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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음성 연구 – 초성 비음 /ㄴ/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nasality of /n/ in the initial position by French learners of Korean
이보람
소르본 누벨 파리 3대학교 음성학 박사과정

연구 동기
• 왜 한국어 학습자들은 종종 ‘네’를 ‘데’로 인식하고 ‘물’을 ‘불’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통제집단 : 한국인 여성 화자 10명 (서울 및 경기도 출

로 인식할까?
• 어두에 위치한 비음은 비음성이 매우 약하며, 길이도 짧고,

음향학적으로 파열음과 유사성을 보인다 (Yoshida, 2008;
Kim, 2011; Jang et al., 2018)
→ Denasalization (탈비음화, 비음화 손실)
• 한국어교육에서 기존 비음 연구 : 종성 비음과 비음화
→ 음성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비음의 습득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기에 한계

신, 평균 26.5살)
- 실험집단 :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 15명 (초급~고급,
평균 23,4살)
• 실험 문장
- 어두 초성 비음 (예시) : 한국에 누가 살아요?
- 어중 초성 비음 (예시) : 미나가 프랑스에 갔어요?
• 총 200개의 녹음 파일 (대화문 4개x 피험자 25명 x 녹음 2회)
• 실험 분석 : Praat으로 비음의 길이와 비음성(amplitude P0)
분석 및 SPSS 18.0으로 독립표본 t-검정 실시

연구 목적 및 가설

실험 결과

• 연구 목적 : 프랑스인 학습자의 어두 초성 비음 /ㄴ/ 의 발화

언어 화자 별 비음 /ㄴ/의 위치에 따른 길이(ms.)의 평균값(왼쪽)
과 비음성(dB)의 평균값(오른쪽) 비교

를 음성∙음향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
와 비교∙대조

•

Flege(1995, 2003) 음성학습모델(Speech Learning Model:
SLM)
- L2의 음이 L1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음성 범주 성
립 용이
- L2의 음이 L1과 유사한 경우 새로운 음성 범주 형성 어려
움

• 불어에도 한국어처럼 /ㄴ/, /ㅁ/, /ㅇ/의 비음이 존재하기 때
문에 한국어의 비음을 프랑스의 비음과 동일시하여 발음할
것으로 예측.

 비음 길이 : 프랑스인 학습자 > 한국인 화자 (어두, 어중 비음)

 비음성 : 프랑스인 학습자 > 한국인 화자 (어두 비음),
프랑스인 학습자 < 한국인 화자 (어중 비음)

• 어중 초성 비음 /ㄴ/의 실험 결과

• 프랑스인 학습자는 비음의 위치와 상관없이, 어두 초성과 어
중 초성의 비음을 비슷하게 발음하여 어두 초성의 비음성이

어중 초성 비음의 길이(ms.)에 대한 집단 통계

한국어보다 더 강할 것임.

결론 및 제언

어중 초성 비음의 비음성(dB)에 대한 집단 통계

• 언어 화자별 어중 초성 비음 /ㄴ/의 비음성 평균값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어두 초성 비음 /ㄴ/의 길이
와 비음성 평균값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프랑스인 학습자는 한국인보다 어두 초성 비음을 더 길게 발

• 어두 초성 비음 /ㄴ/의 실험 결과
어두 초성 비음의 길이(ms.)에 대한 집단 통계

화하고 (85ms vs. 60ms), 비음성을 더 강하게 발화한다 (20

dB vs. 13dB).
• 한계 : 어두 초성과 어중 초성 비음의 모음 환경이 다른 점,
한국어 학습자 수준별 초성 비음을 다루지 못한 점.

어두 초성 비음의 비음성(dB)에 대한 집단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