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비음성 연구 – 초성 비음 /ㄴ/을 중심으로
이보람(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교, 전임강사)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프랑스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네’를 ‘데’로 인식하고, ‘물’을 ‘불’로
인식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의문점과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의 어두 비
음의 비음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다(Yoshida, 2008; Kim, 2011; Jang et al., 2018). 어두 비음은 비음성이 매
우 약하며, 길이도 짧고, 음향학적으로 파열음과 유사성을 보인다. 소위 ‘탈비음화’ 혹은 ‘비음화 소실’
(denasalization)로 불리는 이 현상은 고모음 앞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아직까지 한국어교육에서 '탈비음화'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탈비음화'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각 실험을 주로 이루고 있다. 반면, 제2외국
어 습득의 관점에서 소리의 ‘인지’뿐만 아니라 ‘발화’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어권 학습자의 어
두 초성 비음의 발화를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대조하여 그 양상을 살
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비음은 자연언어에서 매우 보편적인 자음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 비음과 한국어 비음을
어떻게 인식하여 습득하는지 Flegd(1995, 2003)의 SLM(음성학습모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에
도 한국어처럼 세 가지 비음 /n/, /m/, /ŋ/이 존재하며, 한국어와 다르게 비모음이 존재한다. SLM 가설에 따르면, 프
랑스어권 학습자들은 어중 초성 비음은 한국인과 비슷하게 발화하지만, 어두 초성 비음은 한국인보다 비음성이 크게
실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프랑스어권 한국어 학습자 15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10명이 발화 실험(대화문 형식)에 참가하였다.
200개의 실험 문장(어두 초성 /ㄴ/ 2문장 x 어중 초성 /ㄴ/ 2문장 x 2번 반복 x 25명 실험자)을 Pratt로 비음의 길이
와 비음성(amplitude P0)을 분석하고, SPSS 18.0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언어 화자별 어중 초성 /ㄴ/의 비음성 평균값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어두 초성 /ㄴ/의 길이 평균값
(t=4.12, df=80, p=. 000)과 비음성 평균값(t=3.62, df=97, p=. 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프랑
스어권 학습자는 한국인보다 어두 초성 비음을 더 길게 발화하고 (85ms vs. 60ms), 비음성을 더 강하게 발화한다
(20dB vs. 13dB)는 사실을 의미한다.
프랑스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비음의 산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어두 초성과 어중 초성
비음 /ㄴ/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발화 실험 결과를 통해 프랑스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중 초성 비음 /ㄴ/은 한국
인과 유사한 양식을 띄지만, 어두 초성 비음 /ㄴ/은 한국인과 비음의 길이와 비음성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프랑스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어두 초성 비음의 음성 미세 정보(fine detail phonetic)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비음성이 강한 프랑스어권 화자의 발화 양상이 한국어 어두 비음 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이처럼 비음성이 강한 어두 초성 비음이 한국인 화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SLM의 관점에서 학습자 한국어 수준별
초성 비음의 인식과 발화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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