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의 음높이 측정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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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성조의 음높이를 측정함에 있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성조는 단
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음운론적 단위로, 언어의 운율적 요소 중 음고(音高), 즉 소리의 높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
로 파악되어 왔다(이혁화 2001: 238-239을 참고). 소리의 높낮이의 지표는 기본주파수(F0)인데, 이 기본주파수의
절대적인 수치로는 성조의 L, H를 배당할 수 없다(이문규 2012 참고).
그럼에도 성조에의 음성학적 접근을 시도해야만 하는 것은 성조를 연구자의 직관에만 의존하여 연구할 수 없으
며, 음성학적 연구가 성조 연구의 객관화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방언 성조의 음성학적
접근, 그 중에서도 기본으로 생각되는 성조의 음높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조의 음높이를 측정한 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아쉽게도 측정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은 연구가 적지 않으
며, 어느 지점을 측정하느냐에 있어 연구자마다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음의 중간 지점을 측정한 연구(김봉
국 1999, 김정선 2015, 박지희 2010, 이문규 2011 등), 모음의 3/4 지점을 측정한 연구(최영미 2010 등), 음절 또는
어절의 음높이 최고점, 최저점을 측정한 연구(이혜숙 2010 등)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측정 지점들을 포함하여 총 여섯(경우에 따라 일곱) 지점을 선정하여 음높이를 얻
었다. 그런 후 Praat의 Manipulation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음절의 모음(+비음)이 각 음높이를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래 녹음된 소리와 각 소리를 이어 붙인 후, 제보자들에게 두 소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묻는 방식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다. 이 지각실험의 목표는 어느 지점의 음높이가 화자들의 인식과 가장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다. 음높이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과연 어느 지점에서의 음높이가 해당 음절의 음높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지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성조의 음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연구자마다 다른 것은 개개인의 연구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러나 서로의 연구 결과 및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새롭게 성조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들의 입문을
더욱 어렵게 한다. 성조 연구의 객관화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조의 음높이 측정에 있어 어떤 방법이 가
장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각 방법의 장
단점을 생각해보고, 지각실험을 통하여 화자들의 인식과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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