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즈의 지도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 평가에 미치는 향*

 8)

 

김주연**

sanae618@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의 검토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나오며

주제어: 포즈(pause), 말하기(speaking), 유창성(fluency),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Korean Japanese learners), 발화

속도(speech rate), 숙달도(proficiency)

 

1. 들어가며

본고는 포즈의 지도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말하기에 있어서 유창성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모어인 한국어와 목표언어인 일본어

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문법과 어휘 측면의 학습에서는 높은 숙달도를 보이지만 음성적인 

측면에서의 학습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창한 일본어 구사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포즈의 지도가 일본어 모어화자의 유창성 평가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이는 포즈 지도의 교육적인 효용성을 검증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松崎寛･河野俊之(2000)에서 일본어다운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프로소디가 중요하다

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일본어 학습이 의사사통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유창하게 일본어다운 일본어를 구사하는 능력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佐藤友則(1995)에서도 일본어 모어화자가 학습자의 음성 능력을 평가할 때 분절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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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길이･세기라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프로소디의 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프로소

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杉藤美代子(1997a)에서는 프로소디의 구성 요소가 서로 개별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 는데,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프로소디

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길이와 관련된 포즈의 지도가 일본어다운 유창한 말하기에 

미치는 향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어 초급과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포즈 지도

에 따른 일본어 모어화자의 유창성 평가를 살펴보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말하기 교육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일본어의 포즈에 관한 선행 연구 가운데 본고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杉藤美代子(1997b)는 일본어 모어화자의 일기 예보와 민화 낭독 음성을 상으로 발화속도

와 포즈의 관계가 효과적인 낭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장을 낭독할 때 

포즈를 통사 구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양상을 보 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일기 예보에서는 비교적 발화속도가 일정하 지만 민화에서는 장면, 인물,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발화속도에 변화가 있다고 하 다.

石崎晶子(2005)에서는 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초급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와의 포즈 실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 모어에 따른 차이

점은 보이지 않았으나 일본어 모어화자에 비하여 학습자 발화에서는 문말에 포즈가 없거나 

짧은 점, 문절 가운데 포즈가 오는 점이 다르다고 하 다. 그리고 일본어 모어화자는 우분지 

경계에서의 포즈의 빈도가 높고, 좌분지 경계에서는 그 빈도가 낮은데 비해서, 학습자는 이에 

한 명확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개인에 따라 포즈 실현 양상의 차이가 큰 점을 

보고하 다.

高村めぐみ(2009a)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발화한 스피치 가운데 청취하기 쉽다고 평가

된 스피치와 청취하기 어렵다고 평가된 스피치를 일본어 모어화자의 스피치와 비교하여 학습

자의 청취하기 어려운 스피치의 원인을 고찰하 다. 그 결과 청취하기 어려운 학습자의 스피

치는 문말, 접속사 및 접속조사, 주제를 나타내는 ‘は’의 뒤에서 포즈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어 모어화자의 스피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피수식어와 연체수식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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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즈를 실현시키는 양상을 보 고, 포즈의 빈도가 증가하여 발화속도와 조음속도가 빠르다

는 인상을 주었다고 하 다.

高村めぐみ(2009b)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청취의 용이성을 평가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스피치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스피치에 나타난 공통적인 포즈의 특징과 발화속도에 하여 

고찰하 다. 그 결과 문말과 접속조사 뒤에 긴 포즈가 나타났다고 하 다. 또한 청취가 용이하

다고 평가된 스피치는 발화의 략 30%를 포즈가 차지하고 있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하 다. 포즈의 비율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또는 발화절에서 차지하는 모라의 수가 최저 

3-5모라에서 최고 17-25모라의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일본어 모어화자의 청취에 부정적인 

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高村めぐみ(2014)에서는 앞에서의 제시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급 수준의 일본

어 학습자에게 적절한 포즈의 위치와 길이를 지도하고 일본어 모어화자에 의한 유창성 평가를 

실시하 다. 문말에는 상 포즈값에서 4박 이상의 무음 구간에 해당하는 매우 긴 포즈를, 

접속부사 뒤에는 중앙값 이상의 포즈를, 화제를 나타내는 ‘は’ 뒤에는 상 포즈값에서 ±1박의 

길이에 해당하는 중앙값 부근의 포즈를, 접속사 뒤에는 중앙값 이하의 포즈를 넣도록 지도한 

결과 일본어 모어화자의 평가가 좋아졌다고 보고하 다. 포즈의 길이에는 지도 전과 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발화절 길이에는 3명의 학습자 가운데 2명에게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고 하 다.

金妵衍(2016)에서는 초급 수준의 일본어 학습자를 상으로 포즈 지도 전과 후의 포즈 실현 

양상을 일본어 모어화자와 비교하 다. 그 결과 포즈의 지도 후 학습자 발화절의 길이가 

길어지고 발화절 내의 모라 수가 증가하 다고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전체 발화시간이 짧아

졌음에도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포즈의 비율은 증가하 고, 포즈의 비율이 증가하 음에도 

포즈의 빈도는 감소하 다고 한다. 이를 포즈의 지도 후 학습자가 발화할 때 포즈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포즈를 넣어야 할 곳은 충분히 넣고 부적절한 위치에 넣던 포즈를 넣지 않게 

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발화속도가 모어화자

에 근접한 방향으로 빨라졌다고 하면서 포즈 지도 후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넣던 포즈가 

감소하여 발화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 다. 포즈 지도 후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 으나 포즈의 지도를 통하여 일본어 모어화자의 발화에 근접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 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체적으로 일본어 학습 초기 단계의 

학습자나 소수의 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낭독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초급 학습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중상급 수준의 학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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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하여 일본어 숙달도에 따른 학습자의 포즈 지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말하기 유형의 하나인 스피치를 상으로 포즈 지도 여부에 따른 

일본어 모어화자의 유창성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분석 방법

3.1 분석 목적

  

유창성 평가는 선행 연구자들의 다양한 유창성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고찰한 田島ますみ

(2005)를 참고하고자 한다. 田島ますみ(2005)는 일본어 중상급 학습자의 모놀로그형태 발화에 

있어서의 유창함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고자 일본어 모어화자의 유창성 평가와 학습자 

의 발화속도 및 포즈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하여 고찰하 다. 그 결과 발화속도는 일본어 

모어화자의 유창성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 으나, 포즈의 빈도와의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유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발화속도가 포즈의 빈도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여 발화속도를 기본적인 지표로 하되, 포즈의 길이와 그 외의 

음성적 특성을 추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 분석 자료

포즈는 발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짧은 호흡을 하는 생리적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杉藤美

代子(1997c)에서는 포즈에 하여 발화 중에 숨을 쉬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직접적인 

호흡과 관계가 있고, 문법적인 경계를 나타내며, 청자에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의미를 고려하여 문법적 경계에 삽입하는 

묵음 구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숨을 쉬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인 호흡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즈로 정의하고자 한다.

실험에서는 학습자 방언에 의한 음성적인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서울말을 사용하는 피험

자를 상으로 하여 각각 15명씩 초급과 중상급에 해당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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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음 일본어를 접하는 피험자도 있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본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험자도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일본어를 공부해 

온 피험자도 있었다. 이 가운데 고향이 서울이 아닌 경우도 있었으나 모두 서울말을 사용하고, 

언어형성기가 수도권인 피험자를 상으로 하 다.

실험 시작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 다. 이를 

위하여 筑波 학에서 개발한 일본어 테스트 SPOT(Simple Performance-Oriented Test)와 필기 

검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학습자 음성 언어 능력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읽기 자료 

낭독을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초급과 중상급 수준의 학습자로 나누었다. 녹음 전 읽기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내용에 한 이해 부족이 발음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다. 

녹음 자료는 샘플링 주파수 16kHz, 16bit, mono로 변환한 후 Praat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포즈 지도에 의한 학습자의 음성 분석을 위한 자료와 일본인 모어화자에 의한 유창성 평가 

자료로 사용하 다. 유창성 평가는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무작위 순서로 학습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진행하 는데 발음 평가 방법은 6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일본어 모어 

화자에 가까운 정도의 유창성을 지니면 6점으로 아주 부자연스러우면 1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후 어떤 생각으로 그런 점수를 주게 되었는지에 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 다.

3.3 분석방법

본 실험은 피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차시에 15분씩 3회에 걸친 발음 수업을 일 일

로 진행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일하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발음 교육을 실시하되 

실험집단에만 포즈의 지도를 추가하여 실시하 다. 문말 표현에는 4모라에 해당하는 포즈, 

접속 조사 뒤에는 2모라나 3모라의 포즈, 주제를 나타내는 ‘は’ 뒤에는 1 모라나 2모라의 

포즈라는 식으로 포즈 부여 위치에 따른 길이의 기준을 세워 자신의 발화에 적용하도록 지도

하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시에서는 읽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한 발음 지도를 실시하고, 

세 번째 차시에서는 학습자에게 미리 자기소개라는 주제를 제공하고 그 주제에 한 짧은 

스피치를 하도록 하 다.

포즈는 음향분석기 Praat의 음성 파형･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촉음이나 무성자음 바로 

앞을 제외한 무음 구간을 측정하고 발화속도는 전체발화시간을 모라의 수로 나누어 이를 

1초당 모라의 수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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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초급 학습자와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한 

일본어 모어화자에 의한 유창성 평가, 발화속도, 포즈의 길이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살펴본 발화속도와 포즈의 길이에 발화절, 모라수, 조음속도, 전체발화시간

를 추가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초급 학습자

초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창성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구간 95%에서 유의확률 0.08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의 

유창성 점수의 평균이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통제집단의 3.10점보다 3.54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79 28 0.08 0.45 0.25 -0.06 0.96

<표1> 초급 학습자의 집단 간 통계 결과

유창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6점 만점의 유창성 점수에서 가장 

낮은 피험자가 1.70점이고, 가장 높은 피험자는 4.50점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점수가 3.50점

을 중심으로 3.25점에서 4.00점에 사이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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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초급 학습자의 집단 간 유창성 평가 

이에 반해 통제집단은 가장 낮은 피험자가 2.00점이고, 가장 높은 피험자는 4.00점으로 

나타났고, 피험자의 점수가 3.00점을 중심으로 2.50점에서 3.50점에 사이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피실험자 가운데 1명이 통제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포즈 지도를 받은 실험집단이 유창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고르게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Min. 1.70 2.00

1st Qu 3.25 2.50

Median 3.50 3.00

Mean 3.54 3.10

3rd Qu. 4.00 3.50

Max. 4.50 4.00

<표2> 초급 학습자의 집단 간 유창성 평가 

발화속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가장 느린 피험자가 3.30모라, 가장 빠른 

피험자는 6.55모라로 나타났다. 4.44모라를 중심으로 4.09모라에서 5.71모라 사이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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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초급 학습자의 집단 간 발화속도

통제집단의 발화속도를 보면 가장 느린 피험자가 4.09모라, 가장 빠른 피험자는 8.99모라로 

나타났고, 5.90모라를 중심으로 5.15모라에서 6.31모라 사이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발화속도가 전체적으로 통제집단의 발화속도보다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Min. 3.30 4.09

1st Qu 4.09 5.15

Median 4.44 5.90

Mean 4.80 5.91

3rd Qu. 5.71 6.31

Max. 6.55 8.99

<표3> 초급 학습자의 집단 간 발화속도

포즈의 길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가장 짧은 피험자가 319.40ms, 

가장 긴 피험자는 1119.60ms로 나타났다. 705.00ms를 중심으로 488.30ms에서 844.60ms사이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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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초급 학습자의 집단 간 포즈길이

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포즈 길이는 가장 짧은 피험자가 264.80ms, 가장 긴 피험자는 

787.40ms로 나타났고, 436.80ms를 중심으로 378.00ms에서 636.70ms사이에 몰려 있어 략적

으로 실험집단의 포즈의 길이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Min. 319.40 264.80

1st Qu 488.30 378.00

Median 705.00 436.80

Mean 684.50 498.30

3rd Qu. 844.60 636.70

Max. 1119.60 787.40

<표4> 초급 학습자의 집단 간 포즈길이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발화속도와 포즈의 길이에 다른 음성적인 특성인 발화절, 모라수 

조음속도, 전체 발화시간을 추가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실험집단의 경우 발화속도와 

조음속도가 상관계수 0.94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어서 전체 발화시간과 포즈길이가 

상관계수 0.91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체 발화시간과 발화절도 상관계수 0.87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서 발화속도와 포즈의 길이가 상관계수 –0.8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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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이어서 전체발화시간과 발화속도가 상관계수 –0.72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림4> 초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상관분석 결과

초급 학습자 통제집단의 발화속도와 포즈의 길이에 다른 음성적인 특성인 발화절, 모라수 

조음속도, 전체 발화시간을 추가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발화시간

과 발화절이 상관계수 0.93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발화속도와 조음속도가 상관

계수 0.9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림5> 초급 학습자 통제집단의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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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서 발화속도와 포즈의 길이가 상관계수 –0.66으로 중간이상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고, 전체발화시간과 조음속도도 상관계수 –0.7로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2 중상급학습자

중급 학습자를 상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창성 평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신뢰구간 95%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실험집단이 4.79점, 통제집단이 3.25점으로 포즈를 지도한 실험집단의 유창성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5.98 28 0.00 1.54 0.26 1.01 2.07

<표5> 중상급 학습자 그룹 통계 결과

중상급 학습자의 유창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6점 만점의 유창성 

점수에서 가장 낮은 피험자가 3.50점이고, 가장 높은 피험자는 6.00점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유창성 점수가 4.70점을 중심으로 4.50점에서 5.00점에 사이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 중상위 학습자의 집단 간 유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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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유창성 평가는 가장 낮은 피험자가 2.00점이고, 가장 높은 피험자는 

4.50점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의 점수가 3.30점을 중심으로 2.60점에서 3.85점에 사이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집단의 피실험자 1명이 통제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포즈 지도를 받은 실험집단이 유창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Min. 3.50 2.00

1st Qu 4.50 2.60

Median 4.70 3.30

Mean 4.79 3.24

3rd Qu. 5.00 3.85

Max. 6.00 4.50

<표6> 중상급 학습자의 집단 간 유창성 평가 

발화속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가장 느린 피험자가 4.69모라, 가장 

빠른 피험자는 7.47모라로 나타났고, 6.17모라를 중심으로 5.48모라에서 7.01모라 사이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중상급 학습자의 집단 간 발화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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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의 발화속도를 보면 가장 느린 피험자가 2.87모라, 가장 빠른 피험자는 7.15모라로 

나타났고, 5.51모라를 중심으로 4.33모라에서 5.65모라 사이에 몰려 있어, 실험집단의 발화속

도가 전체적으로 통제집단보다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Min. 4.69 2.87

1st Qu 5.48 4.33

Median 6.17 5.51

Mean 6.17 5.04

3rd Qu. 7.01 5.65

Max. 7.47 7.15

<표7> 중상급 학습자의 집단 간 발화속도

포즈의 길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가장 짧은 피험자가 321.40ms, 가장 긴 

피험자는 896.10ms로 나타났고, 521.50ms를 중심으로 396.30ms에서 593.80ms사이에 몰려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8> 중상위 학습자의 집단 간 포즈길이

이에 반해 통제집단은 가장 짧은 피험자가 266.30ms, 가장 긴 피험자는 1662.70ms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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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371.60ms를 중심으로 416.30ms에서 918.70ms 사이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Min. 321.40 266.30

1st Qu 396.30 416.30

Median 521.50 471.60

Mean 423.60 695.10

3rd Qu. 593.80 918.70

Max. 896.10 1662.70

<표9> 중상급 학습자의 집단 간 포즈길이

중상급 학습자의 실험집단를 상으로 앞에서 살펴본 발화속도와 포즈의 길이에 발화절, 

모라수, 조음속도, 전체 발화시간을 추가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라수와 발화

절이 상관계수 0.81로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발화시간과 발화절도 상관계수  

0.79로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발화속도와 조음속도도 상관계수 0.73으로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림9>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 상관분석 결과

이어서 중상급 학습자의 통제집단을 상으로 발화속도, 포즈의 길이, 발화절, 모라수, 조음

속도, 전체 발화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라수와 발화절이 상관계수 0,78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체 발화시간과 포즈길이, 발화속도와 모라수가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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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로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서 발화속도와 포즈의 길이는 상관계수 

–0.82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림10> 중상급 학습자 통제집단 상관분석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급 학습자와 중상급 학습자 모두　

포즈를 지도한 실험집단의 유창성 평가가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즈를 지도한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유창성 평가가 4.7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어서 초급 학습자 실험집단(3.54점), 중상급 학습자 통제집단

(3.24점), 초급 학습자 통제집단(3.1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수준보다는 

포즈를 지도한 그룹의 유창성 평가가 좋게 나왔는데, 이는 문장의 의미와 통사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포즈를 넣도록 지도한 것이 의미전달에 도움을 주었고, 이것이 유창

성 평가에 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발화속도를 살펴보면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6.17모라), 초급 학습자 통제집단(5.91모라), 

중상급 학습자 통제집단(5.04모라),  초급 학습자 실험집단(4.80모라)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창

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발화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

나 발화속도와 유창성 평가가 관련이 깊다는 田島ますみ(2005)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포즈의 길이를 살펴본 결과 중상급 학습자 통제집단(695.10ms), 초급 학습자 실험집단

(684.50ms), 초급 학습자 통제집단(498.30ms),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423.60ms)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창성 평가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포즈의 길이가 

가장 짧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포즈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발화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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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평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즈 길이의 분포 범위를 보면 초급 학습자 통제집단

은 522.60ms,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은 574.70ms, 초급 학습자 실험집단은 800.20ms, 중상급 

학습자 통제집단은 1396.40ms로 나타났다. 중상급 학습자의 실험집단의 경우 1명이 매우 긴 

포즈길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272.40ms로 학습자들 간의 포즈 길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초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경우 전체 발화시간과 포즈길이

가 0.91의 매우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고, 중상급 학습자의 통제집단도 전체 

발화시간과 포즈길이가 0.72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발화시간이 긴만큼 발화량이 많아서 포즈 길이의 분포가 길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급 학습자 통제집단과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경우 발화속도와 관련지

어 생각하면 상 적으로 짧은 포즈의 길이가 빠른 발화속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행하여 실시한 인터뷰 조사를 살펴보면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경우 포즈를 넣은 

위치가 적절해서 유창하게 들렸다, 포즈 길이 및 위치가 좋아서 유창하게 들렸다, 발화 속도가 

적절했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초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경우 조금 느린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

로 나쁘지 않았다, 포즈의 길이가 좀 길었고 촉음과 장음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듯했다, 악센트

가 특이한 것이 많아서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중상급 학습자 통제집단

의 경우 끊을 필요가 없는데 끊어서 발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다, 포즈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아쉬웠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초급 학습자 통제집단의 경우 일본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많이 끊어 말해 유창성이 떨어졌다, 틀린 악센트가 많아서 유창하게 

들리지 않았다, 포즈 길이가 좀 더 짧았으면 좋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이 유창성 평가에서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초급 학습자 실험집단>중상급 학습자 

통제집단>초급 학습자 통제집단의 순서로 나타난 점과 발화속도에서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

단>초급 학습자 통제집단>중상급 학습자 통제집단>초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순서로 나타난 

점을 통하여 유창성 평가에 미치는 발화속도의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인터뷰 

조사에서의 발화속도는 좋았는데 악센트가 특이한 것이 많아서 높은 점수를 주지 못했다, 

발음이 부정확했다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중상급 학습자와 

같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일본어 표현 능력을 갖춘 학습자의 경우는 발화속도가 유창성 평가

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초급 학습자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일본어 표현 능력에 이르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는 발화속도 이외의 촉음과 장음의 발음, 

악센트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유창성 평가에 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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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본고에서는 포즈의 지도가 학습자의 말하기에 있어서 유창성 평가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고자 일본어 초급과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포즈 지도 

여부에 따른 일본어 모어화자의 유창성 평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초급 학습자와 중상급 학습자 모두 포즈를 지도한 실험집단의 유창성 

평가가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포즈 지도 여부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창성 평가 결과는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확률이 0.08로 나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실험집

단의 유창성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유창성 

평가 결과는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포즈를 지도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발화속도를 살펴보면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초급 학습자 통제집단>중상급 학습자 통제

집단>초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순서로 나타나, 중상급 학습자 실험집단의 경우 발화속도와 

유창성 평가가 관련이 깊다는 田島ますみ(2005)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초급 학습

자의 경우 유창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화속도 이외의 발음이나 악센트와 같은 다른 

요인과의 관련성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시사되어 일본어 숙달도에 따라 유창성과 발화속도

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田島ますみ(2005)에서는 중상급 학습자만을 

상으로 하여 발화속도와 유창성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밝혔지만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일본

어 숙달도에 따른 발화속도와 유창성 평가와의 관계를 확인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전체적으로 포즈를 지도한 실험집단의 유창성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포즈의 지도가 유창성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포즈 

지도의 유효성과 일본어 숙달도에 따른 교수･학습의 필요성이 시사되었고, 일본어 교육 현장

에서 말하기 교수･학습을 위한 참고자료가 마련되었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의 조사만으로 포즈 지도의 효용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기본적인 

일본어 표현 능력을 갖춘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수업에 포즈를 적용하는 방법의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말하기 교수･학습을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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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포즈의 지도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 평가에 미치는 향

김주연

본고에서는 포즈의 지도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말하기에 있어서 유창성 평가에 미치는 향을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일본어 초급과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포즈 지도 여부에 따른 일본어 
모어화자의 유창성 평가를 살펴보았다.
초급 학습자를 상으로 포즈 지도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창성 평가를 살펴본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확률 0.08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의 유창성 평가 점수의 평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닐지
라도 통제집단의 3.10점보다 3.54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를 상으로 포즈 지도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창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확률 0.00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 포즈의 

지도 여부가 유창성 평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중상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 포즈 지도의 유효성이 시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effect for evaluation of pronunciation by Japanese native speaker through  

instruction of pause on Korean Japanese learner

Kim, Joo-Youn

In this report, we looked at the effect of the Pause’s guidance on the evaluation of fluency in the speech of Korean Japanese 
learners. To this end, we organized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s for beginners and upper-middle-level Japanese learners 
to examine the fluency evaluation of the Japanese parent speaker based on whether to pause or not.

The results of the fluency assessment of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s based on pause guidance for beginners showed 
a significant probability of 0.08, whic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slightly higher at 3.10 points than the control group’s 
3.54 points, if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verage of the fluency evaluation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a review of the fluency assessment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or intermediate learne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0.00. The average score of the fluency assessment was 4.79 points for the experimental 
group, higher than 3.25 points for the control group. 

Although experiments with beginners did not produce significant results, experiments with intermediate and upper-level learners 
found that the guidance of the paus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aluation of fluency, suggesting the validity of the 
pause map. Although this survey alone may not be enough to accurately grasp the effectiveness of the pause’s map, I think 
we can find effective ways to teach speaking if we use meaningful resu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