

11.11 11.11 77.78

95.40 0.77 1.92

13.16 69.74 17.11

20.00 13.33 53.33

84.30 3.31 10.74 1.65

40.00 40.00 10.00 5.00 5.00

6.17 2.47 4.94 80.25 4.94 1.23

76.50 23.50

6.32 93.68

1.19 1.19 96.43

0.69 99.31

0.50 0.25 0.75 93.22 0.25

96.58

* 행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초성 자음을 삭제하여 실현한 경우임.

나. 종성 자음

(%)
발화 음소

삭제

목
표
 음
소

76.92 10.26

50.00 0.00 50.00

51.06 27.66

31.62 16.24

53.00 44.00 2.50

14.51 5.10 1.18

5.05 3.03 71.72 18.18

* 행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종성 자음 뒤에 모음 삽입이 일어나 초성 자음으로 실현된 경우임.

표 2. 학습자 발화의 자음 혼동 행렬 (17번 학습자)

Table 2. Confusion matrices for consonants produced by Japanese learn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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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음소 대치 3.51 2.89 0.77 2.70 13.32

모음 삽입 3.83 7.94 0.00 0.41 34.71

자음 삭제 1.72 1.70 0.21 0.99 6.78

표 3.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and minimum, median and 

maximum value for phoneme substitution, vowel insertion, 

consonant deletion rates(%)

2.4 발음 평가

학습자의 발음 평가에는 총 5명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

하는 평가자가 참여하였다. 이들 평가자는 모두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 4,830개 발화 가운데 학습자 1명당 5개의 발화를 임의

로 추출하여 평가 문장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평가 문장의 길

이가 발음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

절 수가 6~7개이며 동시에 음절 수가 17~19개인 문장을 가능

한 다양한 단어가 포함되도록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120개

(학습자 24명×5개 문장)의 문장이 평가 문장으로 선정되었다.

평가는 라이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라이커트 척도란 응답자가 서열성을 갖는 응답 범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형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

(1=very poor, 7=excellent)를 사용하였다. 평가 문장에 대하여 

평가자는 각 문장별로 학습자의 발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였다. 전체적인 인상은 평가자가 학습자의 발화를 들었

을 때, 발음, 운율, 유창성 등의 특정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판단을 말한다(Alderson et al., 

1996). 이때, 평가자가 필요에 따라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들

을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통계 패키지 R(R Core Team, 2014) 기반

의 패키지 psy(Falissard, 2012)를 이용하여 크론바흐 알파계수

(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측정하였으며, α=.88로 평가자

간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가 완전히 동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평가자간 신뢰도는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z값 정규화(z-score normalization) 등을 통하지 않고 평가자들의 

원 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평가자들의 개별적 특성이 

전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습자별 발음 평가 점수는 임의로 추출한 5개의 발화에 대

하여 평가자 5명이 각각 평가한 점수를 모두 평균하여 계산하

였다.

2.5 통계 분석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분절음 실현 양상과 발음 평가 점

수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 패키지 R 3.1.1 버전(R 

Core Team, 2014)을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분절음 실현 양상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음성 자료의 전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별로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4명의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의 평균 

음소 대치 비율은 3.51%(표준편차=2.89)이었다. 종성 자음 뒤

에 모음을 삽입한 비율은 평균 3.83%(표준편차=7.94)이었고, 

종성 자음을 삭제한 비율은 평균 1.72%(표준편차=1.70)이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인 학습자는 일본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절 구조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음 삽입을 자음 

삭제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발음 평가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의 발화에 대하여 발음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발음 평가 점수는 4.65점(표준편차

=1.02)으로 나타났다. 발음 평가 점수 최저점은 1.60점이었으

며, 최고점은 6.36점이었다.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발음 평가 

점수
4.65 1.02 1.60 4.76 6.36

표 4. 발음 평가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Table 4. Mean, standard deviation, and minimum, median and 

maximum value for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발음 평가 점

수 분포를 살펴보면 1점대 1명(4.17%), 2점대 1명(4.17%), 3점

대 1명(4.17%), 4점대 14명(58.33%), 5점대 5명(20.83%), 6점대 

2명(8.33%)으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학습자가 4점대의 발음 

평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발음 평가 점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1점 이상 3점 

미만을 초급 학습자, 3점 이상 5점 미만을 중급, 5점 이상 7점 

이하를 고급 학습자라고 하였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인 24명

의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는 초급 학습자 2명(8.33%), 중급 학

습자 15명(62.50%), 고급 학습자 7명(29.17%)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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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음 평가 점수의 확률 밀도 히스토그램

Figure 1. Histogram of probability densities of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3.3 분절음 실현 양상과 발음 평가

<표 5>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 발화에 나타

난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을 학습자별로 분석한 

결과4)와 각 학습자 발화에 대한 발음 평가 점수를 오름차순으

로 나타낸 것이다. 발음 평가 점수 최저점인 1.60점을 받은 17

번 학습자의 경우에는 ‘잡지와’를 [참씨와]와 같이 다른 음소로 

대치하여 실현한 비율이 13.32%, ‘제일’을 [제이르]와 같이 모

음을 삽입하여 실현한 비율이 34.71%, ‘한국 친구’를 [항구 친

구]와 같이 자음을 삭제하여 실현한 비율이 5.67%로 분절음 

실현에 있어 높은 비율의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를 

보이는 반면, 발음 평가 점수 최고점인 6.36점을 받은 15번 학

습자의 경우에는 음소 대치 비율 0.77%, 모음 삽입 비율 

0.07%, 자음 삭제 비율 0.21%로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

제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표 6>은 학습자 수준(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에 따라 음

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를 살펴

본 결과를 나타낸다. 발음 평가 점수 1점 이상 3점 미만의 초

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평균 음소 대치 비율 10.85%, 평균 모음 

삽입 비율 27.86%, 평균 자음 삭제 비율 4.59%로 나타났으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음 평가 점수 3점 이상 5점 미만의 중

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평균 음소 대치 비율 3.33%, 평균 모음 

삽입 비율 2.25%, 평균 자음 삭제 비율 1.84%로 나타났다. 반

면, 발음 평가 점수 5점 이상 7점 이하의 고급 학습자의 경우

에는 평균 음소 대치 비율 1.80%, 평균 모음 삽입 비율 0.34%, 

평균 자음 삭제 비율 0.66%였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학습자의 

발화에 나타난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의 비율이 낮을

4) 학습자의 발화 분석 결과,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이외에 음소 왜곡 (다른 음소로 대치하지는 않았으나 음성
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 모음 삭제, 자음 삽입이 관찰되었다.

수록 학습자의 발음 평가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학습자
음소 대치

(%)

모음 삽입

(%)

자음 삭제

(%)

발음 평가 

점수

17 13.32 34.71 5.67 1.60

3 8.38 21.00 3.50 2.88

10 9.15 11.55 6.78 3.52

14 4.14 0.38 2.29 4.08

24 2.53 0.12 0.95 4.12

7 2.93 3.53 1.27 4.24

18 1.40 0.44 0.62 4.24

11 5.70 5.74 4.19 4.32

23 2.78 0.08 1.00 4.36

1 3.57 2.82 0.58 4.40

20 3.26 4.89 3.18 4.52

5 3.31 2.00 1.62 4.72

4 1.47 1.88 0.98 4.80

12 4.02 0.07 1.70 4.84

16 2.61 0.08 0.32 4.88

21 1.69 0.16 1.73 4.92

19 1.41 0.00 0.37 4.96

22 1.43 0.58 0.74 5.08

9 3.24 0.07 0.75 5.20

2 1.78 0.33 0.73 5.60

13 1.74 0.17 0.96 5.76

8 2.25 1.13 0.99 5.80

6 1.38 0.06 0.25 6.28

15 0.77 0.07 0.21 6.36

표 5. 학습자별 음소 대치·모음 삽입·자음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

Table 5. Phoneme substitution·vowel insertion·consonant deletion 

rates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of each learner

수준
음소 대치

(%)

모음 삽입

(%)

자음 삭제

(%)

발음 평가 

점수

초급 (n=2) 10.85 27.86 4.59 2.24

중급 (n=15) 3.33 2.25 1.84 4.46

고급 (n=7) 1.80 0.34 0.66 5.73

표 6. 학습자 수준별 평균 음소 대치·모음 삽입·자음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

Table 6. Average rates of phoneme substitutions, vowel 

insertions, and consonant deletions and average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학습자의 발화에 나타난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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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소 대치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의 산포도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phoneme substitution rate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그림 3. 모음 삽입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의 산포도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vowel insertion rate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그림 4. 자음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의 산포도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consonant deletion rate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7>은 개별 학습자의 분절음 실현 

양상과 발음 평가 점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음소 대치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와의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 r)는 –0.8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모음 삽입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와의 상관계수 역

시 –0.8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자음 삭제 비

율과 발음 평가 점수와의 상관계수도 –0.7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분석 결과,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 모두 발음 평가 점수와 유의미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음소 대치

(r=-0.852)와 모음 삽입 비율(r=-0.816)은 매우 강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일본어 모

국어 학습자는 중급 학습자에 비해 초급과 고급 학습자의 수

가 적기 때문에 추후 초급과 고급 학습자의 사례를 보강할 필

요가 있다.

발음 평가 점수와의 

상관계수(Pearson r)
유의확률(양측)

음소 대치 -0.852 p<0.001

모음 삽입 -0.816 p<0.001

자음 삭제 -0.726 p<0.001

표 7. 음소 대치·모음 삽입·자음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Table 7.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honeme 

substitution·vowel insertion·consonant deletion rates and 

pronunciation evaluation score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각각 일본어 모국어 학습

자의 음소 대치 비율, 모음 삽입 비율, 자음 삭제 비율과 발음 

평가 점수에 대한 산포도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학습자 발화에 나타난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절음 실현 양

상이 발음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 

모두 발음 평가 점수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

는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 비율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발음 평가 점수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음소 대치

와 모음 삽입 비율은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자의 분절음 실현과 발음 평가와의 관계를 살

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음소 대치, 모음 삽입, 자음 삭제와 같

은 분절음 실현 양상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학습자의 발음 평

가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절음의 실현 양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억양

이나 발화 속도 등의 요소가 발음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절음이 아

닌 초분절적인 요소와 발음 평가 점수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

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요소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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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음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모국

어 배경이 다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

과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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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체 학습자 가운데 50% 이상의 학습자가 공통으로 낭독한 

녹음 문장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 일본에 있습니다.

2. 가족이 한국에 있습니까?

3. 그 남자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4. 그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5. 그럽시다. 시작하십시오.

6. 김영호 씨는 한국 사람입니다.

7. 꽃이 예쁩니다.

8. 동생이 책을 읽습니다.

9. 라디오가 없습니다.

10. 미국 사람입니까?

11. 미선 씨는 무엇을 하십니까?

12. 선생님이 죤슨 선생님입니까?

13. 소녀가 웃습니다.

14. 아, 그렇습니까?

15. 아니오.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16. 아이가 있습니까?

17. 아이가 집에서 숙제를 합니다.

18. 안녕하십니까?

19. 어느 분이 가르치십니까?

20. 영국 사람입니다.

21. 예. 그렇습니다.

22. 예. 우리 집사람입니다.

23. 오빠하고 동생은 무엇을 합니까?

24. 의사가 약을 줍니다.

25. 이 분께서 부인이십니까?

26. 이 분이 선생님입니다.

27. 이것이 무엇입니까?

28. 자동차가 많습니다.

29. 저는 김경미입니다.

30. 저는 책과 잡지를 읽습니다.

31. 저도 날마다 도서관에 옵니다.

32. 제가 죤슨입니다.

33. 책상이 없습니다.

34. 책이 있습니다.

35. 처음 뵙겠습니다.

36. 친구가 있습니다.

37.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신문을 봅니다.

38. 학생이 옵니다.

39. 한국말 공부하기가 어떻습니까?

40. 한국말 공부하기가 재미있습니다.

41. 형제가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