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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와의 발음 구조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에 의한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발음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 교육에서 정확한 발음 교육은 완전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으면 한
국어 화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마찬가지로 한국어 학습
자의 말소리를 한국어 화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언어 사용 본래의 목
적인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328

교육 한글 10(1997)

2. 이론적 배경
이 글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의 바탕이 된 이
론적 배경은 아래의 (1)∼(2)와 같다：
(1)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
(2) 음성, 음소, 철자의 상관성

(1)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학습자의 외국어 수행과 발
달에 모국어의 영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Briere 1966․1968, Lance
1969, Nemser 1971, George 1971, Dulay and Burt 1972, Gass & Selinker
1983, Kellerman 1987, Bley-Vroman 1989, J. C. Rrichards 1989, Selinker
1992, M. S. Smith 1994：13).1) 예를 들어,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학습

할 때, 한국어 어순(word order)으로 하려는 경향이나, 한국어에는 없
는 영어의 [f]나 [r] 등의 발음을 [ㅍ]이나 [ㄹ]로 하게 되는 현상 등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말하는 것
만 들어도 그 사람의 모국어가 무엇인지 대부분 식별할 수 있다. 이것
은 모두 외국어를 학습 혹은 습득할 때 나타나는 언어 전이 현상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아래의〈그림 1〉과 같다.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
ꀫ
모국어 (L1)

외국어 학습/ 습득 (L2)
ꀬ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

〈그림 1〉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의 영향
1) 언어 전이와 언어 간섭(interference)을 나누어 전자는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하고 후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구분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 글
에서는 언어 전이 현상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언어 간섭 현상―까
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한국어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 : 이 종은 329

그런데,〈그림 1〉에서처럼, 이런 언어 전이 현상은 모국어에서 외국
어로뿐만 아니라 외국어에서 모국어로도 나타날 수 있다.
(2)는 곧 음성과 음소 모두 사람의 말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말을 배운다는 것은 실질적인 현상으로서
의 소리(음성)를 통해서 가능하며, 소리(음성)가 없다면 음운의 존재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음성과 음소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철
자에 있어서도 오류가 그대로 나타난다(허 웅 1987, 이 지영 1995, 민 현
식 1995). 하지만, 우리에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한글이 있어서 다행

이다. 우리 한글은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철자 하나하나가 곧 음소이
고 고유한 소리값을 가진다. 그리고 음소 하나하나가 결합할 때는 음
운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른 발음의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 때문에 발음 교육에 있어서 음소와 음성, 철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도식화하면 아래의〈그림 2〉와 같다.
ꀳ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음성(phone/sound)

⇄

음소(phoneme)

⇄

철자(orthography)

〈그림 2〉음성, 음소, 철자의 상관 관계

위의〈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음성과 음소와 철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며 또 정
확한 발음 교육을 위해서 음소와 철자 교육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3.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제2장에서는 이 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방법과 모형에 바탕이 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실제 조사한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과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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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진단해 보겠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효과적인 발음 교정과 교수
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3.1. 가설 및 조사 방법
먼저, 한국어 학습자가 가지는 한국어 발음상의 어려운 문제점에 대
해 (3) ㄱ∼ㄹ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3) 가설
ㄱ. 한국어를 학습 또는 습득할 때, 발음상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모국
어―영어―의 특징이 전이될 것이다(Lado 1957, Briere 1966․1968,
Nemser 1971).
ㄴ. 영어에는 한 음소의 변이음이 한국어에서는 독립된 음소가 될 때,
학습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될 것이다.
ㄷ. 영어에 없는 음운 변화가 한국어 음운 변화에 있을 때, 학습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될 것이다.
ㄹ. 영어에 없는 발음(음운) 체계가 한국어 발음(음운) 체계에 있을 때,
학습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하에, 서강 대학교 한국어 교육 연구원에서 2급(학습
시간: 16주-240 시간 이상) 말하기 수업 학습자 중 영어를 모국어로 하

는 학습자를 대상(미국 3명, 영국 2명, 호주 1명, 캐나다 1명)으로, 1996년
7월 22일∼ 8월 23일까지 말하기 수업 동안 학습자들의 발음상의 특
징과 오류를 조사․분석하였다.

3.2. 조사 결과
이 글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유형과
원인을 진단․분석한 결과는 (4)와 같다.
(4) ㄱ. 가설 (3)ㄱ과 같이, 한국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영어식 발음이 많
다.

영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대체적으로 영어식 발음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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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을 듣고서
대부분 그들의 모국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외국어 학습에 있어
서 모국어의 영향이 통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음운적 측면이나 발음
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ㄴ. 가설 (3)ㄴ과 같이, 된소리를 잘 내지 못하거나 구분하지 못한다.
(예) ㄱ. 김씨가 아니야. → 김시가 아니야2)
ㄴ. 사랑싸움 → 사랑사움

이 경우는 된소리가 독립된 음소로 구실을 하는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에는 /ㅃ/, /ㄸ/, /ㄲ/

/ㅉ/, /ㅆ/의 음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이 발음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ㄷ. 가설 (3)ㄴ과 같이, 거센소리를 잘 내지 못하거나 구분하지 못한
다.
(예) ㄱ. 감 먹고 있어. → 캄 먹고 있써
ㄴ. 발도 팔도 길어. → 팔도 팔도 기러
ㄷ. 토끼야! → 도끼야
ㄹ. 병균이 높아. → 평균이 놉파

이 경우는 의도하는 뜻이 확연히 달라지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는
데, 이것은 영어에서는 변이음인 것이 한국어에서는 독립된 다른 음소
h

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는 [p ]
와 [p]는 동일한 음소 /p/에 속하여 [th]와 [t]는 음소 /t/에, [kh]와 [k]
는 /k/에 속하지만, 한국어에서는 /ㅍ/와 /ㅂ/, /ㅌ/와 /ㄷ/, /ㅋ/와 /ㄱ/
가 각각 다른 음소에 속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발음상의 오류
가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ㄹ. 가설 (3) ㄱ,ㄷ과 같이, /ㄹ/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예) ㄱ. 월요일 → 월료이얼
ㄴ. 일용아 → 이얼룡아
ㄷ. 일요일 → 이얼료이얼
2) 밑줄 친 부분은 학습자의 실제 오류 발음 자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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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어 단어 ‘milk’를 국어 화자는 [밀크]로 발음하는 반면, 영
어 화자가 발음할 때는 우리말의 [미얼크]에 가깝다. 그리고 [워료일],
[이룡아], [이료일] 등으로 발음하지 않고, 철자 하나하나를 발음하였
다. 다시 말해 소리이음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
ㅁ. 가설 ㄷ과 같이, 음운 변화를 모르고 글자 하나하나를 따로 읽는
다.
(예) ㄱ. 나는 몰라요.→ 나는 몰아요
ㄴ. 개를 길러요.→ 개를 길어요
ㄷ. 오월 일일 → 오월 일일
ㄹ. 취직을 → 취직을
ㅁ. 국물은 싫어 → 쿡물은 실어
ㅂ. 한국말은 어려워 → 한쿡말은 어려워
ㅅ. 갓난이가 누구 이름이야? → 갇난이가 누구 이름이야

ㅁ-ㄱ,ㄴ은 이상하게도 /-ll-/을 또렷하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생략하고 하나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영어의 경우에
똑같은 닿소리가 중복되면 하나를 생략하고 읽는 습관에서 온 듯하다
(want to[wɔntu], first street[fəirstri:t]).

ㅁ-ㄷ,ㄹ은 [오월 이릴], [취지글] 등으로 발음하지 않고, 철자 하나
하나를 발음하였다. 다시 말해서, 소리이음 법칙을 잘 지키지 못하였
다.
ㅁ-ㅁ,ㅂ,ㅅ은 [궁물], [한궁말], [간나니]로 발음하지 않고 거의 다
철자대로 발음하였다. 한국어에서 닫음소리 다음에 콧소리가 따라오
면, 닫음소리는 다 콧소리에 닮아져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 이것이
곧 ‘닿소리 닮기’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닿소리 닮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겠다. 이러기에, 한국사람이 영
어를 할 때, ‘put my coat’를 닿소리 닮기 습관에 젖어 [pun mai cout]
로 하려 한다.
ㅂ. 가설 ㄹ과 같이, /ㅟ/, /ㅚ/, /ㅡ/ 발음을 잘 못하고, /ㅡ/와 /ㅓ/,
/ㅓ/와 /ㅗ/의 구별을 잘 못한다.

한국어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 : 이 종은 333

(예) ㄱ.
ㄴ.
ㄷ.
ㄹ.
ㅁ.
ㅂ.

위인이 뭐야? → 우인이 뭐야
나 뉘우쳤어요. → 나 니우쳤어요
외국사람이 많아. → 에국사람이 만아
회사 다녀요. → 해사 다녀요
은행에 가요. → 언행에 가요
스승이 선생님이야? → 서성이 선생님이야?

이 경우는 홀소리에 관한 것인데, 한국어 모음 /ㅟ/와 /ㅚ/가 영어
에는 없기 때문에 역시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되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상도 방언에서 [ɨ]와 [ə]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사람처럼 가족들 중에
경상도에 연고를 둔 사람이 없음에도 그러한 발음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될 것 같다.
ㅅ. 복합어임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한자어 기원을 모르는 데서 오는
발음상의 오류
(예) ㄱ. 잠자리(a place for sleeping→[잠짜리]) → 잠자리(곤충)
ㄴ. 한자(Chinese character→[한짜]) → 한자(一字)

이 경우는 조음 운동 때문이 아니라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에 된소
리되기가 안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서 재미있는 일이 벌
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합어임을 의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류
이다. 어쨌든 된소리되기 현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
유는, 영어에서는 같은 닿소리가 겹쳐지면 그 중 하나의 발음이 생략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mid day[midei], next time[nekstaim]). 그러한
그들의 습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가’[kuka]로 발음하게 된다.

4. 한국어와 영어의 음소 비교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닿소리와 홀소리의 음소 체계를 비교
해 보기로 하겠다. 한국어 교사가 발음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의 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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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한국어의 음운에 대한 지식과 언어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충분
히 반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교사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야 하겠다.

4.1. 닿소리
먼저, 한국어와 영어의 닿소리 음소 체계를 비교하면 아래〈표 1〉
과 같다.
자리
방법
터짐

갈이
코

센
입천장
한 영 한 영 한 영 한 영 한 영
ㅂ
ㄷ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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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ㅌ
ㅊ
b
d
ǰ
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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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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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ㅆ 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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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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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 한 영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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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g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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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입술 입술

혀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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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한국어․영어의 닿소리 비교
(참조: 허 웅 1983, 1987, 이 기문 외 1984, 김 진우 1985, 이 기동․신 현
숙 1988, 정 아영 1985)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의 닿소리에서 음소적 측
면과 음성적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다. 닿소리의 음소적 차이
를 보면, 한국어에만 있는 음소는 /ㅍ/, /ㅃ/, /ㅌ/, /ㄸ/, /ㅈ/, /ㅊ/, /ㅉ/,
/ㅋ/, /ㄲ/, /ㅆ/이며, 영어에만 있는 음소는 /b,/ /d/, /ǰ/, /g/, /f/, /v/,
/Ɵ/, /ð/, /ž/, /š/, /z/, /r/이다. 음성적 차이를 보면 /t/, /s/, /n/, /l/은
한국어에서는 잇소리(dental sounds)인 데 반하여, 영어에서는 잇몸소
리(alveolar sounds)이다. 영어의 /r/은 혀말이소리(retroflex)인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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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은 탄설음(flap) /l/의 변이음이다.
결론적으로, 영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음소적 차이인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비음소적 차이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음소적 차이인 데 반해, 영어에서는 비음소적 차
이이기 때문에 변이음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영어와 한국어의 음소 체
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어권 화자가 한국어 발음을 학습할 때 혹
은 한국어 화자가 영어 발음을 학습할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영어권 학습자에게 /달, 딸, 탈/을 들려 주고 구별해 보라고
하면, 다 똑같이 들린다고 하고, 직접 발음을 해 보라고 하면 역시 /
탈, 탈, 탈/로 발음을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 상관속, 상관쌍 개념을 활용해서
각 음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체계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ㅅ과 ㅆ이 있을 때, 이들 두 음소를 따로 가르치기보다는
두 음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묶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쉽게 그
음가를 학습할 수 있다.

4.2. 홀소리
한국어와 영어의 홀소리 음소 체계를 비교하면 아래의〈표 2〉와 같
다.
자리
입모양
한국어/영어
높은
높이 반높은
낮은

앞
평순음
한
영
i
i
e
e
ɛ
æ

원순음
한
영
ｙ
Ø

가운데
평순음
한 영
ï
ï
ɔ
ǝ
a
a

뒤
원순음
한
영
u
u
o
o
Λ
ɔ

〈표 2〉한국어․영어의 홀소리 비교
(참조: 허 웅 1983, 1987, 이 기문 외 1984, 김 진우 1985, 이 기동․신 현
숙 1988, 정 아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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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홀소리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의 큰
차이점은 한국어 홀소리 /ㅟ/와 /ㅚ/는 영어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음소 체계를 비교해 보았다. 이미 가설
로 설정한 바와 같이, 영어에는 한 음소의 변이음이 한국어에서는 독
립된 음소가 될 때나, 영어에 없는 음소가 한국어에 있은 경우와 같
이, 각 언어의 음소 체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발음 교육할 때 문
제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5. 한국어 발음 교수 모형
이 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을 음운 체계와 음운 변화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하겠다.
외국어 학습의 주된 목표가 언어 자체에 대한 학습이기보다는 언어
사용 본래의 기능인 의사 소통 능력을 학습하는 것에 있다면, 실제 의
사 소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음성 언어 교육은 물론, 이를 위한 음
소 체계와 음운 규칙에 대한 올바르고 체계적인 발음 교육이 필수적
이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발음 교육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발음 교육은 음성(소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청취
능력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먼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말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청취
지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들은 말소리를 스스로 자신의 발음 기
관을 통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발음 연습 지도’ 단계를 고안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발음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서 특히 학습자가 보
고 듣고 실습할 수 있는 시청각-발화 실습 교육(audio-visual-lingual)
방법을 제안한다. 시청각-발화 실습 교수 방법은 문법이나 이론 위주
가 아니라, 비디오 자료를 보거나 녹음 테이프를 듣고 또 직접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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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까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음 교육은 문자 언어 교육 위주의 이론적 설명과 평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비중있는 음성 언어 교육―발음 교
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제시할 발음 듣기 녹음이나 녹화 자료,
그리고 교과서의 제작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실제 학생들에게 올바
른 발음을 제시하고 교정을 해 줄 수 있는 교사의 발음 훈련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5.1. 음운 체계
발음 교육에 있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음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을 이론적 배경에서도 강조했다. 따라서 앞서 설정한 가설과 실제 발
음 오류 분석 및 음운 체계 비교를 통해 현저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수 방법 및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5.1.1. 닿소리
된소리가 음소로서 구실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는 보기 드문 우리
말 음소의 한 특색이라 하겠다. 즉, 영어에는 한국어의 /ㅃ/, /ㄲ/, /ㄸ/,
/ㅉ/, /ㅆ/의 음소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국어의 이 발음이 가장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어에는 한국어의 /ㅃ/, /ㄸ/, /ㄲ/에 대응
하는 음소는 없으나, ‘speak’, ‘stay’, ‘skin’의 [p], [t], [k]의 음성과 흡
사하다.
또한, 영어에서는 변이음인 것이 한국어에서는 다른 음소가 될 때는
문제가 된다. 즉 영어의 경우 ‘steam’과 ‘team’에서처럼, [t]와 [d]는 변
이음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달/과 /탈/의 경우는 뜻의 차이를 가져오
게 된다. 따라서 한국말을 할 때 /ㅂ/, /ㄷ/, /ㄱ/를 유기화하여 /ㅍ/, /
ㅌ/, /ㅋ/로 하거나 /ㅍ/, /ㅌ/, /ㅋ/를 /ㅂ/, /ㄷ/, /ㄱ/로 발음하는 오류
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 영어 단어 첫머리의 [p], [t], [k]보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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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켕김을 가지고 [ㅍ]-‘power’, ‘peak’, [ㅌ]-‘tape’, ‘tackle’, [ㅊ]
-‘change’, ‘choose’, [ㅋ]-‘kingdom’, ‘cake’를 발음하도록 한다.
끝으로, 한국어의 혀옆소리 /ㄹ/이 같은 닿소리 /ㄹ/ 다음에 올 때
역시, 이것이 외국인에게는 발음하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소리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혀끝을 홀로 [ㄹ]을 내듯이 윗니 뒤의 잇몸
에 견고하게 댄다. 그 다음에 더욱 강력하게 울린소리로 소리내도록
한다.
먼저, 가설과 오류 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도 보았듯이, 상관 음운 체
계 구별, 된소리와 거센소리 구별과 발음 등의 영어권 학습자가 오류
를 많이 일으켰던 점을 중심으로 한국어 닿소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을 제시하겠다.
(5) 상관 음운 체계의 발음 교수 모형

가. /ㅂ/, /ㅃ/, /ㅍ/의 발음 교수 모형
ㄱ. (발)운동과 (팔)운동을 너무 (빨)리하지 말라. (ㅂ/ㅍ/ㅃ)
ㄴ. (평)균적으로 괸 물에는 (병)균이 많으므로 약을 (뿌)린다. (ㅍ/
ㅂ/ㅃ)

ㄷ. (비)오는 날에는 (빨)리 걸어서 (피)곤하다. (ㅂ/ㅃ/ㅍ)
ㄹ. (빨)강과 (파)랑은 (반)대색이다. (ㅃ/ㅍ/ㅂ)
ㅁ. (풀)에 (불)이 붙으니까 (뿔)소가 달아났다. (ㅍ/ㅂ/ㅃ)
ㅂ. (파)란 종이 (바)르는 속도가 (빠)르다. (ㅍ/ㅂ)
ㅅ. (판)판한 판자를 (반)반하게 닦아라. (ㅍ/ㅂ)
ㅇ. 한(반)도의 (판)도는 희망적이다. (ㅂ/ㅍ)
ㅈ.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 (ㅃ/ㅍ)
나. /ㄷ/, /ㄸ/, /ㅌ/의 발음 교수 모형
ㄱ. (대)문이 잠겼기 (때)문에 (태)준이가 못 들어왔다. (ㄷ/ㄸ/ㅌ)
ㄴ.
ㄷ.
ㄹ.
ㅁ.

(대)장은 (뗏)목을 터고 (태)평양을 건넜다. (ㄷ/ㄸ/ㅌ)
(딴)딴한 (도)(토)리 껍데기 (ㄸ/ㄷ/ㅌ)
(뜬)소문을 (듣)고 보니 사실과는 (틀)리더라. (ㄸ/ㄷ/ㅌ)
논문 (주)제와 목(차)는 일(찍) 정해라. (ㅈ/ㅊ/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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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조)상의 (초)상화 (ㅈ/ㅊ)
ㅅ. (재)단사가 옷감을 (째)다. (ㅈ/ㅉ)
ㅇ. (죄)수가 햇볕을 (쬐)다. (ㅈ/ㅉ)
ㅈ. 그 (주)방장이 (추)방당했다. (ㅈ/ㅊ)
다. /ㅈ/, /ㅉ/, /ㅊ/의 발음 교수 모형
ㄱ. (장)시간 (차)를 운전하기 위해 (짬)을 내서 (잠)을 자둬라. (ㅈ
/ㅊ)

ㄴ. (줄)넘기를 하고 나니 배가 (출)출해서 (쫄)면을 먹었다. (ㅈ/
ㅊ/ㅉ)

ㄷ. 논문 (주)제와 목(차)는 일(찍) 정해라. (ㅈ/ㅊ/ㅉ)
ㄹ. (조)상의 (초)상화. (ㅈ/ㅊ)
ㅁ. (재)단사가 옷감을 (째)다. (ㅈ/ㅉ)
ㅂ. (죄)수가 햇볕을 (쬐)다. (ㅈ/ㅉ)
ㅅ. 그 (주)방장이 (추)방당했다. (ㅈ/ㅊ)
라. /ㄱ/, /ㄲ/, /ㅋ/의 발음 교수 모형
ㄱ. 이 (근)방에 있는 저 (큰)나무에 (끈)을 매달자. (ㄱ/ㅋ/ㄲ)
ㄴ. (깜)깜하고 (컴)컴해서 (감)을 못 잡겠다. (ㄲ/ㅋ/ㄱ)
ㄷ. (키) 큰 사람들이 (끼)리끼리 걸어가고 있다. (ㅋ/ㄲ)
ㄹ. 손톱(깍)기 (칼)라가 (각)양 각색이었다. (ㄲ/ㅋ/ㄱ)
ㅁ. 개(구)장이이며 잠(꾸)러기인 조(카) (ㄱ/ㄲ)
ㅂ. (콩)밭에서 (공)놀이했다. (ㅋ/ㄱ)
ㅅ. (깨)어 보니 날이 (갰)다. (ㄲ/ㄱ)
ㅇ. 밀가루를 (개)다가 그릇을 (깼)다. (ㄱ/ㄲ)
ㅈ. (깨)밭에 들어간 (개) (ㄲ/ㄱ)
마. /ㅅ/, /ㅆ/의 발음 교수 모형
ㄱ. (쌀)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ㅆ/ㅅ)
ㄴ. (선)선한 가을 날씨 (쌀)쌀한 겨울 날씨 (ㅅ/ㅆ)
ㄷ. 몸을 (씻)고 나니 (시)원하다. (ㅆ/ㅅ)
ㄹ.
ㅁ.
ㅂ.
ㅅ.

(쌍)방이 (상)담을 통하여 화해했다. (ㅆ/ㅅ)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ㅆ/ㅅ)
김(씨)의 (시)는 (쓸)쓸하고 (슬)프다. (ㅆ/ㅅ)
(사)랑 (싸)움 (ㅅ/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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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에서 제시한 발음 연습 모형을 교사가 실제 발음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함께 여러 번 반복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음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킨 다음, 학습자의 발음도 또한 녹음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상관 음운 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발음 교수 예시 모형을
아래의 (6)과 같이 제시한다.
(6) 상관 체계의 발음 교수 ― /ㅂ, ㅃ, ㅍ/

◎ 교수 목표 발음: 상관 체계의 발음 교수 ― /ㅂ, ㅃ, ㅍ/
가. ꎐ : 발음을 잘 듣고 따라 해보세요.
① ㅂㅏ
② ㅃ ㅏ
③ ㅍㅏ
나. ꎐ : 어떤 소리일까요? 테잎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연결
하세요.
① ( )․
․ 발
② ( )․
․ 팔
③ ( )․
․ 빨
(이 때, 가능하면 최소대립쌍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발음
청취와 구별에 보다 효과적이다.)

다. ꎐ : 잘 듣고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 연습 부분을 강조해서 천천히 녹음한 테이프를 먼저 제
시한 다음, 자연스럽게 보통 속도로 녹음한 테잎을 제시한다.)

ㄱ. (발)운동과 (팔)운동을 너무 (빨)리하지 말라. (ㅂ/ㅍ/ㅃ)
ㄴ. (평)균적으로 괸 물에는 (병)균이 많으므로 약을 (뿌)
린다. (ㅍ/ㅂ/ㅃ)
ㄷ. (비)오는 날에는 (피)곤하다. (ㅂ/ㅍ)
ㄹ. (빨)강과 (파)랑은 (반)대색이다. (ㅃ/ㅍ/ㅂ)
ㅁ. (풀)에 (불)이 붙으니까 (뿔)소가 달아났다. (ㅍ/ㅂ/ㅃ)
ㅂ. (파)란 종이 (바)르는 속도가 (빠)르다. (ㅍ/ㅂ)
ㅅ. (판)판한 판자를 (반)반하게 닦아라. (ㅍ/ㅂ)
ㅇ. 한(반)도의 (판)도는 희망적이다. (ㅂ/ㅍ)
ㅈ.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 (ㅃ/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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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음하기: (학습자가 ㄱ∼ㅈ까지의 발음 연습 모형을 읽으
면서 자신의 발음을 녹음한다.)
마. 듣고 발음 비교․교정하기: (학습자가 녹음한 발음 테이프
를 함께 들으면서 교사는 잘못된 발음을 함께 교정한다.)
바. ꎐ 듣고 받아쓰기: (단어 층위―발, 팔, 빨리, …
문장 층위―비가 오니까 빨리 가세요.
를 섞어서 제시하고 받아쓰도록 한다.
(참조: ꎐ―실제 듣기 테이프의 활용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운 발음 교육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한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초보적 단계에서는 규
칙적인 글자를 제시하고 차차 불규칙적인 글자를 배열해 나가는 방법
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어의 경우 규칙적인 글자로 된 단어는「ㄱ,
ㄷ, ㅂ, ㅁ, ㄴ, ㄹ, ㅇ」등의 받침이 있는 단어이며, 불규칙적인 글자
로는「ㅈ, ㅎ, ㅌ, ㅋ, ㅊ, ㅆ, ㄶ, ㅄ, ㄺ」등의 받침이 있는 단어들이
된다.
그리고 초보적 발음 훈련은 글자와 음소가 동일한 음성을 가지고
동류별 단어를 통하여 나열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가지, 놀자, 나무,
소, …’와 같이 이런 동류별 단어를 통하여 언어학적 의미와 실생활의
의미가 부합되는 단어를 읽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발음 교육에 나
타나는 우선적인 문제는 글자와 음소의 일치성을 확립시켜 주는 일이
므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선적으로 제외해서 단어
를 배열하여 주어야 한다.

5.1.2. 홀소리
이 절에서는 홀소리에 대한 발음 교수 방법 및 모형을 제안하겠다.
한국어의 켕김․높은․앞․안둥근 홀소리인 [ㅟ]와 켕김․반높은․
앞․둥근 홀소리인 [ㅚ]에 동등한 소리가 영어에는 없다. 한국어의 [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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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혀 위치는 [ㅣ]와 같으나 입술은 오므려야 한다. 또 한국어의 [ㅚ]
는 혀 위치는 [ㅔ]와 같으나 역시 입술은 오므려야 된다.
켕김․높은․가운데․안둥근 홀소리 [ㅡ]도 역시 어려운 소리이다.
이 발음을 내기 위해서는 [ㅣ] 발음 위치에서 혀를 같은 위치의 중앙
부분으로 끌어당겨서 내는 소리이다. 곧, 혀의 위치는 [ㅣ]와 [ㅜ]의
중간이다. 보다 구체적인 /ㅓ/와 /ㅡ/의 발음 구별 교수 모형과 /ㅓ/와
/ㅗ/의 발음 구별 교수 모형3)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분류한 기준은 역
시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토대로 한 것이다.
(7) /ㅓ/와 /ㅡ/, /ㅓ/와 /ㅗ/의 발음 교수 모형

가. /ㅓ/와 /ㅡ/의 발음 교수
ㄱ.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 (승)격되었다.
ㄴ. 만18세가 되면 (성)인으로 (승)인 받는다.
ㄷ. (정)세가 험악해지자 그 정치인의 병 (증)세가 악화되었다.
ㄹ. (건성)으로 책 읽는 (근성)을 버려라.
나. /ㅓ/와 /ㅗ/의 발음 교수
ㄱ. 평소 자(선)을 베풀면 후세 자(손)이 복을 받는다.
ㄴ. 방마다 부(적)을 붙이기에는 부(족)하다.
ㄷ. 장(서)목록이 그 장(소)에는 없었다.
ㄹ. 동해안 (거)기에는 (고)기가 많다.

홀소리에 대한 발음 교수 모형과 실제 진행은 앞의 (6)에서 제시한
모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며, 이 글에서는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5.2. 음운 변화
음운 변화 규칙을 모를 경우 또한 발음상 큰 어려움이 된다. 음운
3) 이 글에서는 긴 모음과 짧은 모음의 구별 등의 운소 교육은 다루지 않기로 한
다. 그러나 국어의 정확한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말의 세기나 장단, 강세 억
양 등의 운소 교육도 필요하다(이 현복 1989 참조).

한국어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 : 이 종은 343

규칙을 모르면 철자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읽으려 하기 때문에
발음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우며 실제로 불가능한 발음을 생성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음운 변화 규칙에 대한 지
도가 필수적이다.
기초적인 음운 변화 규칙에 대한 예시 교수 모형을 (8)과 같이 제
시한다.
(8) 음운 변화 규칙에 따른 발음 교수 모형

가. 닿소리 닮기: 한국어에서 닫음소리 다음에 콧소리가 따라올 경
우에 닫음소리는 다 콧소리에 닮아져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리의 변화는 한국어에서는 ‘닿소리 닮기’라는 현상
으로 허용하지만 영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 ꎐ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ㄱ→ㅇ」국+물 → [궁물]
「ㄷ→ㄴ」맏+며느리→ [만며느리]
「ㅂ→ㅁ」잡+는다 → [잠는다]
나. 입천장소리 되기: 한국어의 이 현상 또한 ‘형태소의 끝소리 ㄷ,
ㅌ이 홀소리 [ㅣ]나 반홀소리 앞에서 입천장소리 ㅈ, ㅊ이 되는
현상이라는 이론적인 설명을 충분히 해 준 다음 그 이론을 적용
한 보다 많은 어휘를 접하게 하고 읽혀야 한다.
(예) ꎐ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해돋-」 + 「-이」→ [해도지]
「같-」 + 「-이」 → [가치]
「밭」 + 「-이」 → [바치]
다. 거센소리 되기: /ㅎ/과「ㄱ, ㄷ, ㅂ, ㅈ」이 만나면 각각「ㅋ, ㅌ,
ㅍ, ㅊ」으로 바뀐다.
(예) ꎐ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먹히다 → [머키다]
입학 → [이팍]
앉히다 → [안치다]
좋고 → [조코]
많지 → [만치]
라. 소리 이음 규칙: 앞 형태소의 끝 닿소리가 뒤 형태소의 첫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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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나타나는 발음 지도가 필요하다.
(예) ꎐ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먹이 → [머기]
옷을 → [오슬]
안에 → [아네]
마. 된소리 되기:「ㄱ, ㄷ, ㅂ, ㅅ, ㅈ」가 겹치거나, 같은 서열의 약
한 소리와 된소리가 겹쳐지면 두 소리는 한 소리가 된다.
(예) ꎐ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학교 → [하꾜] 받기 → [바끼]
갓끈 → [가끈] 값부터 → [가뿌터]
갑부 → [가뿌]
맏딸 → [마딸]

(8)의 모형에서 제시한 음운 규칙 외에 다른 규칙이 물론 첨가될
수 있으며, 음운 변화 규칙에 따른 발음 훈련과 병행하여, 음운 변화
규칙에 따른 올바른 발음을 녹음하거나 비디오로 제작하여 연습 문제
자료나 듣기 자료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서,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음운 규칙 교육이 필요하며, 이
론만 문자로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듣고 발음 훈련할 수 있
는 입체적인 교수 방법이 요구된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하겠다.
첫째, 올바르고 체계적인 발음 교육은 의사 소통을 위해서 필수적이
므로,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교육할 때에도 발음 교육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학습자의 모국어인 영어의 영향이 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영어와 한국어의 음소 체계와 음운 변화 규칙이 다
르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될 거라는 가설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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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검증하였다.
셋째, 언어 교사는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의 모국어
와 목표 언어의 음운 체계를 검토해서 그 차이를 언어 교육에 활용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핀 것처럼, 영어권 화자에게 한국
어를 가르칠 때에는, 영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 음운 체계의 대조가 필
수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넷째, 가설 검증의 결과, 한국어 음소 상관 체계의 발음 교육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영어에는 한국어의 /ㅃ/, /ㄲ/, /ㄸ/, /ㅉ/, /ㅆ/
의 음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 발음이 어려우며, 한국
말을 할 때 /ㅂ/, /ㄷ/, /ㅈ/를 유기화하여 /ㅍ/, /ㅌ/, /ㅋ/로 하거나 /
ㅋ/, /ㅌ/, /ㅋ/를 /ㅂ/, /ㄷ/, /ㄱ/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또
한 한국어의 혀옆소리 /ㄹ/이 같은 닿소리 /ㄹ/ 다음에 올 때 발음하
기 어렵다. 홀소리에 있어서, [ㅟ]와 [ㅚ]에 동등한 소리가 영어에는
없어서 발음하기 어려우며, [ㅡ]도 역시 어려운 소리이다. 따라서 [ㅡ]
와 [ㅓ], [ㅓ]와 [ㅇ]의 발음 구별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음운 변화
규칙을 모르면 글자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부자연
스럽고 발음하기에도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운 체계와 함께
음운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 현상, 거센소리 되기
현상, 입천장 소리 되기 현상, 닿소리 닮기 현상, 소리 이음 현상 등의
다양한 음운 변화에 따른 발음 훈련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
께 장단이나 강세, 억양 등의 운소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도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언어를 말하기 중심으로 가르치기 위해 처음에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발화(utterance)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진 음소(phoneme)
대립을 구별시켜야 한다. 음소적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언어를
학습하거나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음소
의 습득이 어느 정도 정확히 된 다음에 대조와 설명, 반복 연습을 통
해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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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실기와 이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의 연구 방법과 결과는 한국어 교육과 교재 편찬에 실
제로 적용할 수 있다. 곧, 한국어 교재에 정확한 발음 표기와 발음 방
법의 설명을 제시하고, 실제 말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나 컴퓨터 CDROM, 교육용 비디오 제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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