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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4, 503-5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well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 sentence 

stress in 48 intonational phrases of four discourses. A total of 66 juniors of a 

University of Educ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ook a sentence stress 

marking test.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marked only 39.5% of 

sentence stress correctly. The error analysis of the wrong sentence stress showed 

that the main reason was not knowing the unmarked and contrastive sentence 

stress rules proper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cognition of 

sentence stress should be covered in the English pronunciation course along with 

sentence stress produc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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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공통어로 영어(Egnlish as a lingua france, ELF)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음운

론적으로 상호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Jenkins(2000: 132)는 영어발음에서 4개 

핵심영역을 선정하였다. 4개 영역은 대부분의 자음(most consonant sounds), 적절

한 자음군의 축약(appropriate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모음길이 구별

(vowel length distinction), 핵강세(nuclear stress, 본 논문에서는 ‘문장강세’[sentence 

stress] 용어로 사용)이다.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
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
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공주교육대학교 2018년 학술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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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kins(2000: 2)는 영어발음지도에 교수가능성(teachability)과 학습가능성(learnabil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사가 

가르치기 편한 것’으로부터 ‘학습자가 배우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발음교수법과 교수자료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문장강세 규칙은 명료하고 생성적인 특성이 있어 교수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핵심영

역에 포함되어 있고 학습가능성이 높은 문장강세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지 정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문장강세의 교

육 내용과 방법을 고안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초등교사 임용고사 2차시험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발표를 준비하는 초등예비교사들을 지

도하면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에서 출발하였다. 학생들이 발표한 후에 한 문장을 골라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느 단어인가요?’라고 질문하면 중요한 단어를 정확히 말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었다. 그 후 발표자에

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알려주고 강하게(더 크게, 더 높게, 더 길게) 발음해서 다시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문

장강세를 두어 영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을 살려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즉 문장강세를 적절하게 주어 말하기 위해서는 

문장강세를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들의 문장강세에 대한 인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Wells(2006)가 제시한 담화를 사용하였다. 

초등예비교사들의 문장강세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인지 정도가 낮은 단어군의 문장강세 배

당 오류를 분석하여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의 유형에서 인지 정도의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예비교사의 영어교육에서 문장강세가 반드시 지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초등예비교사의 영어문장강세 인지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나. 문장강세의 인지 정도가 낮은 경우 이유는 무엇일까?

다.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 유형 사이에 문장강세 인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라. 복합명사에 문장강세가 배당될 경우 나타나는 오류는 무엇일까? 

2. 이론적 배경

2.1 문장 강세 

단어군(word group)에서의 강세는 다양한 용어로 불렸다. Chomsky와 Halle(1968)는 ‘핵강세’(nuclear stress)로, 

Schmerling(1976)은 ‘문장강세’(sentence stress)로, Celce-Murcia(1997)는 ‘탁립’(prominence)으로, Wells(2006)와 

Brazil(1997)과 같은 영국계 학자들은 ‘tonicity’로 칭한다. Gilbert(2012)와 Grant(1993)는 ‘문장초점’(sentence focus)

으로,  Zawadzki(2001)은 ‘초점강세’(focus stress)로, Miller(2006)는 ‘강한 강세’(strong stress)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한 ‘억양중심’(intonation center)이나 ‘문장악센트’(sentence accent)로도 불린다. 화자는 말을 할 때 작은 단위로 나누어 

말하게 되는데 이 단위가 한 단어, 구, 절, 문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위를 부르는 용어도 억양군

(intonation group), 단어군(word group), 톤그룹(tone group), 억양구(intonation phrase) 등으로 불린다(Wells, 2006: 6). 

Gilbert(2012)는 ‘사고 단락’(thought group)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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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단어강세의 영역인 개별 단어와 구분하고 영어발음교재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장강세’와 ‘단어군’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화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군내에서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를 강조하게 된다. 즉 강조하기 위하여 그 단어에 악센트를 준다. 정확히 말하면 강조된 단어의 강세음절에 악센

트를 주게 된다. 화자는 청자에게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청자의 이해 오류를 수정하거

나 ,정보를 대조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문장강세를 사용 한다(Zawadzki, 2001: 100). 

문장강세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Celce-Murcia et al.(1997: 178)는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작은 대문자는 내용어로 강세를 받는 단어의 음절을 표시하고 굵고 큰 

대문자는 문장강세를 받는 단어의 강세음절을 표시한다. 

a. Teacher:    We’re STUDYing phoNETics in this CLASS. (the main idea)

b.                   There are WEEKLY exAMS.  (new information)

c.                    The EXAMS are every THURSday. (new information)

d. Student:    Did you SAY TUESday or THURSday? (contrast)

e. Teacher:    I said THURSday. (clarification and emphasis)             

첫 번째 유형은 단어군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예문 a, b, c), 일반적으로 단어군에서 마지막 내용어에 문장

강세가 배당된다. 두 번째는 예문 d와 같이 두 개의 단어를 대조하기 위하여 문장강세를 배당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예

문 e와 같이 강조하고 명확하기 위해 문장강세를 배당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Walker(2011: 36-37)의 분류 방법을 

따라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에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유형을 무표적 문장강세(unmaked sentnece stress)로 하고 대조강

세와 강조강세를 합쳐 대조적 문장강세(contrastive sentence stress)로 분류한다. 문장강세를 받는 음절의 특징은 단어군

의 다른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고(volume), 더 길고(length), 더 높게(pitch) 발음된다. 

2.2 문장강세 인지 정도에 대한 선행 연구 

문장강세에 대한 연구는 영어 발음지도에서 초분절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장

강세의 인지와 발화에서 문장강세의 오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문장강세의 실현에 나타나는 음

성학적 및 음향학적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장수영과 김명숙(2006)은 한국인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문장강세 유형과 오류 연구에서 문장강세를 

부여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어와 기능어의 구분과 사고단락의 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관성 없는 오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Yang(2015)은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문장강세를 발화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문장강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장강세는 담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담화 수준에서 영어 문법

과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hn(2008)은 문장강세가 발음 유창성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영어 

문장강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영어의 유창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영어 성취기준에 ‘문장 내에서도 강세가 있는 낱말과 약하게 발음하는 낱말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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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발음을 통해 인지하고 강세, 리듬, 억양을 익혀야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취기준

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등예비교사는 영어 문장강세의 인지능력과 실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에비교

사의 영어 문장강세 인지 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는 A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 66명이다. 영어교육을 부전공하는 A그룹(14명)과 

다른 교과목을 부전공하는 B그룹(22명)과 C그룹(3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여자를 그룹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GA, 

GB, GC로 명했으며, 참여학생에게 GA1, GB1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그룹별 인원

그룹 A(GA) 그룹 B(GB) 그룹 C(GC)

인원 14 22 30

총인원 66

3.2 자료 수집

Wells(2006: 251-258)가 담화를 단어군으로 구분하고, 문장강세를 표시하고, 억양유형을 단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4개의 담화를 사용하였다. 각 담화에 단어군 경계표시(|, ||)를 한 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각 

단어군내에서 가장 중요해서 강하게 발음할 단어를 선택하여 밑줄을 긋도록 하였다. 문장강세를 맞게 표시한 것을 조사

하고, 또한 문장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들을 표시한 것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Wells(2006)가 분석을 위하여 부여한 번

호를 사용하였다. 4개의 담화는 각각 A, B, C, D로 구분하였으며, 담화 A내의 단어군은 A1-A8로 기호를 부여하였다. 즉 

다음에 제시한 담화는 첫 번째 담화 A이며 각각의 단어군은 ‘A1’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여 기호화하였다. 

1 If you’re staying more than one nihgt | 2 and are happy to use your towels again,| 3 please hang them on the towel rail.|| 

4 If you’d like to us to replace your towels, | 5 please put them in the bath. ||

6 OK, | 7 it may not save the world, | 8 but it will certainly help. || 

연구에 사용한 Wells(2006)의 담화문 4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3.3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문장 강세표시 자료를 채점하여 점수를 기록하고, 오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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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4개의 담화에 포함된 총 60개의 단어군 중에서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단어군 총 12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어군에 하나의 단어만 있는 경우 가장 강조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제외하였다. 그러나 담화의 구성에서 반

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담화에는 포함시켰지만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 대상 단어군은 총 48개로 하였다. 

표 2. 분석대상 단어군 수

담화 A 담화 B 담화 C 담화 D 총수

총 단어군 수 8 14 17 21 60

제외한 단어군 수
1 

(A 6)

2

(B9, B14)

6

(C1, C6, C8, C10, C13, C16)

3

(D8, D18, D21)
12

분석대상 단어군 수 7 12 11 18 48

첫 번째 분석은 연구참여자의 문장강세 표시지를 채점하여 개인별 전체 점수를 내고 정답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그

룹별로 문항별 점수와 정답률을 산출하고, 다시 전체 참여자의 문장강세 인지 정도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 연구참여자의 문장강세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문장강세 인지 정도가 낮은 5개의 단어군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인지 정도가 낮은 5개의 단어군에서 

오답으로 선택한 단어들을 분석하여 문장강세 인지의 오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오

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분석은 총 48개의 단어군을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로 분류하여 두 유형간에 문장강세 인지 정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체 48개 단어군을 무표적 단어군 36개와 유표적 단어군 12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네 번째 분석은 48개의 단어군 중에서 복합명사를 포함한 3개의 단어군을 선택하여, 복합명사에 문장강세가 배당되었

을 때 문장강세를 인지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복합명사에 문장강세가 배당될 때 정확히 문장강세의 위

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문장 강세의 인지 정도

문장강세의 전반적인 인지 정도를 파악하기 연구참여자 66명의 48개 단어군에 표시한 문장강세를 채점하여 평균값

을 구하였다. 

표 3. 연구참여자 전체의 문장강세에 대한 인지 정도

연구참여자(총 66명)

문장강세를 올바르게 표시한 평균 수(총수 48) 19.0개

정답 비율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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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구참여자의 문장강세 인지 정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다시 그룹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연구참여자의 그룹별 문장강세에 대한 인지 정도

그룹 A(GA) 그룹 B(GB) 그룹 C(GC)

문장강세를 올바르게 표시한 평균 수(총수 48) 22.9개 19.8개 16.6개

정답 비율 47.6% 41.2% 34.5%

그룹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정답개수와 비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룹별로 차이가 있다. 연구대상 전체 학생들은 

초등교육을 전공하며 선택한 한 개의 교과목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다. A그룹은 영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고 B그룹과 C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교과목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다. A그룹의 학생들은 다른 두 그룹의 학생들에 비해 

영어교육관련 교과목인 ‘영어발음지도’와 원어민 이 가르치는 ‘영어회화’ 강좌를 수강하였다. 영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한 학생들과 다른 두 그룹간에 문장강세에 대한 인지 정도가 6.4%~13.1% 정도 차이가 있다. 이는 문장강세에 대한 지도

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환경에 더 많은 노출이 문장강세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A

그룹 학생들의 문장강세 인지 비율도 50%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문장강세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 내에서 개인 간에 문장강세 인지 정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그룹별 정답 비율이 최고인 학생과 최

저인 학생을 비교하였다. 

표 5. 그룹내에서 개인간 문장강세에 대한 인지 정도 차이

그룹 A(GA) 그룹 B(GB) 그룹 C(GC)

문장강세를 올바르게 표시한 평균 수(총수 48)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28 15 31 13 30 8

정답 비율 58.3% 31.3% 64.6% 27.1% 62.5% 16.7%

최고와 최저의 비율 차이 27.0% 37.5% 45.8%

그룹내에서 문장강세에 대한 인지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지 정도가 높은 학생과 인지 정도가 낮

은 학생의 차이가 가장 적은 A그룹의 경우에도 27%이며, 가장 차이가 큰 C그룹의 경우에는 45.8%에 달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 학생들 사이에 문장강세에 대한 인지 정도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강세에 대한 이해와 인지 정도

의 차이가 크므로 이에 문장강세에 대한 적합한 지도 내용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4.2 문장 강세의 인지 정도가 낮은 단어군 분석

문장강세의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인지 정도가 낮은 5개의 단어군을 분석하여 인지 정

도가 낮은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인지 정도가 낮은 5개의 단어군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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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장강세의 인지 정도가 낮은 하위 5개 단어군 분석

번호 단어군 정답 인원수 정답률 순위

C5 The ones about biology and language 1 1.5% 1

A3 please hang them on the towel rail 2 3.0% 2

C2 are you going to return those books of mine you borrowed? 4 6.1% 3

C4 I can’t remember borrowing any 4 6.1% 3

D2 We’ve just been away! 7 10.6% 5

C5 단어군의 문장강세를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단지 1명이다.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7. C5 (The ones about biology and language) 단어군 문장강세의 오류 분포

the ones about biology biology, language 무응답

인원수 1 18 3 10 29 4

비율 1,5% 27.2% 4.5% 15% 43.9% 6.1%

문장강세를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단 1명이었지만 ‘biology’ 와 ‘ language’를 함께 선택한 학생 29명과 ‘biology’를 선

택한 10명을 포함하면 40명(60.6%)의 학생들이 내용어를 문장강세로 표시한 것이다. 반면에 22명(33.3%)의 학생이 문

장강세가 배당되는 단어로 기능어(the, ones, about)를 선택하였다. 이는 문장강세가 일반적으로 내용어에 배당된다는 점

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표적으로 문장강세는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에 배당된다는 규칙을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10명의 학생이 ‘biology’에, 그리고 29명의 학생이 ‘biology’와 ‘language’에 문장강세가 온다고 

표시한 것이다. 이는 문장강세의 기본적인 규칙(‘문장강세는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에온다.’)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장강세의 기본 규칙을 Gilbert(2012: 44-75)가 제시한 방법과 같이 지도하여야 한다. 

A3 단어군의 문장강세를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2명이며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A3 (please hang them on the towel rail) 단어군 문장강세의 오류 분포

please hang them on the rail towel rail 무응답

인원수 4 48 1 4 7

비율 6.1% 72.7% 1.5% 6.1% 10.6%

A3 단어군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용어에 문장강세를 배당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 48명의 학생이 ‘hang’에 

문장강세가 오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무표적인 문장강세는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에 배당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4명의 학생이 ‘towel rail’에 문장강세가 온다고 표시하였는데 이는 복합명사의 경우에 첫 번

째 요소에 강세가 배당되는 단어강세 규칙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을 보여준다. 복합명사에 문장강세가 오는 경

우에 대한 분석은 4.4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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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단어군의 문장강세를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4명이며 전체의 6.1%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C2 (are you going to return those books of mine you borrowed?) 단어군 문장강세의 오류 분포

are you going to return those books of mine you borrowed 무응답

인원수 1 42 1 1 2 11 4

비율 1.5% 63.6% 1.5% 1.5% 3.0% 16.5% 6.1%

C2 단어군에서 가장 끝에 오는 내용어는 ‘borrowed’이지만, ‘books’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of mine’과 제한적 용법으

로 쓰인 ‘you borrowed’구는 문장강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강세를 받는 마지막 내용어는 ‘books’이다. 42명의 학

생이 다른 내용어인 ‘return’을 문장강세로 선택하였다. 물론 ‘return’도 내용어이지만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가 문장강

세를 받는 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어군 전체의 마지막 내용어인 ‘borrowed’를 선택

한 11명의 학생들은 마지막 내용어에 마지막 강세를 배당하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선행하는 ‘books’를 제한하는 부분

임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4 단어군의 문장강세를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4명이며 전체의 6.1%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C4 (I can’t remember borrowing any) 단어군 문장강세의 오류 분포

can’t remember borrowing any

인원수 32 20 5 5

비율 48.5% 30.3% 7.6% 7.6%

담화 C의 두 대화상대자는 서로 믿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자 B는 단어 ‘I’에 문장강세를 주어야 하지만, 이 단

어군의 경우에는 ‘remember’에도 문장강세가 올 수 있다고 Wells(2006: 255)는 설명하고 있다. C4 단어군의 오류 분포

에서 중요한 부분은 32명의 학생이 ‘can’t’에 문장강세를 표시하였다는 점이다. 대화 흐름과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부

정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can’t’에 문장강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D2 단어군의 문장강세를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7명이며 전체의 10.6%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학생들

의 오류 유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D2 (We’ve just been away! ) 단어군 문장강세의 오류 분포

We’ve just away 무응답

인원수 1 16 35 7

비율 1.5% 24.2% 53.0% 10.6%

D2 단어군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용어(‘been’, ‘just’, ‘away’) 에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것으로 표시하였지만, 35

명의 학생이 앞선 화자가 언급해서(1Are you planning to go away this year?) 반복된 단어인 ‘away’에 문장강세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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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것은 학생들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에 문장강세가 와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just’에 문장강세가 온다고 표시한 16명의 학생들은 대화의 내용 전개를 고려하지 않고 D2 단어군만 보고 선

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3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의 인지 정도 비교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경우에 따라 문장강세의 인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 가를 보기 위하여 

총 48개의 단어군을 무표적 문장강세가 배당된 36개의 단어군과 대조적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12개의 단어군으로 분류

하였다. 무표적 문장강세는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에 문장강세가 오는 경우이며, 대조적 문장강세는 강조와 대조를 위

해 마지막 내용어 이외의 단어에 문장강세가 오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48개의 단어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2. 단어군을 대조적 문장강세와 무표적 문장강세로 분류

단어군(총 48개)

대조적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단어군(12개)

담화 A  A4 1

12
담화 B  B8, B12 2

담화 C  C3, C4, C7 3

담화 D  D1, D2, D5, D9, D10, D20 6

무표적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단어군(36개)

담화 A  A1, A2, A3, A5, A7, A8 6

36
담화 B  B1, B2, B3, B4, B5, B6, B7, B10, B11, B13, 10

담화 C  C2, C5, C9, C11, C12, C14, C15, C17, 8

담화 D  D3, D4, D6, D7,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9 12

분류한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문장강세 인지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13. 문장강세의 유형에 따른 인지 정도 분석

대조적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단어군(12개) 무표적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단어군(36개))

문장강세를 올바르게 표시한 

평균 수

GA GB GC GA GB GC

5.4개 4.7개 4.4개 17.4개 15.1개 12.2개

4.7개 14.3개

정답 비율

GA GB GC GA GB GC

45.0% 39.0% 36.7% 48% 42% 33.8%

39.2% 39.6%

무표적 문장강세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39.6%이고 대조적 문장강세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39.2%로 두 유형의 정

답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무표적 문장강세 배당과 대조적 문장강세 배당에 대한 인지 정도가 비슷하며, 문장강

세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정도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등예비교사의 교육에서 무표적 문장강

세 배당과 대조적 문장강세 배당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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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복합명사에 배당된 문장강세의 오류 분석 

일반적으로 복합명사는 첫 번째 요소에 강세가 배당된다. 단어군에서 복합명사가 문장강세를 받는 경우에도 문장강

세는 복합명사의 첫 번째 요소에 배당된다. 연구에 사용한 담화문 48개중에 복합명사가 포함된 3개의 단어군 예를 분석

하여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복합명사가 포함된 단어군의 문장강세 인지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복합명사가 포함된 단어군의 문장강세 인지 정도

번호 단어군 정답 인원수 정답률

A3 please hang them on the towel rail 2 3.0%

D12 was to go to the Eden Project 21 31.8%

D17 It’s more like a theme park 35 53.0%

A3 단어군에서 복합명사 ‘towel rail’에 문장강세를 표시한 학생이 2명이고 ‘hang’단어에 표시한 학생이 42명이 이어

서 복합명사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D12 단어군의 문장강세를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21명이며 이는 31.8% 에 해당한다. 

문장강세 배당의 오류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D12 (was to go to the Eden Project) 단어군의 문장강세의 오류 분포

was to go to the Project Eden Project 무응답

인원수 17 9 14 5

비율 25.8% 13.6% 21.2% 7.6%

응답하지 않은 5명을 포함하면 22명(33.4%)의 학생이 무표적 문장강세는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에 온다는 것을 정

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인 복합명사 ‘Eden Project’에 문장강세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수는 총 44명으로 전체의 66.7%이다. 44명중에서 복합명사의 단어강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수

는 21명이며 이는 복합명사에 문장강세가 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 44명의 47.7%에 해당한다. 이는 연구대상 학생들의 

50%이상이 복합명사의 강세유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17 단어군의 문장강세를 맞게 표시한 학생은 35명이며 이는 53.0% 에 해당한다. 문장강세 배당의 오류를 분류해 보

면 다음과 같다. 

표 16. D17 (It’s more like a theme park) 단어군의 문장강세의 오류 분포

It’s more like a park theme park 무응답

인원수 1 6 2 6 4 12

비율 1.5% 9.0% 3.0% 9.1% 6.1% 18.2%

응답하지 않은 12명을 포함하면 21명(31.8%)의 학생이 무표적 문장강세는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에 온다는 것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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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인 복합명사 ‘theme park’에 문장강세가 온다는 것

을 알고 있는 학생수는 총 45명으로 전체의 68.%이다. 45명중에서 복합명사의 단어강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수는 

35명이며 이는 복합명사에 문장강세가 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 45명의 77.8%에 해당한다. 이는 연구대상 학생들의 

22.2%가 복합명사의 강세유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12의 ‘Eden Proejct’ 복합명사의 강세유형을 알고 있는 학생이 21명인데 비해 D17의 ‘theme park’ 복합명사의 강세

유형을 알고 있는 학생은 35명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유명사인 ‘Eden Project’보다는 ‘theme park’에 더 많이 노출되었

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복합명사를 포함한 D12와 D17의 분석에서 보면 연구대상 학생들의 30%이상이 ‘무표적 문장강세는 단어군의 마지막 

내용어에 온다.’는 규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장강세의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표적 문장강세의 위치

를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복합명사의 단어 강세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명사에 문장강세가 올 때 복합명사의 어느 부분에 문장강세를 배당할지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장강세와 단어강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문장강세와 단어강세가 연계되어 함께 지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영

어 발화에서 정확한 리듬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어강세와 문장강세의 인지는 필수적이다. 

5. 결론 및 제언

영어발음에서 중요한 요소인 문장강세는 영어리듬생성의 기본이 되며 억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초점이다. 따라서 문

장강세의 이해와 발화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영어를 가르치고 사용하는 초등예비교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문장강세가 단어강세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발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영어를 가르칠 초등예비교사에게 단어

군의 어느 단어에 문장강세가 오는 가를 인지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즉 영어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정확한 강세를 

알지 못하면 모든 음절을 똑 같이 발음하거나 혹은 강세를 받지 않는 다른 음절에 강세를 주어 발음하게 된다. 마찬가지

로 단어군을 보았을 때 어느 단어가 문장강세를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 모든 단어를 같은 강도로 발음하거나 다른 단어

에 문장강세를 주어 읽게 된다. 이와 같은 오류는 청자가 화자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초등예비교사의 영어 문장강세의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Wells(2006)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인 초등예비교사들의 문장강세에 대한 인지 정도(39.5%)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는 것이다. ‘영어발음지도’ 강좌와 영어원어민이 담당하는 ‘영어회화 강좌’를 수강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문장

강세의 인지 정도가 높다는 것은 문장강세의 지도와 영어에 노출정도가 문장강세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의 문장강세 인지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문장강세의 인지 정도가 낮은 5개의 단어군을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인 상당수 초등예비교사들이 문장강세규

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군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내용어에 문장강세가 배당된다.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문장강세를 받는 것과 같이 문장강세가 단어군의 어느 단어에도 올 수 있다는 점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셋째,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가 배당되는 단어군의 유형에 따라 초등예비교사의 문장강세 인지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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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 두 유형간에 인지 정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의 인지 정도가 유사하게 낮

게 나타난다. 따라서 무표적 문장강세와 대조적 문장강세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복합명사에 문장강세가 오는 경우에 복합명사의 첫 번째 요소에 단어강세가 오기 때문에 문장강세도 첫 번째 요

소에 배당되어야 하지만 두 번째 요소나 두 요소 모두에 문장강세를 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단어강세와 문장강세

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보여주므로 단어강세와 문장강세가 영어의 리듬을 만드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영어의 단어강세가 그 단어의 발음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문장강세도 단어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초등예비교사의 영어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문장강세규칙을 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숙달시켜 초등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어를 구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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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본 연구에서 문장강세 인지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Wells(2006)의 담화문 4개를 사용하였다. 담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담화문을 각각 A, B, C, D로 부르고 각 담화에 주어진 번호를 사용하였다. 각 단어군은 A1과 같이 기호를 부여하여 분석

하였다.) 

담화 A:

1 If you’re staying more than one nihgt | 2 and are happy to use your towels again,| 3 please hang them on the towel rail.|| 

4 If you’d like to us to replace your towels, | 5 please put them in the bath. ||

6 OK, | 7 it may not save the world, | 8 but it will certainly help. || 

담화 B:

Hotel Guest: 1 Excuse me, | 2 where do I get breakfast?

Receptionist: 3 In the Panorama Restaurant, sir.

Hotel Guest: 4 Where’s that?

Receptionist: 5 Twenty-seventh floor, sir.|| 6 Use the lift, | 7 over there.

Hotel Guest: 8 But the lift only goes to the twenty-fourth floor.

Receptionist: 9 Ah. || 10 Use lift number five, sir. || 11 That one | 12 goes to the twenty-seventh floor.

Hotel Guest: 13 I see. | 14 Thanks.

담화 C:

A: 1 Hey, | 2 are you going to return those books of mine you borrowed?

B: 3 Which books? | 4 I can’t remember borrowing any.

A: 5 The ones about biology and language.

B: 6 Oh, | 7 those books. | 8 Er- | 9 could I keep them a few more days?

A: 10 Why?

B: 11 Because I need them for my essay.

A: 12 But you’ve had them for a month | 13 already.

B: 14 Just give me until Moday, | 15 and them you can have them back. || 16 Ok?

A: 17 I suppose so. 

담화 D:

A: 1 Are you planning to go away this year?

B: 2 We’ve just been away! || 3 We had a week in Cornwall.

A: 4 And how wa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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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Oh, we had a marvellous tiem. || 6 The only problem | 7 was the weather. || 8 Unfortunately | 9 it rained most of the time.

A: 10 So what did you do during all this rain?

B: 11 Well the best thing we did | 12 was to go to the Eden Project.

A: 13 What’s that?

B: 14 It’s a kind of museum | 15 of ecology. || 16 I found it utterly fascinating. || 17 It’s more like a theme park. | 18 really. || 

19 There’s lots to do, | 20 and the children loved it, | 21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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