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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입문 단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의 정확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확한 발음

을 위해서는 말소리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의 전

제로 삼아 지각훈련의 효과와 원리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한다.

인간은 말소리의 특성을 결정하는 음향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음향 단서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모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제2언어

음운 습득 시에는 특히 모어의 영향으로 말소리의 차이점을 지각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말소리를 하나의 주변 음운 범주에 동화시켜 인식 오류가 발생하기

도 한다. 그러나 제2언어를 변별하는 음향 단서에 주의하여 음운 간의 차이점

을 지각한다면 새로운 음운 범주가 형성될 수 있다. 지각훈련은 이러한 음운

습득 과정 중 말소리의 지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음 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 습득을 음운 범주의 형성으로 정의하고, 지각훈

련을 ‘학습자의 선택적 주의를 조정하여 정확한 제2언어 음운 범주를 형성시킴

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촉진시키는 교육 방법’으로 정의한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모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을 변별하는 지각 체계로 평

음·유기음·경음을 변별하여 주로 평음과 유기음, 유기음과 경음 간에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학습자가 평음·유기음·경음의 음성적

차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훈련 자극음을 설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

에서는 실험 그룹에 대한 지각훈련 이외의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주고 일본

현지에서 4주 간 입문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음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는지 검증

테스트를 통해 비교하고, 음운 범주 형성 양상을 시각화하여 음운 범주 형성

여부와 발음 정확성과의 상관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각훈련의 원리

를 밝혔다.

실험 결과, 실험 그룹의 발음 정확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지각훈련이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훈련은 하나의 음운

범주에 동화된 음운들을 분리시키며, 새롭게 형성된 음운 범주로 산출된 음성



- ii -

을 판단하고 교정함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때

모어와의 유사성이 중간 정도인 유기음의 범주 형성 여부가 평음·유기음·경음

의 음운 체계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조분석에

서 모어와 차이가 큰 경음이 오류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것과 다른 결

과이다. 유사성이 높은 평음과 유사성이 낮은 경음은 범주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유기음은 평음이나 경음 범주에 동화된다. 그러나 지각훈련이

VOT에 민감한 일본인 학습자들의 선택적 주의를 한국어 변별에 맞게 조정하

여 유기음의 정확한 음운 범주 형성을 도왔고, 음운 범주 형성은 발음 교정 능

력을 향상시켜 발음 정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학습자를 위한 입문 단계 발음 교육 모

형을 설계하였다. 학습자의 모어를 고려하여 음운 제시 순서와 교육 내용을 선

정하고, 제2언어 음운 습득 과정을 반영하여 ‘의식화–제시 및 이해-음운 범주

형성–산출 연습–확인 및 교정’ 5단계의 교수·학습 단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각을 강조한 학습 활동을 개발하여 단계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말소

리 습득에 초점을 맞춘 발음 교육 모형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발음 교육의 범위를 음운의 대조에서 음성에 대한 지각으로 확장

하였으며, 학습자의 모어와 음운 습득 과정을 훈련의 설계 원리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 면에서는 학습자들이 음운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연구 기간을 4주로 설정하였고, 음운 범주를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CD나 DVD 등 적절한 교육 자료들이

구비된다면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실용적인 의의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모음이나 받침 발음에 대해서도 지각훈련의 효과가 검증되어야 하며

실험음성학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억양이나 악센트를 고려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각훈련은 발음 교육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발음 교육, 지각훈련, 제2언어 음운 습득, 일본인 학습자, 입문 단

계, 평음·유기음·경음, 음향 단서, 선택적 주의, 음운 범주

* 학 번 : 2010-2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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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

제2언어 학습 초기에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는 것은 잘못된 발음의 화석화를

막고, 발음의 오류가 다른 기능의 오류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법이나 어휘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습자도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거나 언어 사용 능력이 실제보다 저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학문 목적이나 비즈니스 한국어 같은 고급 단계로 갈수록 발음 문

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인 학습자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설문조사1)에서도

잘못된 발음의 화석화와 관련된 경험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급-3] 아무래도 일본어에 없는 음이 많아서 (발음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다.  

   문법은 비슷해서 금방 익힐 수 있지만, 발음은 나중에 교정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고급-4] 상대방이 말한 단어, 특히 지명이나 인명, 모르는 단어의 받침, 경음과 유기음  

   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들을 수 없어서 다시 되묻거나 종이에 써 달라고 부탁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

[고급-5] 평음을 사람들이 유기음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 ‘군대’라는 단어는 발음할 때  

   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또한 발음의 오류는 말하기 오류나 듣기 오류는 물론 쓰기 오류로까지 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학습 초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권성미(2003)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철자 오류를 수집하여

발음 오류와 정서법 학습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초급 일본인 학

습자들의 철자 오류는 주로 한국어와의 발음 체계 차이에서 발생하며, 초급 단

계에서 발음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음 오류가 쓰기 오류로 전

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1) 예비 설문조사는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을 처음 시작한 일본인 학습자 23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에 실시하였다.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입문(5명), 초급(4명), 중급(7명),

고급(7명)단계의 학습자들로부터 한국어 학습 초기 발음 학습의 실태와 어려움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들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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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는 비교적 학습하기 용이한 언어로 인식되어 왔

지만, 발음만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간노 히로오미, 1991:148). 예비 설문조사

에서도 23명 중 15명이 발음 문제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

다.2) 특히 한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어두에서 무성음으로 실현되며, 기식성

과 긴장성에 따라 평음·유기음·경음의 3항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언어

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으로서 평음·유기음·경음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

라지는 어휘들이 많다.3) 따라서 의사소통 전략을 구사하거나 문맥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초기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음 교육 방법은 대부분 오류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학습자 모어의

변이음을 매개로 한국어 음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어를 자연스

럽게 접할 기회가 적은 해외 교육 현장에서의 변이음을 이용한 발음 교육은

잘못된 발음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4) 일본에서 출판

된 한국어 교재 32종을 분석한 결과, 21종에서 한국어의 말소리를 일본어로 표

기하거나 일본어의 음운 체계에 한국어 음운을 직접 대입하여 설명하고 있었

다. 다음은 일본 현지에서 출판된 교재에서 한국어의 /ㄷ/을 일본어의 ‘た[ta]

행’ ‘た[ta]’, ‘ち[ʨi]’, ‘つ[ʦɯ]’, ‘て[te]’, ‘と[to]’에 대입하여 제시한 예이다.5)

2) 한국어 학습 초기에 어려웠던 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주로 발음의 구별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문-2] 미묘한 소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중급-4] ‘까’, ‘빠’ 등의 경음 발음이 어렵고 ‘파’와 ‘바’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고급-2] 일본어에 없는 발음이 많고, 소리의 세기 등으로 발음을 구별하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구별하지 않는 소리를 구별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고급-5] 비슷한 문자와 발음이 많았다.

3) 실제 본 연구의 실험 수업 과정에서도 평음·유기음·경음의 오류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

었던 사례들이 나타났다. 예) [다루다]→[따르다], [특기]→ [듣기/뜯기], [떡]→[톡] 등

4) 윤은경(2010)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자 모국어의 특정한

음을 유사음으로 인식시킬 경우, 음성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교육적,

실증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즉, 발음을 교육할 때는 제2언어 지각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고 모어와 제2언어가 지각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해당 음소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임을 입증하였다.

5) 八田 靖史(2004), 『3日で終わる文字ドリル　ハングル練習帳』, 学習研究社,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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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 다 ち 지 つ 주 て 데 と 도

이 경우 음운 제시 방식이 한국어의 자모 체계와 어긋날 뿐 아니라 학습자

모어 ‘た[ta]’로 인해 ‘다’와 ‘타’의 고유의 음가를 익히고 이를 구분하는 데 지

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말소리를 나타내는 일본어 표기가 교재들마다

다른 점도 학습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

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말소리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각훈련의 효과와 원리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한다.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언어 지각훈련이 발음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둘째, 일본인 학습자의 평음·유기음·경음의 습득 양상을 분석한다.

셋째, 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 연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

히 이어져왔다. 하세가와 유키코(1997)는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과 학습자의 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문 단계의 발음 지도 방법에 대

해 논하였다. 효과적인 발음 지도를 위해서는 일본어의 음운 체계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글자와 소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유

성음화에 대한 주의, 조음 방법에 대한 설명 등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지도법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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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혜(1998)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교·대조하여 발음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또한 듣고 쓰기, 듣고 고르기, 자음 변별하기, 녹음법 등의 발음

훈련을 실시하여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① 일반적

오류 자료 제시, ② 오류의 원인 설명, ③ 발음교정의 필요성 강조, ④ 학습자

자신의 발음 오류 인식, ⑤ 실제 발음 요령 익히기, ⑥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인내 순서의 발음 교정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를 제시하였다.

오대환(2003)은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를 대상

으로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는 발음 교육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한

국어 발음 교육을 “한국어의 음운을 발음해내고 그러한 발음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의 음운구조를 익히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제2언어 음운 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연습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효숙(2012)은 발음 교육에서 두 언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하는 일이 목표어

자체의 간섭이나 학습 과정상의 간섭 현상을 비교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한

다고 보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 체계 비교를 통해 발음 오류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한국어 발음 교육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읽기

와 전래동화 읽기를 활용한 발음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음운 대조를 중심으로 하며, 학습자들이 말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운 습득을 설명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발음 지도 방법이 대부분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마련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2.2. 제2언어 말소리 지각과 음운 습득 연구

제2언어 말소리 지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언어학과 심리언어학 분야에

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수진·조혜숙·황유미·남기춘(2002)은 제2언어 습득 관

점에서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평음·유기음·경음을 변별할 수 있는지, 그리

고 어떠한 유형의 소리로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음과 유기음은 잘

구분하는 반면 평음과 다른 두 음의 구별이 어려웠으며, 평음은 대부분 유기음

으로, 유기음과 경음은 평음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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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정·김정오(2008)는 한국어 초성 자음을 지각할 때 한국인이 기식성이나

긴장성 같은 후두 변별 자질을 활용하는 반면 일본인은 순음성이나 설정성 같

은 조음위치 자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또한 한국인이 기식성과 긴장성을 음운론적 대립으로 지각하는 반면

일본인은 이 자질들을 음성적 속성으로 지각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경희·정명숙(1999, 2000)은 제2언어 학습자의 말소리 지각 특성을 실제 교

육에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학습자 모국어의 변이음 정보를 이용한 발음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일본인 학습자가 파열음을

지각할 때 후행하는 모음의 음높이가 낮으면 평음으로, 음높이가 높으면 격음

이나 경음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교육에 활용하였고, 그것이 한국어 파열음의

발음과 청취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발음 습득에 관한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다.

정미지(1999)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음·유기음·경음 발음 습득 순서를

조사하였다.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학습자들의 발음을 듣고 어떤 음으로 들리는

지 판정한 결과 유기음에 대한 정확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은(2008)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어와 제2언어의 유사

성과 음운 습득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모국어와 한국어 음운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인식하는지 직접 평가 방식으로 측정하여 유사성의 정도를 밝히고

음운 습득 순서와 속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사성이 높은 자음이 먼저 습

득되었고, 유사성이 낮은 자음은 습득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3. 지각훈련 연구

지각훈련(perceptual training)은 말소리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발음 교육 방법의 하나로, 1990년대 중반부터 지각훈련이 음운의 인식과 산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라이브리·피소니 외(Lively & Pisoni et al., 1994)는 3주간 피험자들에게 지각

훈련을 실시하고 3개월 후와 6개월 후 음운 인식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더 이상의 추가 훈련이 없었음에도 정확성이 각각 2%와 4.5%밖에 감소

하지 않았다. 즉, 지각훈련을 통해 습득된 인식 능력은 학습자가 제2언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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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보유되는 것이다.

브레드로·피소니 외(Bradlow & Pisoni et al., 1997, 1999)의 연구는 지각훈

련이 음운 인식 능력과 산출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지각훈련을 통해 향상된 발음 정확

성은 3개월 후에도 훈련 당시의 향상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어 모어화자의 한국어의 평음·유기음·경음에 대한 지각훈련 연구도 있

다. 김윤현·김정오(2005a)는 학습자들이 음운 범주 내 차이에 둔감하고 범주

간의 차이에는 민감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지각훈련이 음운의 범주화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지각훈련 후 피험자들은 동일 범주의 자극들을 더 유사

한 것으로 지각하였고 다른 범주의 자극들은 덜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였는데,

이는 지각훈련이 학습자의 선택적 주의를 조정하여 한국어 3항 대립 음운 범

주 형성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지각훈련의 효과는 직접 훈련받지 않은 음운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김윤현·김정오(2005b)는 일본인 학습자의 치경폐쇄음 /ㄷ/, /ㄸ/, /ㅌ/에

대한 지각 훈련이 양순폐쇄음 /ㅂ/, /ㅍ/, /ㅃ/으로 전이되는지 조사한 결과 치

경폐쇄음과 양순폐쇄음에 대한 범주화가 각각 29.1%와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지각훈련을 활용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박미희(2008)은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청취 훈련 방안에 대

해 연구하였다. 청취 훈련을 통해 모국어에 없는 음의 인식, 발음이 어렵거나

유사한 음, 철자와 발음이 다르게 나는 음운 현상, 억양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취 훈련의 목적과 그것이 발음 교육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김지은(2010)은 지각훈련을 통해 음운에 대한 인식 정확도와 산출 정확도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파찰음으로 범위를 한정한 지각훈

련 실험을 실시하였고, 지각훈련의 효과가 지각 능력은 물론 산출 능력에까지

전이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피험자 수가 적고 음운 습득 관점에서 인

식과 산출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결과만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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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각훈련에 사용되는 훈련 자극음(stimuli)에 대한 연구들도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음보다 모어화자가 직접

녹음한 자연음을 사용할 때, 그리고 단일 화자보다 다양한 화자의 목소리를 들

려주었을 때 훈련 효과가 더 높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스트레인지·디트먼(Strange & Dittmann, 1984)은 인공 자극음의효과가 자연

음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로건·라이브리·피소니(Logan &

Lively & Pisoni, 1991)는 훈련 자극음으로 남자 4명과 여자 2명의 목소리를

사용한 결과 단일 화자의 목소리를 사용한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라이브리·로건·피소니(Lively & Logan & Pisoni, 1993)에서도 비슷한 실

험을 실시하였다. 다섯 가지 음운 환경의 자극음을 한 명의 화자가 녹음한 경

우 학습자들은 새로운 화자에 대한 자극을 지각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다섯 명

의 화자가 녹음한 자극음을 사용한 그룹은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화자로 지각

능력을 일반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각훈련 연구들은 자극음을 단순히 들려주는 것에 그치

는 경우가 많았고, 학습자들의 음운 습득에 대한 고려가 없는 훈련은 교육적

기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각훈련을 위

해 학습자의 모어와 음운 습득 과정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지각훈련은 발음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말소리의 지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음 오류를 개선하고 발음의 정확성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각훈련은 음운 습득 과정에서 말소리 지각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발

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음 교육 방법과 구별된다. 또한 음운으로 교

육의 범위를 한정하고 발음의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청취

훈련과 다르며, 학습자가 지각하는 음향 단서와 음운 습득의 과정을 설계 원리

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각훈련과 차별화된다.6)

6)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 지각과(speech perception)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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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지각훈련 대상은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 단계

성인 학습자이다. 해외 발음 교육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제2언어 말소리에 대한

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음운 범주를 형성하기 어려우

며, 교사와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발음 오류가 초기에 수정되지 않을 경

우 화석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한 체계화된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각훈련의 범위를 한국어의 자음 중에서도 어두의 평

음·유기음·경음으로 한정하였다. 어두 자음으로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음운 환

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음운 고유 음가에 대한 정확성에 집중하기 위해서이

다. 한국어의 평음은 어두에서 무성음이지만 모음과 모음 사이, 비음과 모음

사이,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한국인에게는 이러한 유

성음이 변이음이지만, 모어에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존재하는 일본인 학습

자들은 유성음을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여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7) 그러나

유성성([voiced])은 한국어의 음운을 변별하는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지각훈련을 실시하는 대신, 유성음화(有聲音化)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평음(/ㄱ/, /ㄷ/, /ㅂ/, /ㅈ/),

유기음(/ㅋ/, /ㅌ/, /ㅍ/, /ㅊ/), 경음(/ㄲ/, /ㄸ/, /ㅃ/, /ㅉ/) 12개의 어두 자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ㅅ/과 /ㅆ/은 유기음이 존재하지 않고 /ㅅ/이 유성음화 되지 않

으므로 범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험 연구와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한국어에 대

한 배경지식이 없고 한국어를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일본어 모어화자 18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크게 실험 그룹에 3주 동안 지각훈련을

실시하는 본 실험과, 발음의 정확성 및 음운 범주 형성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검증 테스트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그룹에 대한 지각훈련

구별하여 사용한다. 신지영(2003:12)에 따르면 말소리는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하여 만

들어지는 소리들 중에서 특히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리”로서 음운과 음성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음운은 “구체적인 소리들이 가진 공유된 특성들을 근거로 우리

머릿속에 추상화되어 존재하고 있는 추상적인 소리”를 의미한다. 즉, 학습자들이 제2언

어를 최초로 접할 때에는 그것이 말소리의 상태로 지각되지만 학습 후에는 하나의 음운

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7)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유성음과 무성음이 다른 음운에 속하기 때문에 ‘간다’[kanda]와

‘안 간다’[anganda]의 /ㄱ/을 전혀 다른 소리로 지각한다(油谷 幸利, 2005:15).



- 9 -

<그림 Ⅰ-1> 실험 절차

이외의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주고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에 4주 간 입문 수

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발음 정확성 테스트를 통해 지각훈련이 실험 그룹의

발음 정확성을 향상시켰는지 측정하고,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를 통해 제2언어

음운 범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의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지각훈련의 원리를 분석하였다.

실험은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2011년 1월 16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되었

다. 실험 기간을 4주로 설정하여 제2언어 음운 습득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학

습자들이 음운을 습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음운 습득 양상을 학습자별로 분석함으로써 양적 연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음운 습득 과정의 특징이나 습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크게 ① 실험 설계 및 연구 참여자8) 모집, ② 실험 수업9) 및

지각훈련, ③ 검증 테스트, ④ 실험 결과 분석 및 사후 조사의 네 단계이다.

8)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해 크게 세 그룹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첫째는 지각 훈

련의 훈련 자극음을 녹음하기 위한 한국인 녹음 화자 10명, 둘째는 지각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참여한 일본인 피험자 18명, 셋째는 일본어 모어화자들이 산출한 산출 결과

를 평가하기 위한 한국인 평가자 8명, 총 36명이다.

9) 지각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4주 간 실시한 입문 수업을 ‘실험 수업’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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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언어 지각훈련의 교육적 기반

본 장에서는 제2언어 음운 습득 과정과 지각훈련 설계의 원리에 대해 이론

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제2언어 지각 훈련의 교육적 기반을 마련한다.

1. 제2언어 음운 습득의 과정

1.1. 음향 단서와 선택적 주의

하나의 말소리에는 말소리의 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음향적 속성이 존재한다.

조음과 관련된 음향적 속성들에는 성대 진동 시작 시간, 폐쇄지속시간, 기본

주파수, 모음의 길이 등이 있지만, 한국어의 평음·유기음·경음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ice Onset Time: VOT)’과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이다.

VOT는 막음이 개방된 시점부터 후행 모음을 위해 성대가 진동하기 시작하

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으로 기식성(aspiration)의 정도에 비례한다(신지영,

2000:194). 기식성이 클수록 개방 이후 후행하는 모음을 위해 성대가 진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VOT가 길어진다. VOT 구간은 일반

적으로 자음의 개방 부분(파형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모음의 제1, 제2 포먼트

가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그림에서 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서민경, 2002:10).

F0는 모음의 첫 번째 배음으로서 지각적으로는 음높이에 해당된다(신지영,

2000:172). 음높이는 성대의 진동이 1초에 몇 번 있는가를 통해 결정되며, 성대

의 크기와 길이, 질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 F0는 모음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가

장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음높이 값(그림

에서 화살표 부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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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VOT와 F0 측정 방법

그러나 이러한 말소리의 특성은 음향적 속성 자체가 아닌, 인간이 그 소리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조정된다. 하나의 말소리에 여러

음향적 속성들이 섞여 있을 때 청자는 모든 음향적 속성들을 판단하는 대신

가중치를 두고 있는 속성에만 주의를 기울여 말소리를 변별한다. 이러한 지각

적 특성을 ‘선택적 주의(cue weighting, perceptual weighting, selective

attention)’라고 한다.10) 예를 들어 한국어의 평음·유기음·경음의 음향적 특성을

결정하는 속성들은 <표 Ⅱ-1>와 같지만 실제 한국인들이 말소리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음향적 속성은 VOT와 F0(후속 모음의 높이)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

들은 VOT와 F0라는 음향적 속성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여 말소리를 변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를 변별하기 위해 선택적 주의를 받는 음향적 속

성을 일반 음향적 속성과 구별하여 ‘음향 단서(acoustic cue)’라는 용어로 사용

한다.

10) “For speech and other auditory categories the existence of multiple acoustic

dimensions does not imply their perceptual equivalence. Simply put, some acoustic

dimensions play a greater role in determining the perceptual identity of a sound than

do others. The fact that acoustic dimensions need not contribute equivalently to

category identity has been referred to as cue weighting.”(Holt & Lotto, 200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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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의 

길이

후속 모음의

 높이

후속 모음이

 길이

후속 모음의

 세기

후속 모음의 

상승

평음 중간 낮다 길다 약하다 완만

유기음 길다 높다 짧다 중간 중간

경음 짧다 높거나 중간 중간 강하다 급격

<표 Ⅱ-1> 평음·유기음·경음의 음향적 특성(하세가와, 2009:81)

이때 어떤 음향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모어’

이다. 학습 초기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모어를 변별하는 데 적절한 음향적 속성

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국어를 변별하는 속성에 주의를 주지 못한다. 윤은경

(2010)은 이러한 지각적 특징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영어와 일본어 모두 모

음 체계에 /o/, /u/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o-u/쌍을 변별

할 때 원순성을 변별자질로 가지고 있는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그 차이를 지각

할 수 있었던 반면, 원순성이 잉여 자질로 존재하는 영어권 화자들은 두 음운

의 음성적 차이를 지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소브스키

(Nosofsky, 1986)는 이러한 선택적 주의의 원리에 대해 가중치가 작은 음향적

차원은 축소되고 그 음향적 속성의 값은 더 작게 지각되는 반면, 선택적 주의

를 받는 음향적 차원은 확대되어 그 속성이 더 크게 지각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

이처럼 말소리의 특징은 음향적 속성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그 음향 단서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음향 단서에 어떻게 선택적 주

의를 기울이는지는 모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제2언어 음운 범주의 형성

인간은 말소리의 음향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소리를 구분할 뿐

아니라 그 소리를 범주적으로 지각한다. ‘범주적 지각(categorical perception)’

이란 물리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말소리를 범주로 구분하여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김효숙, 1997:17). 따라서 같은 범주로 지각된 소리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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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서로 다른 범주로 지각된 소리들 간에는 구분이 쉽다

는 것이 범주적 지각의 특징이다.11)

제2언어 말소리를 처음 들을 때 학습자들은 제2언어를 변별하는 음향 단서

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그 음성적 차이를 지각하지 못한다. 그리

고 음성적 차이가 지각되지 않은 말소리는 모어의 음운 체계를 기준으로 범주

화 된다. 베스트(Best, 1994)는 초급 성인 학습자들의 제2언어 말소리 지각 방

식을 ‘지각적 동화 모델(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PAM)’을 통해 설명하

였다. PAM에 따르면 초급 학습자의 경우 모어의 음운 체계가 여과장치 역할

을 하여 제2언어 변별에 필요한 음향 단서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제2언어 말소

리를 부정확하게 지각하고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그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일대일 범주 대응

(Two Categories: TC)

              

              

두 개의 외국어 음이 각각 두 개

의 모국어 범주로 동화되는 경우

이대일 범주 대응

(Single Categories: SC)

    

    

두 개의 외국어 음이 모두 하나

의 모국어 범주로 동화되는 경우

불완전 이대일 범주 대응

(Category-Goodness:CG)

    

    

두 개의 외국어 음이 모두 하나

의 모국어 범주로 동화되는데 동

화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경우

범주 비동화

(Nonassimilable: NA)

     

    

두 개의 외국어 음이 모두 모국

어와 불일치성이 커서 말소리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

<표 Ⅱ-2> PAM의 지각적 동화 유형(김소야, 2006:12)

11) 리스커와 아브람슨(Lisker & Abramson,1970; 김윤현·김정오a, 2005:224 재인용)은 말소리

의 범주적 지각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VOT가 –150ms 에서 +150ms까

지 10ms간격으로 다른 양순음 자극/ba/, /pa/들을 합성하여 영어권 화자들에게 들려주고

음운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VOT가 25ms보다 짧으면 /ba/로 지각하고 그보다

길어지면 /pa/로 지각하였다.



- 14 -

이처럼 새롭게 지각된 말소리는 기존 음운 범주에 동화되기도 하지만, 음성

적 차이가 지각되면 새로운 음운 범주가 형성되기도 한다. 플래그(Flege, 1995)

는 ‘음성 학습 모델(Speech Learning Model: SLM)’에서 모어가 제2언어에 일

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어와 제2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고 주장하였다. 제2언어가 모어 범주에 동화되어 하나의 음성 영역이 생기기

도 하지만(phonetic category assimilation) 모어와 제2언어가 대조를 유지하기

도 하는 것이다(phonetice category dissimilation).

그리고 이러한 음성 범주의 동화나 분리는 말소리의 유사성(similarity)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보았다(Flege, 1987). 플래그는 제2언어 말소리를 유사성 정도에

따라 동일한(identical) 음, 유사한(similar) 음, 새로운(new) 음으로 나누고 ‘새

로운’ 음으로 지각될수록 정확하게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즉, 두 말

소리 사이에 유사성이 높아 차이점이 인식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음운 범주가

형성되기 어렵지만 두 말소리 사이에 유사성이 낮으면 음성적 차이가 상대적

으로 잘 지각되어 새로운 음운 범주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성

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플래그 자신도 해결하

지 못한 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미(2007:29)는 ‘A는 B보다 유사성

이 낮으므로 B보다 습득하기 쉽다’와 같이, 말소리들 간의 유사성을 상대적으

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본 연구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 역시 이

러한 상대성을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2언어의 음운 습득을 ‘제2언어 음운 범주의 형성’으로 정의

한다. 제2언어 말소리를 최초로 지각하는 경우 모어와 유사성이 동일한 수준의

음운은 모어의 범주에 동화되며, 모어와 유사성이 낮은 음운은 음성적 차이점

이 상대적으로 쉽게 지각되어 새로운 음운 범주 형성이 용이하다. 반면 유사성

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여 음운 범주 형성에 이르지 못하는 음운은 비교적 가

까운 주변 음운 범주에 동화되고, 서로 다른 말소리가 하나의 범주로 지각되는

경우 변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2언어 음향 단서에 주의하여 음운들 간의 음

성적 차이점을 인식한다면, 동화된 범주로부터 제2언어 음운이 분리되어 새로

운 음운 범주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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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말소리 지각과 산출의 관계

제2언어 음운 습득 연구에서 지각이 산출보다 먼저 발달하는지, 산출이 지각

보다 먼저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를 통합할 만한 결정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이지만, 지각이 산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플래그(Flege, 1995)는 음성 학습 모델(Speech Learning Model: SLM) ‘가설

7’에서 지각이 산출보다 선행하며, 산출은 지각과 같은 양상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12) 즉, 말소리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정확한 산출을 위한 조건이며 부

정확한 지각은 부정확한 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은경(2010)의 연

구에서도 피험자들은 모어와 제2언어의 말소리 사이에 서로 다르다고 느낄만

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의 말소리를 모어 음소 목록에 있는 것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이라고 지각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그것이 산출

오류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국어와 차별화하여 제2언어 음소

목록을 구축할 수 있는 학습자는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러나 언어 교육 연구의 차원에서는 지각과 산출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가

의 문제보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언어 능력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그것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토다(戸田)는 『일본어 교육사전(2006:701)』에서 발음 오류의 원인에 대해

세 단계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음운 지식(音韻知識)’ 단계로서 제2언어와 모어

의 차이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 역시 구별하지 않는 경우

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일본어의 ‘ざ[za]’와 ‘じゃ[ʤa]’가 다른 소리를 지

닌 음운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둘을 같은 소리로 발음하거나

혼동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음운 지식 단계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언어 음운 체계와 모어와의 차이점, 오류가 발생하는 원

인 등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 단계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각(知覺)’ 단계의 오류이다. 제2언어의 음운적 대립에 대해서는 인지

하고 있으나 모어의 영향 등으로 인해 그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 역

12) H7 “The production of a sound eventually corresponds to the properties represented

in its category representation”(Flege, 19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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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인들이 영어의 /r/과 /l/이 다른 음운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같은 소리로 지각하는 사례, 또는 한국인들이

일본어의 ‘ざ[za]’와 ‘じゃ[ʤa]’가 다른 음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한국어에서는 /ㅅ/이 유성음화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ㅈ/으로 지각하여 이것이

산출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생성(生成)’ 단계의 오류이다. 학습자들이 대립적인 음운을 변별하여

지각할 수 있지만 조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발음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생성

단계의 오류는 조음 위치나 방법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조음 기술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산출 훈련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토다(戸田)가 정리한 발음 오류의 단계 중 ‘지각’ 단계에서 발생하

는 발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각훈련이 ‘생성’ 단계나 혹은

그 밖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발음 오류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이다. 다만 지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게 발음 능력

을 촉진시키는지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즉,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연구의 전제로 삼아,

지각훈련의 효과와 원리를 밝히도록 한다.

2. 제2언어 지각훈련 설계의 원리

2.1. 선택적 주의의 이동

2.1.1. 한국어와 일본어 말소리의 특징

한국어의 자음에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같고 기식성과 긴장성에서 차

이가 나는 세 종류의 자음이 존재한다. 평음(lax)은 막음이 개방된 직후에 성

문을 활짝 열거나 좁히지 않고 공기를 조금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소리로서 [-

기식성],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13) 유기음(aspirated)은 막음이 개방된

직후 성문을 활짝 열어 많은 공기를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소리로서 [+기식성],

13) 음운 자질에 대한 설명은 신지영, 차재은 『우리말 소리의 체계』, 2003, P. 10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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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 경음(fortis, tense sound)은 유기음과 반대로

막음이 개방된 직후에 성문을 좁혀 거의 공기를 내보내지 않고 발음하며 [-기

식성], [+긴장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14)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후음)

파열음

평음 ㅂ[b/p] ㄷ[d/t] ㄱ[g/k]

유기음 ㅍ[p͈ʰ] ㅌ[tʰ] ㅋ[kʰ]
경음 ㅃ[p͈] ͈ ㄸ[t͈] ㄲ[k͈]

마찰음
평음 ㅅ[s] ㅎ[h]

경음 ㅆ[s͈]

파찰음

평음 ㅈ[ʨ/ʥ]

유기음 ㅊ[ʨʰ]
경음 ㅉ[ʨ͈]

<표 Ⅱ-3> 한국어 자음의 말소리 체계(이호영, 1996:51 재구성)

한편 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음·유기음·경음을 변별하는 음향 단서는

VOT와 F0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화자 10명을 대상으로 평음·유기음·

경음의 VOT와 F0값을 직접 측정하여 비교하였다(<표 Ⅲ-2>참조).

<그림 Ⅱ-2> 한국어 모어화자(남성)의 평음 스펙트로그램

14) 조음 방법에 대한 설명은 배주채,『한국어의 발음』, 2004, P. 6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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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한국어 모어화자(남성)의 유기음 스펙트로그램

<그림 Ⅱ-4> 한국어 모어화자(남성)의 경음 스펙트로그램

그 결과 VOT의 길이는 ‘유기음>평음>경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음이 다른

두 음운에 비해 월등히 짧으며 유기음의 VOT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화자에 따라 평음과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 F0의 높이는 ‘유기음>경음>평음’

의 순서로 평음이 가장 낮고, 유기음과 경음이 비슷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며(이경희·정명숙, 1999:240; 司空煥,

2004:43; 長谷川由紀子, 2009:81) 정리하면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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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의 길이 F0의 높이

평음 중간 낮다

유기음 길다
높다

경음 짧다

<표 Ⅱ-4> 평음·유기음·경음의 음향 단서

한편 일본어 음운에는 유성음(voiced sound)과 무성음(voiceless sound)의

대립이 존재하며 한국어와 달리 기식성이나 긴장성이 음운의 변별 자질로써

기능하지 않는다.15) 유성음은 폐로부터 올라오는 기류가 후두를 통과하는 동

안 성문을 좁히고 성대를 빠른 속도로 진동시키면서 생성되는 소리이고, 무성

음은 이와 반대로 폐로부터 올라오는 기류가 후두를 통과할 때 성문을 활짝

열어 성대가 진동하지 않는 소리이다(이호영, 2006:31-32).

      조음위치   

      

조음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

개음
성문음

파열음
무성음 ぱ行[p] た,て,と[t] か行[k]

유성음 ば行[b] だ,で,ど[d] が行[g]

마찰음

무성음 ふ[ɸ] さ,す,せ,そ[s] し[ɕ,ʃ],ひ[ç]
は,へ,ほ

[h]

유성음 (어중) ざ,ず,ぜ,ぞ[z] (어중)じ[ʒi]

파찰음 무성음
(어두)ざ,ず,ぜ,ぞ[ʣ]

    ち[ʨ,ʧ] つ[ʦɯ]
(어두)じ[ʤi]

<표 Ⅱ-5> 일본어 자음의 말소리 체계(민광준, 2002 재구성)

유성음과 무성음을 변별하는 음향 단서는 VOT이다. 한국어의 평음·유기음·

경음은 모두 무성음이기 때문에 VOT가 양수 값으로 표시되는 것과 달리, 일

본어의 유성음은 개방 이전에 성대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수 값으로 나타

난다.

15) 일본어학에서는 무성음과 유성음을 각각 ‘청음(淸音)’과 ‘탁음(濁音)’이라는 용어로 사용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청음 ‘ハ([ha])’의 탁음으로 ‘バ([ba])’를 사용하며 ‘パ([pa])’는 청

음도 탁음도 아닌 ‘반탁음(半濁音)’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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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O

T

Lisker&Abra

mson(1964)

이경희·정명숙

(1999)

정윤자

(2010)

淸水

(2011)

평균 

(본 연구)

평음 30.0 48.1 70.77 64.67
53.39 

(84.0)

유기음 103.67 74.7 80.0 86.0
86.09

(115.5)

경음 12.33 9.9 16.63 22.0
15.22

(12.95)

Homma

(1980)

Shimizu

(1998)

이경희·정명숙

(1999)

司空煥

(2007)
평균

무성

파열음
25.0 46.33

(강세)32.8

(비강세)41.5
41.5 37.43

유성

파열음
-35.0 -64.67 -32.0 -43.89

<표 Ⅱ-6>한국어와 일본어 무성음의 평균 VOT 값

한편, 평음·유기음·경음 및 일본어 무성음의 기식성과 음높이를 결정하는

VOT와 F0 값을 비교하였다.16) VOT 값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

만, 평균 ‘유기음>평음>일본어의 무성음>경음’의 순서로 일본어 무성음의

VOT 값이 한국어의 경음보다 길고 평음보다는 짧거나 비슷하다.17) 이경희·정

명숙(1999)은 일본어 무성파열음의 VOT를 어두에서 강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강세를 받는 경우보다 강세를 받지

않는 경우 VOT가 더 길며 그 길이가 한국어의 평음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어 파열음의 F0 값 역시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무성음과

유성음 모두 평균 190Hz 이상으로 한국어의 유기음, 경음의 F0값과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두 위치에서 강세를 받는 경우보다 강세를 받지 않는

무성 파열음의 F0가 낮고 그 높이는 한국어의 평음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정명숙, 1999).

16) Homma(1980), Shimizu(1989), 森(2009)는 히라타 에미(2012:18-19)에서 재인용

17) 민광준(2002), 허용, 김선정(2006)에서는 일본어의 무성음이 평음과 유기음의 중간 길이

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연구일수

록 평음의 기식성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측정한 VOT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 21 -

F0

Shimizu

(1989)

이경희·정명숙

(1999)

森

(2009)

평균 

(본 연구)

평음 141.2 151.1 193.7
146.15

(163.45)

유기음 180.8 195.8 224.3
188.30

(212.4)

경음 175.1 181.0 211.9
178.05

(201.6)

淸水

(1999)

이경희·정명숙

(1999)

司空煥

(2007)

森

(2009)
평균

무성

파열음
248.5

(강세)201.1

(비강세)155.4
181.0 237.4 204.68

유성

파열음
213.8 150.33 216.9 193.68

<표 Ⅱ-7>한국어와 일본어 무성음의 평균 F0 값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어의 평음은 어두에서 강세를 받지 않는 일본

어 무성 파열음과 비슷한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유기음은 어두에서 강세를 받

는 무성 파열음과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으나 기식이 두 배 이상 길다. 경음

은 일본어의 유성 파열음이나 무성 파열음과 높이가 비슷하지만 기식이 무성

파열음에 비해서는 짧고 음수 값인 유성 파열음에 비해서는 길다.

2.1.2. 일본인의 평음·유기음·경음 지각과 선택적 주의의 이동

말소리의 특징은 음향적 속성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그 음향 단서를 지각하

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음향 단서에 어떻게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지는 모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같은 말소리를 들을 때에도 한국

인과 일본인은 서로 다른 음향 단서에 선택적 주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음·유기음·경음을 변별할 때 한국인들은 VOT와 F0를 모두 단서로 이용한

다. 김미담(2004)은 평음·유기음·경음의 VOT와 F0를 조작하여 들려주고 한국

인들이 음향 단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음을 지각할 때

는 VOT만을 지각적 단서로 이용하지만, 평음과 유기음을 지각할 때에는

VOT와 F0를 모두 단서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음은 F0가 높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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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평음·유기음·경음의

VOT-F0 분포(김미담, 2004:30)

VOT가 짧으면 평음으로 지각하고, 유기음

의 F0가 낮아도 VOT가 길면 유기음으로 지

각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어두 파열음의 3

항 대립을 지각할 때 VOT에 먼저 주의하고

VOT만으로 변별할 수 없을 경우 F0에 주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인들은 한국어의 평음·유기음·경

음을 지각할 때 VOT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문정·김정오(2008)는 실험을 통

해 한국인은 기식성과 긴장성을 음운론적 대

립으로 지각하지만 일본인은 이 자질들을 음

성적 속성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이 VOT

에 민감하여 다른 음향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김윤현

(2007)의 실험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김윤현(2007)은 일본인이 평음·유기음·경

음을 지각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음향 단서들 간의 가중치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한국인들은 F0가 100Hz 이하로 낮거나 340Hz 이상으로 높은 경우

VOT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F0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인들은 F0가 100Hz 이하이거나 340Hz 이상인 경

우에도 VOT에 주의를 주었는데, 이는 일본인들의 VOT에 대한 선택적 주의

의 가중치가 F0보다 높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모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음향 단서와 선택적 주의의 비중

이 다르기 때문에 제2언어의 음성적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말소

리를 하나의 모어 범주로 동화시키는 경우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다. 김지현

(2005:20)은 일본인들이 평음·유기음·경음을 각각 모어의 어떤 음운으로 범주

화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음과 유기음은 대부분 무성 파열음으로 범주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음운 오류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수진·조혜숙 외(2002:175)에서 일본인 학습자들의 오류를 음운

18) 경음은 무성 파열음으로 범주화시킨 경우가 더 많았으나 유성 파열음으로 지각하는 경

우도 33%~42%에 이르렀다. 야쓰타(Yasuta, 2002)는 이에 대해 경음의 경우 VOT가 짧

아 그 길이가 일본어의 유성파열음과 비슷하게 지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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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석한 결과, 평음은 오류는 대부분 유기음으로 지각한 것이었고, 유기음

의 오류는 평음으로 지각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말소리 지각 단계에서 음향 단

서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제2언어에 맞게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프란시

스·누스밤(Francis & Nusbaum, 2002)은 미국인들이 VOT에 따라 음운을 범주

화하여 평음과 유기음을 변별하지 못한다고 보고 음운 식별 과제로 지각 훈련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평음과 유기음 변별 능력이 33% 향상되어

F0의 음향 차원에 주의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옐리넨

외(Ylinen, S. and Uther, M. et al., 2010)에서는 핀란드인의 선택적 주의의 이

동 여부를 직접 측정하였다. 핀란드어 모어화자들은 모어의 영향으로 영어를

지각할 때 소리의 길이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훈련 이후 이

러한 경향이 감소했으며 두뇌 반응에서도 음향적 단서에 대한 가중치가 변화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유성음과 무성음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VOT 단서에 선택적 주의의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F0에 적절하게 주의

를 기울이지 못하고 평음·유기음·경음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

로 F0 단서에 보다 주의할 수 있도록 자극음을 설계하여 지각훈련에 활용함으

로써 VOT와 F0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한국어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훈련을 ‘학습자의 선택적 주의를 조정하여 정확한 제2

언어 음운 범주를 형성시킴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촉진시키는 교수 방법’으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지각훈련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2.2. 지각훈련의 방법

발음 교육에서 청취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김은애

(2005:624)는 문자와 음성을 결합하는 식의 발음 연습은 발음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자 학습 단계 이전에 청취를 통한 음성의 변별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들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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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음운 식별 훈련

발음 교육은 다른 언어 기능 학습에 비해 훈련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터스(peters, 1970)는 『윤리와 교육』(Ethics & Education)에서 ‘훈련’이란

제한된 특수 기술의 연마와 습관 형성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 인간 특성의 일

부의 변화에 관심을 두며, ‘조건화’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적인 작용이 요

구된다고 보았다.

지각훈련의 종류로는 둘 이상의 음운이 같은지 다른지 구별하는 음운 구별

훈련(Discrimination task)과 자극음에 해당하는 음운을 찾아내는 음운 식별

훈련(Identification task)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음운 구별 훈련은 세 개 이상의 자극음을 주고 자극음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가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AX 방식’은 두 번째 들려주는 소리가 처음 제시한

소리와 같은지 다른지 판별하는 방법이고, ‘ABX 방식’은 마지막에 들려주는

소리가 자극음이 A와 B중에서 어떤 소리인지 판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음운

구별만으로는 실제 음운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김수진, 조혜숙 외,

2002:170).

음운 식별 훈련은 청자들이 음운에 대한 적절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하는 과제로서 고정된 선택지 안에서 음운을 판별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김효숙(1997:18)은 음운의 구별과 확인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해 제시하면서 음

운의 구별은 음운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지각훈련이 음운 인식은 물론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Bradlow & Pisoni et al., 1997, 1999; 김지은,

2010). 그러나 훈련 종류에 따라 그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박성현·박형생

(2008)에 따르면 음운 인식 능력 향상은 음운 식별 훈련 집단에서 가장 컸고,

그 다음 음운 구별 훈련 집단과 구두 연습 과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운 식별 훈련은 평음의 정확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 범주 형성 여부도 훈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스트레인

지·디트먼(Strange & Dittmann, 1984)은 일본인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r/

과/l/ 구별에 대한 음운 구별 훈련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학습자들의 범주

내에서의 차이를 지각하는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음운 범주 형

성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김윤현·김정오(2005a)는 음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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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훈련을 통한 음운의 범주화를 조사하였는데 실험 결과 동일 범주 자극들은

더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였고, 상이 범주 자극들은 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음운 식별 훈련이 선택적 주의를 조정하여 한국어 폐쇄음의 3항 대립에 대한

범주 형성에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

2.2.2. 훈련 자극음의 영향

지각훈련에서 사용되는 자극음의 역시 훈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공음보다 실제 모어화자가 녹음한 자연음을 사용

할 때, 그리고 단일 화자보다는 다양한 화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훈련

효과가 더 높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Strange & Dittmann, 1984;

Logan & Lively & Pisoni,1991; Lively & Logan & Pisoni, 1993).

최근에는 녹음 화자에 따라 훈련의 결과가 달라지는 화자 효과(speaker

effect)가 부각되면서 화자의 음성 특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윤은경

(2010)에서는 한국어 모어화자 중 한 명이 발화한 모음에 대한 유사성의 점수

가 다른 화자들에 비해 일관적으로 떨어진 실험 결과를 지적하면서 화자별 특

징에 따른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지금까지의 지각훈련이 자극음을 그대로 들려주는 것 머물렀다면, 그보

다는 학습자들의 선택적 주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19)

한국어의 평음과 유기음은 VOT만으로는 옳게 변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F0에

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음과 유기음 간의 VOT 차이는 최소한으로

하거나 중첩되도록 하고, 평음과 유기음 내에서의 VOT에 대한 변동량

(variance)을 높여 학습자들이 VOT만으로 음운을 변별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김윤현(2007)은 VOT와 F0가 갈등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극음을

일본인들이 어떻게 변별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특정

화자가 녹음한 자극의 평음과 유기음의 변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그

것이 F0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라 VOT 길이만으로 충분히 변별할

19) 오아림과 김정오(2006)는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각훈련 실험에서 선택적 주

의를 F0로 이동시키기 위해 자극음의 세기를 조작하였다. 폐쇄음 자극의 세기를 줄이면

조음 위치와 관련된 F2 전이 정보가 현저히 소실되고, 폐쇄음 3중 대립 음소를 구분하

는데 필요한 F0 정보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자극음의 세기를 줄여 훈련한

결과가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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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런 경우 학습한 자극에 대해

서는 학습 효과가 높아도 VOT만으로 변별하기 힘든 다른 화자의 음성 자극

은 잘 변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지각훈련은 음향 단서, 훈련 방법, 그리고 훈련 자극음이 상호작용

하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지각훈련의 효과가 크고 음

운 범주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음운 식별 훈련을 사용한다. 또한 훈련에서 사용

할 자극음으로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녹음한 실제 음성 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모어화자들의 음성을 수집하여 매 훈련

시 다른 음성을 자극음으로 사용하며, 학습자들이 VOT보다 F0 단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극음 세트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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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운 습득 양상

본 장에서는 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음·유기음·경음 지각훈

련을 실시하고, 학습자들의 음운 습득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각 훈련의 효과

와 원리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한다.

1. 실험 방법

1.1. 지각훈련 설계

지각 훈련 설계는 훈련용 어휘 선정, 훈련 자극음 녹음 화자 선정 및 녹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훈련용 어휘는 실제 사용되는 어휘 또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양한 모

음을 결합시켜 학습자들이 여러 음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각 훈련 1차

(녹음 그룹[1])

지각 훈련 2차

(녹음 그룹[2])

지각 훈련 3차

(녹음 그룹[3])

ㄱ 가슴 구미 게시

ㅋ 칼이 키우다 콩이

ㄲ 꿀이 꼬치 꺼내요

ㅂ 비누 베개 보기

ㅍ 풀어요 표가 푸다

ㅃ 뽑아요 뼈가 뾰루지

ㄷ 대전 더러워요 대구

ㅌ 털이 태권도 투구

ㄸ 따가워요 뜨거워요 떠나요

ㅈ 자녀 재미 조사

ㅊ 치마 춤이 채소

ㅉ 쪽이 쩨쩨해요 찌다

<표 Ⅲ-1> 지각훈련용 어휘 및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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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각훈련 시 무의미한 음절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은 언어

사용의 실제성이나 교육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2음절 이상의 실제 어휘 및 표현을 사용하였고, 1음절의 경우는 조

사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예: ‘칼이’, ‘꿀이’, ‘표가’, ‘뼈가’ 등).

둘째, 훈련 자극음은 한국어 모어화자의 실제 음성을 수집한 후 훈련 목표에

맞도록 자극음 세트를 구성하였다. 우선 다양한 훈련 자극음을 수집하기 위해

성별, 연령, 출신 지역을 고려한 10명의 한국어 모어화자를 모집하여 음성을

녹음하고 그 음향 특징을 분석하였다. 녹음 방법은 평음·유기음·경음에 ‘ㅏ’를

결합시킨 음절을 ‘이것은______입니다.’라는 틀 문장에 넣어 두 번씩 발음하도

록 하였다(예: ‘이것은 가입니다.’, ‘이것은 카입니다.’ ‘이것은 까입니다.’). 그리

고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 v.2. 5. 16을 이용하여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발음

한 평음·유기음·경음의 VOT와 F0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기음의 VOT가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평음의 VOT가 길며 경

음의 VOT가 가장 짧아 평음이나 유기음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자에 따라 유기음과 평음의 VOT가 겹치는 경우들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자A] 평음의 VOT는 158ms로, [남자B] 유기음의 VOT 99ms보다 길다. 또

한 경상도 방언 사용 화자들의 VOT가 표준어 사용 화자들에 비해 짧은 편이

며 50대 화자들의 경우 평음의 VOT가 경음과 크게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짧

아([여자E] 35ms, [남자E] 32ms) 평음을 유성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들은 녹음 화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F0의 길이는 유기음>경음>평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나 화자에 따라 경

음을 더 높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었다([여자C], [남자A]). 또한 여성들의 F0가

남성들에 비해 100Hz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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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A

(서울-10대)

여자B

(서울-20대)

여자C

(서울-50대)

여자D

(부산-20대)

여자E

(부산-50대)
여자
평균

VOT
(ms)

평음 124 122 141 94 35 103

유기음 139 135 169 103 111 131

경음 22 42 84 14 12 35

F0 

(Hz)

평음 214.0 219.4 185.9 254.9 183.7 211.6

유기음 315.7 313.5 244.9 342.9 204.6 284.3

경음 292.4 290.3 263.4 339.1 191.0 275.3

남자A

(서울-10대)

남자B

(서울-20대)

남자C

(서울-50대)

남자D

(부산-20대)

남자E

(부산-50대)
남자
평균

VOT
(ms)

평음 158 64 104 59 32 65

유기음 173 99 126 97 78 100

경음 29 24 29 26 20 25

F0 

(Hz)

평음 214.3 95.9 112.6 129.1 123.6 115.3

유기음 290.4 118.7 150.1 155.0 138.2 140.5

경음 304.1 101.9 136.3 146.3 127.3 127.9

<표 Ⅲ-2> 한국어 모어화자의 음성 분석 결과

한편, 일본어 모어 화자들이 선택적 가중치를 두고 있는 VOT를 억제하고

F0로 선택적 주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VOT만으로 음운을 구별하기 어렵

도록 훈련 자극음 세트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음은 다른 두 음에 비해

VOT가 짧으므로 VOT로 구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평음과 유기음을 기

준으로 자극음 세트를 구성하였다. 평음과 유기음은 각 음운 안에서의 VOT

편차가 가능한 크도록 하여 VOT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는 동시에, 평음과 유

기음 사이에서는 VOT만으로 변별할 수 없도록 조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표와 같이 한국어 모어화자 10명 중에서 6명을 녹음 화자

로 선정하고 세 녹음 그룹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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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그룹 [1]

(지각 훈련 1차)

녹음 그룹 [2]

(지각 훈련 2차)

녹음 그룹 [3]

(지각 훈련 3차)

여자 A 남자 C 여자 B 남자 B 여자 D 남자 D

VOT(ms)

평음 124 104 122 64 94 59 

유기음 139 126 135 99 103 97 

경음 22 29 42 24 14 26 

F0(Hz)

평음 214.0 112.6 219.4 95.9 254.9 129.1 

유기음 315.7 150.1 313.5 118.7 342.9 155.0 

경음 292.4 136.3 290.3 101.9 339.1 146.3 

<표 Ⅲ-3> 훈련 자극음 녹음 그룹의 VOT와 F0 값

‘녹음 그룹 [2]’을 예로 들면, 경음은 VOT가 42ms와 24ms로 다른 두 음운

과 비교해 짧기 때문에 VOT로 구분하도록 한다. 평음과 유기음은 음운 내에

서의 [여자B]와 [남자B]의 VOT 편차가 가능한 크도록 하여(58ms, 36ms)

VOT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줄이고, 평음과 유기음 사이에는 VOT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하여(-23ms) 피험자들이 VOT만으로 두 음운을 구별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

녹음 그룹을 나눈 후에는 각 그룹에 주어진 지각훈련용 어휘를 OLYMPUS

Voice-Trek V-51에 직접 녹음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녹음한 파일은 Sound

Forge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 부분만을 편집한 후 훈련에 사용하였다.

자극음의 음향 특성은 <표 Ⅲ-3>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자극

음에 대한 음향 분석은 생략한다.

훈련 방법은 매주 다른 그룹이 녹음한 다른 자극음을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

여 두 번씩 들려주었다. 그리고 학습자가 해당하는 단어의 첫 소리에 표시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2차시부터 4차시까지 ‘의식화 단계’에서 매주 한

번씩 시행하였고 소요 시간은 10-15분이다.20)

20) 선행 연구들에서 지각 훈련 기간은 한 세트의 지각 훈련을 3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Strange & Dittmann(1984), Logan 외(1991), 윤은경(2007)은 3주에 걸쳐 지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김윤현·김정오(2005)는 20분씩 3일 동안, 김지은(2010)은 50분씩 5

일 동안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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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の単語を聞いて、単語の最初の音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다음의 단어를 듣고 단어의 첫 소리에 표시하시오.

音 ① ② ③

(例) 사 다 싸 사 자

(1) 가 까 카

(2) 피 비 삐

(3) 대 태 때

<그림 Ⅲ-1> 지각훈련 활동지 예시

1.2. 검증 테스트 설계

지각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 원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차례 검증 테스

트를 실시하였다. 지각훈련 실시 전 1차 검증 테스트와 실험 그룹에 대한 지각

훈련이 끝난 후 2차 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여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발음 정확성 테스트를 통해 지각훈련 결과 발음이 유의미하게 향

상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를 결과를 바탕으로 음운 범주

형성 양상을 시각화하여 피험자별로 음운 범주 형성 양상을 비교하였다. 또한

산출 결과와 음운 범주 형성 양상을 비교하여 음운 범주 형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음 정확성을 향상시키는지 분석하였다.

1.2.1. 발음 정확성 테스트

발음 정확성 테스트는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어휘를 두 번씩 읽도록 하여 녹

음하는 ‘산출 테스트’와, 산출 결과를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평가하는 ‘산출 평

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산출 테스트에서 피험자들의 음성은 지각훈련의 훈련 자극음과 같은 방법으

로 녹음, 편집하였으며, 1차 테스트는 평음·유기음·경음에 대한 수업이 끝난 직

후, 2차 테스트는 실험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되었다. 산출 테스트에 사

용된 어휘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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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 사용되는 어휘 또는 표현

② 조음 시 결합 모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일본어의 기본 모

음과 유사성이 높은 단모음과 결합된 어휘를 사용하였다.21) 그러나 ‘이’는

전설 모음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합 모음에서 제외하였으며 ‘아, 에, 애,

오, 으’ 다섯 개의 모음만을 사용하였다.

③ 음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휘(1차 테스트의 경우 받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첫 소리에 받침이 포함된 어휘를 제외하였다.)

④ 일본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래어나 한자어 제외

1차 2차

ㄱ 고구마 그만

ㅋ 크다 캐요

ㄲ 꼬마 까매요

ㅂ 바다 보세요

ㅍ 파도 파란

ㅃ 빠져요 빼요

ㄷ 드세요 다음

ㅌ 토하다 토지

ㄸ 따지다 따라서

ㅈ 제사 자네

ㅊ 초대 차비

ㅉ 짜요 쪼개요

<표 Ⅲ-4> 발음 정확성 테스트용 어휘 및 표현

한편, 산출 평가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화자는 총 8명으로 한국어 교육 경험

이 있거나 한국어 학습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그룹 4명, 한국어 교육에 대한

21) 권성미(2007)에서는 실험을 통해 일본어와 한국어 모음 간의 유사성 정도를 4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의 인식 및 산출 테스트에서 사용된 모음은 유사성 1, 2 등급에

해당하는 단모음이다. 그러나 이는 조음상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며, 결합 모음이 자음에

미치는 영향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데이터 분석 결과 결합 모음과 산출 오류 사이에 상

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각훈련이 산출 정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실험 설계상의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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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발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그룹 4명으로

구성하여 비모어 화자에 대한 친숙도를 고려하였다. 산출 평가는 학습자들이

산출한 단어를 듣고 첫 소리에 표시하도록 한 후, 평가자 8명의 정답을 8점 만

점으로 계산하여 처리하였다. 산출한 첫 소리가 선택지 안에 없을 경우 기타에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고 오답 처리하였다.

테스트 1

A B C 기타

(1) ㄱ ㅋ ㄲ

(2) ㄱ ㅋ ㄲ

(3) ㄱ ㅋ ㄲ

<그림 Ⅲ-2> 산출 평가 테스트지 예시

그러나 이러한 발음 정확성 테스트는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음성 실험실에

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습자들의 산출 결과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1.2.2. 음운 범주 형성 여부 테스트

음운 범주 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운들 간의 지각적

거리와 인식 오류의 유형별 빈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1)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

제2언어 음운 인식과 산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음운 인식 결과와 산출 결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통

계적 상관관계만으로는 음운 인식과 산출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며, 음

운 습득의 차원에서 음운들 간의 관계나 전체적인 지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각 능력이 산출 능력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살

펴보기 위해서는 음운 범주 형성 양상과 발음 정확성의 관계를 질적으로 분석

해야 하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음운 인식 테스트 이외에 음운 범주

형성 여부 테스트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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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운 범주 형성 여부를 ‘지각적 거리(perceptual distance)’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추상적인 개념인 음운 범주를 시각

화하기 위해 음운들 간의 지각적 거리가 멀수록 음운 범주가 상대적으로 잘

형성된 것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범주가 아직 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다. 한편, 평음·유기음·경음 세 음운들 간의 지각적 거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는 음운들을 2차원의 평면에 표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어와의 유사성과

유사성 인식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음운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수치화하였다.

모어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음운 습득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모

어를 기준으로 제2언어 말소리를 지각하기 때문이며, 세 음운들이 모어와 각각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함으로써 음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최초의 지각적 유사성과 지각훈련이 끝난 후 지각적 유사성의 변

화 정도를 비교하여 어떤 음운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인 지

각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각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음에 모음 ‘ㅏ’를 결합시킨 19개의

자극음(예: ‘가’, ‘나’, ‘다’, ‘라’ 등)을 지각훈련과 같은 방법으로 녹음하고 자극

음의 상태를 한국어 모어화자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테스트 방법은 자극음과

제시된 모어의 유사성의 정도를 1점에서 4점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직접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22) 평음·유기음·경음의 최초 지각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운 수

업을 시작하기 전 1차 테스트를 실시하고, 지각훈련이 모두 끝난 후 2차 테스

트를 실시하였다.

22) 선행 연구에서는 보통 5단계에서 9단계로 측정하였으나 파일럿 테스트 결과 유사성 정

도가 5단계 이상이면 척도 간의 차이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판단이 어려운 경

우 ‘보통(3점)’에 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세밀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

하고 4단계로 유사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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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

 (●)

유기음

(■)

경음

(★)

1차 3.5 2.25 3.25

2차 3 2 1.75

<그림 Ⅲ-4> 음운 범주 그래프 작

성 방법의 예

1.5

0.5
1 2 3 4

-0.5
지각 적유 사성

-1.5

音 日本語

1. 全く違う

전혀 다르다

2. 少し似てい

るがほぼ違う

조금 비슷하지

만 다르다

3. 少し違うが

ほぼ似ている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

4. 全く同じ

매우 비슷하다

(例) 에 え 1 2 3 4

(1) か 1 2 3 4

(2) か 1 2 3 4

(3) か 1 2 3 4

<그림 Ⅲ-3>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지 예시

次の音を聞いて日本語の音とどれほど似ているのか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다음 들려드리는 음을 듣고 일본어의 음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 표시하십시오.

다음으로 이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였다.

지각적 유사성 점수

작성 방법은 <그림 Ⅲ-4>과 같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지각적 유사성, 세로

축은 음운에 대한 지각적 유사성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우선 가로축에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의 1차 결과를 표시하고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 2차 결과와 지각

적 유사성의 변화량이(예: 평음–0.5, 유기음–0.25, 경음–1.5) 교차하는 곳에 각

각 음운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음운들 간의 거리가(그래프에서 실선) 음

운 범주 형성 정도와 비례한다고 보았다. <그림 Ⅲ-4>의 경우는 ‘평음-유기

음’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평음과 유기음의 범주는 경음의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형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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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운 인식 정확성 테스트

앞서 2.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운 범주와 음운 인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음운 인식 테스트는 음운 범주 형성 여부를 측정할 때 음운들 간의 지각

적 거리만으로 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 다른 판단 준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음운들 간의 지각적 거리가 가깝더라도 음운들 간의

인식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오류 유형별 1회 이하) 음운 범주가 형성된 것으

로 판단하고, 음운들 간의 거리가 멀더라도 오류가 많이 나타나면 음운 범주가

아직 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테스트 방법은 지각훈련 녹음에 참여했던 녹음 화자 중에서 두 명을 선정하

여 지각훈련과 같은 방법으로 녹음한 후, 다른 한국어 모어화자들에게 자극음

을 들려주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각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자

극음을 두 번씩 들려준 후 첫 소리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1차 음운 인식 테스

트는 평음·유기음·경음에 대한 수업이 끝난 직후, 2차 테스트는 4주 동안의 수

업이 끝난 후에 실시되었다.

1.3. 실험 절차

실험은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2011년 1월 16일부터 2월 12일까지 4주 동안

실시되었다. 일본 현지에서 실시한 이유는 첫째, 한국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거나 한국어를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입문 단계 학습자를 모집하는 것이

용이했고, 둘째, 수업 시간 이외에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실험

외적인 변수를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피험자는 총 18명을 선정하였다. 우선 20명을 모집한 후 인터뷰를 통해 한국

어 학습 경험이나 한국어 음운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으며, 한국어로 된

드라마나 가요를 접한 경험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한국어에 노출된 경험이 없

음을 확인한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연령, 성별, 재일 교포

여부, 제2언어 학습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각 9명씩 실험 그룹(A)과 대조 그룹

(B)으로 나누었다. 피험자들은 모두 간사이 지역 거주자로 간사이 방언을 사용

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한국어 발화에 동경식과 간사이식 방언의 영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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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의 사례를 근거로(하세가와, 2005:390) 방언

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험 결과 제2언어 학습 경험이나 재일 교

포 여부, 학습 동기 등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 다루지 않는다.

실험 그룹 성별 연령 출신지 대조 그룹 성별 연령 출신지

A1 여 20대 오사카 B1 남 20대 오사카

A2 여 30대 오사카 B2 남 20대 교토

A3 여 30대 오사카 B3 여 20대 나라

A4 여 20대 오사카 B4 여 20대 오사카

A5 여 20대 고베 B5 여 40대 오사카

A6 남 20대 고베 B6 남 30대 오사카

A7 여 20대 오사카 B7 여 20대 오사카

A8 여 30대 교토 B8 여 30대 오사카

A9 남 20대 교토 B9 여 30대 오사카

<표 Ⅲ-5> 피험자 정보

실험 수업은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 모두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자료로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180분씩(90분씩 주 2회 혹은 180분씩 주 1회) 그룹 또는

일 대 일로 진행하였다.

수업 단계는 ‘의식화(및 지각훈련) - 설명 - 음운 제시 – 산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의식화’ 단계에서는 한국어 말소리를 듣고 일본어와의 차이점이나

음운들 간의 차이점이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실험 그룹

은 이 단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각훈련을 실시하였다. ‘설명’ 단계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음운 제시’ 단계에서 문자와

소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 단계에서 조음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업 자료에 제시된 단어를 읽으며 발음을 연습 하였다.

수업 자료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1급 교재, NHK 교재를 참고하여 연

구자가 직접 제작하였으며 문자와 발음 외에도 기초 어휘, 문법, 회화 등의 내

용이 포함되었다. 수업 시간 외에 별도의 과제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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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차시
수업 내용 

[공통]
지각훈련

[실험 그룹]

테스트 

[공통]

1월 

둘째 주

(1/09~15)

미팅

수업 날짜 확정

수업 계획 소개, 연구 동의서 작성

한국어와 한글의 개요

1월 

셋째   주 

(1/16~22)

1차시
(180분)

1-1

문자와   발음

특수 자음 + 기본 모음 

    ㅇ + 아, 어, 오, 우, 으, 이, 애, 에

기본 자음 (1그룹) ㄴ, ㄹ, ㅁ, ㅅ, ㅎ

기본 자음 (2그룹) ㄱ, ㄷ, ㅂ, ㅈ

                  (유성음화)  

- 1차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

  (수업 시작 전)

1-2

문자와   발음

이중 모음 야, 여, 요, 유, 얘, 예

          와, 왜, 외, 워, 웨, 위, 의

유기음 ㅋ, ㅌ, ㅍ, ㅊ

경음   ㄲ, ㄸ, ㅃ, ㅉ, ㅆ

 

- 1차 음운 산출·  

  인식 테스트

  (수업 종료 후)

1월

 넷째 주 

(1/23~29)

2차시

(180분)

2-1

문자와   발음  받침

기능 자기 소개하기

회화 -은/는 –입니다. 

     -은/는 –입니까?

어휘 이, 그, 저, 무엇

1차 

지각훈련

 

2-2

기능 자기 소개하기

회화 –이/가 –입니까? -이/가 아닙니다.

     -ㅂ니다/습니다. –을/를 

어휘 기초 동사/ 기초 형용사

실험 수업 내용과 순서, 지각훈련 실시 시기, 검증 테스트 실시 시기는 아래

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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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   주 

(1/30~2/5)

3차시

(180분)

3-1

기능 가격, 시간, 날짜말하기

회화 2차시 내용 활용

어휘 숫자, 시간, 날짜

 2차 

지각훈련

3-2

기능 물건 사기(주문하기)   

회화 –도 있다. 없다

     -주세요, -하고, 

어휘 한국 음식, 맛, 물건

2월

 둘째 주 

(2/06~12)

4차시

4-1

기능 길 찾기

회화 -에 가다.

어휘 한국의 지명, 길 찾기 표현

3차

지각훈련

4-2

기능 희망 말하기

회화 -고 싶습니다.

어휘 자주 쓰이는 관용 표현들

- 2차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

- 2차 음운 산출·  

  인식 테스트

  (수업 종료 후)

<표 Ⅲ-6> 실험 수업 과정과 지각훈련 및 검증 테스트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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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훈련의 효과 및 음운 습득 양상

2.1. 발음 정확성 비교

피험자들의 평음·유기음·경음별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음 유기음 경음

산출 정확성

(8점 만점)

1차 4.72 (5.28) 5.22 (5.47) 1.92 (2.78)

2차 6.75 (4.42) 7.61 (6.39) 6.03 (3.61)

<표 Ⅲ-7> 발음 정확성 결과(괄호는 대조 그룹)

1차, 2차 산출 테스트 결과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 모두 ‘유기음>평음>경음’

의 순서로 정확성이 높게 나타났다.23) 또한 2차 결과에서 대조 그룹의 정확성

이 1점 내외로 향상되었거나 평음의 경우 정확성이 오히려 낮아진 것과 비교

해 실험 그룹은 모든 음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24) 특히 경음 정확성

의 향상이 두드러진다. 실험 그룹의 경음의 정확성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기 때

문에 음운 간 편차 역시 대조 그룹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모든 음운의 정확성

이 고르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23) 조음위치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그룹 ㄱ ㅋ ㄲ 평균 ㅂ ㅍ ㅃ 평균

1차 4.89 5.33 0.78 3.67 3.67 6.22 2.00 3.96 

2차 7.33 7.78 5.22 6.78 7.33 7.89 5.56 6.93 

실험 그룹 ㄷ ㅌ ㄸ 평균 ㅈ ㅊ ㅉ 평균

1차 5.33 3.67 1.78 3.59 5.00 5.67 3.11 4.59 

2차 5.89 7.33 6.67 6.63 6.44 7.44 6.67 6.85 

<표 Ⅲ-8> 실험 그룹의 조음위치별 발음 정확성 결과

24) 실험 그룹의 산출 정확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는지, 그리고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그룹의 1차 결과와 2차 결과, 그리고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의 2차 결과를 대응 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결과 모두

유의 확률 .000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5) 실험 그룹에서 조음 방법이나 조음 위치가 다른 음운으로의 발음 오류(예: /ㄱ/→/ㅍ/, /

ㄷ/→/ㅈ/, /ㅅ/, /ㅆ/)가 2차 테스트에서 대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훈련

이 전방성(anterior)과 같은 조음 위치 자질이나 지연 개방성(delayed release)와 같은 조

음 방법 자질에 대한 주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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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① 평음-유기음 ② 유기음-경음 ③ 평음-경음

1차

38 (34) 41 (41) 18 (22)

평음→유기음 유기음→평음 유기음→경음 경음→유기음 평음→경음 경음→평음

18 (24) 20 (10) 12 (12) 29 (29) 3 (4) 15 (18)

2차

13 (29) 19 (32) 5 (26)

평음→유기음 유기음→평음 유기음→경음 경음→유기음 평음→경음 경음→평음

10 (23) 3 (6) 2 (8) 17 (24) 4 (9) 1 (17)

<표 Ⅲ-9> 발음 오류의 유형별 빈도와 변화

발음 오류의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1차, 2차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 모

두 ‘유기음-경음> 평음-유기음> 평음-경음’을 혼동한 순서로 오류가 많았다.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경음의 오류를 살펴보면 경음을 유기음(예: [까]→[카])

으로 발음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나 지각훈련 이후 절

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 경음을 평음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눈에 띄게 감소

하였다(15회→1회).

특히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한 오류가 두 그룹에서 모두 증가한 것은 특징적

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발음이 용이한 평음보다는 발음이 어려운 경음에 대한

산출을 강조하여 발생한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그룹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과잉일반화의 오류가 거의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각훈련이 음운 전체 체계에 대한 균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과잉일반화 오류를 방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

각훈련은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특정한 음운만을 따로 연습하는 대신 변별이

필요한 음운의 체계를 제시하고 음운들의 관계 속에서 그 차이를 지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2005)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지각훈련의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

적 근거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음-격음’

변별만 실시한 조건과 3중 대립을 모두 학습하는 조건의 학습 효과를 비교한

결과 3중 대립을 모두 학습하는 조건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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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 유기음 경음

음운 범주화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개별 음운이 아닌 전체 지각 구조로부터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2외국어를 학습할

때의 지각 구조는 학습을 통해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지

각 구조이며, 따라서 모국어의 지각 구조에 부족한 지각적 차원을 단순히 추가

하는 학습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유기음 자체에 대한 정확성은 향상되었지만 평음을 유기음으로 발음하

거나 경음을 유기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다른 음운들과 유기음을 구별하는 것이 전체적인 발음 정확성 개선의 열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2.2. 음운 범주 형성 여부와 음운 습득 과정의 특징

실험 그룹의 피험자 별 범주 형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A1] [A2]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경음과 평음을

비슷한 범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지

각훈련 후 경음에 대한 지각이 크게

변화하여 평음과 경음의 지각적 거리

가 가장 멀어졌으며, 유기음과 경음의

지각적 거리도 멀어졌다.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경음을 두 음의

중간 음으로 지각하였다. 지각훈련 후

평음에 대한 지각이 많이 변화하였으

나 여전히 평음과 유기음의 거리가 가

장 멀고 경음과 유기음, 경음과 평음

의 지각적 거리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른 실험 그룹 피험자들과 비교

해 경음에 대한 범주 형성 정도가 약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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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4]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유기음과 경음을

같은 범주로 지각하였다. 지각훈련 후

유기음과 평음에 대한 지각이 각각 변

화하면서 유기음과 경음의 범주가 분

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음과 유기

음의 지각적 거리가 가장 가깝고 평음

과 유기음, 평음과 경음의 지각적 거

리는 같다.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유기음과 경음을

비슷한 범주로 지각하였다. 지각훈련

후 유기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면서,

평음과 경음의 지각적 거리가 가장 먼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유기음과 경음

의 지각적 거리가 유기음과 평음의 거

리보다 멀어졌다. 유기음에 대한 범주

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A5] [A6]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유기음과 경음을

비슷한 범주로 지각하였다. 지각훈련

후 유기음과 평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

하였으나 평음과 경음의 지각적 거리

가 가장 멀고 유기음과 경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에는 변화가 없다.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유기음과 경음을

비슷한 범주로 지각하였다. 지각훈련

후 유기음과 평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

하였으나 평음과 경음의 지각적 거리

가 가장 멀고 유기음과 경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에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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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A8]

1

0.5
1 2 3 4

-0.5

-1

최초 지각 당시에는 평음과 유기음을

같은 범주로 지각하였다. 지각훈련 후

모든 음운의 지각이 변화하면서 평음

과 유기음 범주가 분리되었다. 평음과

경음의 거리가 가장 멀고 평음과 유기

음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평음과 경음을

같은 범주로 지각하였다. 지각훈련 후

모든 음운의 지각이 변화하여 평음과

유기음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유기음

과 경음의 거리가 가장 멀다.

[A9]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 평음과 유기음을 같

은 범주로 지각하였다. 지각훈련 후

평음과 유기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

면서 경음의 범주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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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그룹의 피험자 별 범주 형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26)

[B1] [B3]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평음을 유기음과

경음의 중간 음으로 지각하였다. 3주

뒤 평음과 경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

면서 평음과 경음의 지각적 거리가 가

장 멀어졌으며 평음과 유기음의 거리

가 가장 가깝다.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에는 유기음을 평음과

경음의 중간 음으로 지각하였다. 3주

뒤 평음과 경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

였지만, 유기음과 경음의 거리는 여전

히 가장 가깝다.

[B4] [B5]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 유기음과 경음을 비

슷한 범주로 지각하였다. 3주 뒤 모든

음운의 지각이 변화하였으나 유기음과

경음의 거리는 여전히 가장 가깝다.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 유기음과 경음을 비

슷한 범주로 지각하였다. 3주 뒤 모든

음운의 지각이 변화하였으나 유기음과

경음의 거리는 여전히 가장 가깝다.

26) 피험자 [B2]는 1차 지각적 유사성 실험에 불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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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B7]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 평음과 유기음을 비

슷한 범주로 지각하였다. 3주 뒤 모든

음운의 지각이 변화하면서 평음과 유

기음의 지각적 거리가 가장 멀어지고

유기음과 경음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 평음과 경음을 같은

범주로 지각하였다. 3주 뒤 모든 음운

의 지각이 변화하면서 평음과 경음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기음과 경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졌다.

[B8] [B9]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 유기음을 평음과 경

음의 중간음으로 지각하였다. 3주 뒤

경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면서 유기

음과 경음의 거리가 가장 멀고 평음과

유기음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

까워졌다.

1.5

0.5
1 2 3 4

-0.5

-1.5

최초 지각 당시 평음과 유기음을 비슷

한 범주로 지각하였다. 3주 뒤 평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평음

과 경음의 지각적 거리가 가장 멀고 평

음과 유기음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실험 그룹과 대조 그룹 모두 최초 지각 당시에는 음운 간 지각적 거리에 일

정한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차 테스트에서는 두 그룹 모두 ‘평음-경음’

간 지각적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음과 경음은 지각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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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그룹 평음 유기음 경음

1차 3.35 2.46 2.26

2차 3.20 2.61 2.14

<표 Ⅲ-10> 실험 그룹의 지각적 유사성 평균(4점 만점)

영향과 상관없이 음운 범주가 비교적 쉽게,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

다. 모어와의 유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평음은 모어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

문에 모어의 음운 범주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음의 경우는 모어와의

유사성이 낮기 때문에(<표 Ⅲ-10>) 별도의 훈련 없이 일반적인 입력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모어와의 차이점을 지각하여 독립된 음운 범주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평음-경음’ 간 인식 및 산출 오류도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실험 그룹에서 ‘평음-유기음’ 간 지각적 거리가 가장 가깝게 나타난 것

에 비해([A1], [A4], [A7], [A8], [A9]), 대조 그룹에서는 ‘유기음-경음’ 간 거리

가 가장 가까운 사례가 많았다([B3], [B4], [B5], [B6], [B7]). 따라서 특별한 입

력이나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기음-경음’ 간의 범주 형성이 가장 어렵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험 그룹의 ‘평음-유기음’간 지각적 거리가 가까운

것 역시 두 음운 범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기음-경음’의 범주

가 분리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음

운 인식 오류의 유형과 음운들 간의 지각적 거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조 그룹은 지각적 거리가 가까운 음운들의 인식 오류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음운 범주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

험 그룹은 ‘평음-유기음’의 지각적 거리가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 그룹의 ‘평음-유기음’ 간 음운 범

주가 형성된 상태이거나 4단계 척도가 지각적 위치의 차이를 표시하기에 충분

히 세밀하지 않았지만 음운 범주는 형성된 것([A9])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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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적거리가가장

가까운음운
피험자

인식 오류의 유형별 빈도 수
음운 범주의

형성 여부
평음-유기음 유기음-경음 평음-경음

평음-유기음

A1 1

형성

A4 1

A7

A8 2

A9 1 1

평음-유기음,

유기음-경음의 거리

같음

A2 4

형성

중이거나

미형성
유기음-경음

B3 2 3

B4 1 3 1

B5 1 2 2

B6 5 4

B7 2 3 1

<표 Ⅲ-11> 음운 간 지각적 거리와 인식 오류의 유형별 빈도

한편, 평음·유기음·경음 대한 범주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피험자의 자료

를 대상으로 어떤 음운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비교한 결과 [A2]를 제외한 모

든 피험자들의 유기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대조 그룹

의 경우 음운들 간의 지각적 거리와 이동한 음운 사이에 규칙성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유기음에 대한 지각의 변화 여부가 한국어 3항 대립 음운 범주 형성

의 변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어와의 유사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사성이

중간인 유기음은 독립된 범주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미 형성된 주변 음운(주로

경음) 범주에 동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별한 훈련이 없을 경우 유기

음의 범주 동화는 지속되어 음운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각훈련 결과

학습자들이 범주 내 음운들의 음성적 차이를 지각하여 범주가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산출 결과와도 관계가 있다.27)

27) 발음 정확성 테스트 결과 유기음을 평음으로 발음한 오류와(20회→3회), 유기음을 경음

으로 발음한 오류가 크게 줄어(12회→2회) 유기음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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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타기리(2004)에 따르면 유기음의 VOT와 F0의 음성적 특징은 일본

어 무성음의 그것과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일본어의 무성음은 어두에 올 경

우 F0가 높으면 VOT가 짧아진다. 한국어의 경음은 F0가 높고 VOT가 짧으며

평음은 F0가 낮고 경음에 비해 VOT가 길어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의 특징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기음은 F0가 높으면서도 VOT가

평음보다 길어서 일본어와 정반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VOT와 F0의 관계가 일본어와 반대인 유기음에 대한 지각이 변화했다는 사실

은, 음향 단서에 대한 선택적 주의가 한국어에 맞게 조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지각훈련은 하나의 범주에 동화된 음운을 분리,

형성시킨다. 이때 모어와 제2언어의 지각적 유사성이 범주 형성에 영향을 미치

며,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평음·유기음·경음을 습득에서는 유기음의 범주 형

성 여부가 3항 대립 체계 습득에 열쇠가 된다. 즉, 모어와의 유사성이 높거나

낮은 평음과 경음의 범주는 지각훈련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형성되고, 유사성

이 중간인 유기음은 평음이나 경음의 범주에 동화된다. 그리고 특별한 입력이

나 훈련이 없을 경우 유기음의 범주 동화는 지속되어 음운 인식과 발음의 정

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각훈련 후 유기음의 음향 단서에 대한 지각이 한국

어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유기음과 다른 음운의 음성적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

어 유기음에 대한 독립된 범주가 형성되는 것이다.

2.3. 음운 범주와 발음 정확성의 관계

음운 범주 형성이 어떤 원리로 발음 정확성을 향상시키는지 보다 구체적으

로 알아보기 위하여 음운 범주 형성과 관련된 변수들과 발음 정확성과의 관계

를 비교하였다.

우선 모어와 제2언어의 지각적 유사성은 발음 정확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6]의 경음의 경우 지각적 유사성 점수는 1차와 2차에서

변동이 없지만 산출 정확성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3]의 경우 역시

유기음과 경음의 유사성 값이 같지만 발음 정확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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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음 (●) 유기음(■) 경음(★)

1차 3.5 2.25 2

2차 3 2 2

평음 (●) 유기음(■) 경음(★)

1차 4 7.25 0.25

2차 7 7.75 4.75

평음 (●) 유기음(■) 경음(★)

1차 2.25 2 1.75

2차 3.25 2 2

평음 (●) 유기음(■) 경음(★)

1차 5 6.25 2.25

2차 4 7.5 3.25

정확성은 음운 자체에 대한 지각보다는 주변 음운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A6] 지각적 유사성 점수 산출 정확성 점수

[B3] 지각적 유사성 점수 산출 정확성 점수

지각적 유사성의 변화량 역시 발음 정확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성 인식의 변화량은 음운 간의 절대적인 거리로서 그래프에서 삼각형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는데 [A4]와 [A7]은 삼각형의 크기가 다르지만 산출 정확

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주가 형성되면 범주 내에서 차

이를 지각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A4] [A7]

1

0.5
1 2 3 4

-0.5

-1

1

0.5
1 2 3 4

-0.5

-1

산출 정확성 점수 산출 정확성 점수

평음 (●) 유기음(■) 경음(★)

1차 6.75 4.25 2.75

2차 7 7 7.25

평음 (●) 유기음(■) 경음(★)

1차 6.25 5.5 0.25

2차 7.75 8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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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음운 범주 형성 여부가 발음 정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기음-경음’의 음운 범주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실험 그룹의 피험자

([A1], [A4], [A7], [A8], [A9])들의 발음 정확성 점수와, 아직 범주가 형성되지

않은 피험자([A3], [A5], [A6])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음운 범주가 형

성된 피험자들의 경음 발음 정확성은 평균 7점 이상인 것에 비해, 범주가 형성

되지 않은 피험자들의 경우는 4점 내외로 점수가 차이가 2배 이상 크게 나타

났다. 대부분 경음을 유기음으로 발음한 오류인데, 유기음이 경음의 범주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이러한 오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범 주 형 성  

     여부

정확성

유기음-경음의 범주 형성 유기음-경음의 범주 미형성

A1 A4 A7 A8 A9 A3 A5 A6

경음 7 7.25 7.75 7 7.75 3.75 3.5 4.75

<표 Ⅲ-12> 음운 범주 형성 여부와 발음 정확성 비교(실험 그룹)

이는 지각훈련을 통해 음운 범주가 형성되면서 피험자들이 자신이 발음한

말소리를 스스로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발음 교정 능력(Self-monitoring)을

습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가와라(小河原, 1998)는 이러한 발음 교

정 능력을 학습 전략의 하나로 보고 이것이 실제 발음 학습에 효과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각훈련은 의도적으로 발음 전략을 학습시키지

않지만 제2언어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능력이 습

득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음 교육 시 특히 변별하기 어려운 음운들의

경우, 충분한 지각훈련을 거친 후 산출 연습을 한다면 더 높은 교육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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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의 해석과 의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음·유기음·경음 습득 양상을 통해 나타난 지각훈

련의 효과와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각훈련은 평음·유기음·경음의 발음 정확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훈련은 발음이 어려운 음운에 대한 산출 강조로 발

생하는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들이 어려

워하는 특정한 음운만을 따로 연습하는 대신, 변별이 필요한 음운의 체계를 제

시하고 음운들의 관계 속에서 그 차이를 지각하도록 하는 지각훈련의 방식이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2언어 음운 습득이 모국어

의 지각 구조에 새로운 음운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새

로운 지각 구조로 재편성하는 과정임을 고려하였을 때, 음운 체계를 동시에 학

습할 수 있는 지각훈련의 방식이 습득의 측면에서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기음과 다른 음운 간의 산출 오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생성’ 단계에서의 발음 교육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각훈련은 학습자들의 선택적 주의를 조정하여 하나의 음운 범주에

동화되어 있던 말소리를 분리시켜 새로운 범주 형성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인 학습자들의 평음·유기음·경음 습득에서는 유기음의 범주 형성 여

부가 세 음운 체계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

서 음운 범주의 형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음운 간의 유사성이라는 플래그의

지각 모델의 타당성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즉, 모어와

유사성이 높은 평음은 모어의 범주에 동화되고 유사성이 낮은 경음은 상대적

으로 새로운 범주 형성이 용이한 반면, 유사성이 중간인 유기음은 범주를 형성

하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음운 범주에 동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자들이 제2언어 변별에 적절한 음향 단서에 주의한다면 음운들 간의 음성적

차이를 인식하여 새로운 범주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기음이 범주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대조분석적 해석이 일본어와

차이가 큰 경음을 오류의 원인으로 강조해왔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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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지각훈련 후 일본인 학습자의 음운 습득 양상

한편, 특별한 훈련이 없을 경우 ‘유기음-경음’ 간의 음운 범주 형성이 가장

어렵고 음운 인식과 발음 오류도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는 VOT의 중첩

으로 인해 평음과 유기음의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

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지각훈련에서 1음절의 무의미 단어가 아닌

2음절 이상의 실제 어휘를 훈련 자극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에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만 고저의 변화가 인정되는 단어 악센트가 있

는데, 여기에서 고저란 절대적인 음계가 아닌 단어 안에서의 음절 사이에 보이

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를 말한다(『한국어 교육 총서1』, 2001:124). 따라서

학습자들은 단어 내에서 상대적으로 음의 높이가 높은 유기음과 경음을 비슷

한 범주로 동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초분절음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실험 설계 단계에서 출신 지역을 변수에 포함시켰으나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각훈련 연구에서는 음향 단서뿐 아니라 초분

절음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28)

28) 실제로 지각훈련은 단어 내 억양 학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출 평가에서

피험자들의 발음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인식되는지 전체적인 인상을 5단계로 평가하

도록 한 결과 실험 그룹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음 유기음 경음

의사소통 명료도

(5점 만점)

1차 2.62 (3.02) 2.57 (3.07) 1.97 (2.47)

2차 3.65 (2.78) 3.88 (3.11) 3.57 (2.57)

<표 Ⅲ-13> 발음 명료도 결과



- 54 -

셋째, 지각훈련은 발음 교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촉진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훈련을 통해 정확한 음운 범주가 형성되면서

학습자가 발음을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지각적 기준이 생겨 스스로의 발음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각 능력

이 산출 능력으로 전이되는 원리는 발음 교정 능력의 향상에 있으며, 본 연구

의 결과는 이러한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 지각훈련이 발음 교정 능력

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외국어 입력이 부족한 해외 한국어 학습에서 특히 유용

할 것으로 보인다.29) 따라서 특히 변별이 어려운 음운에 대해서는 산출 연습

을 하기 전 충분한 지각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9)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자신의 발음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

하고 잘못된 발음을 반복하고 있었다.

 [초급-2] 나의 발음이 정확한지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학습이 어려웠다)

 [초급-3]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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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음의 정확성 한국어 음운을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2. 제2언어 음운 범주의 형성 한국어 음운을 듣고 비교적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3. 제2언어 음운에 대한 이해 한국어와 모어 간의 말소리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표 Ⅳ-1> 입문 단계 발음 교육의 목표

Ⅳ.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설계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2언어 말소리에 대한 지각과

음운 습득 과정을 고려한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한다.

1. 입문 단계 발음 교육의 목표

입문 단계는 제2언어를 최초로 접하는 시기로, 상위 단계 학습을 위한 기본

능력과 학습 동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인 학습자들은

특히 어휘나 문법 학습과 비교해 문자와 발음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문 단계에서의 학습이 중요하다. 따라서 입문 단계를 상위

학습의 준비 단계가 아닌 독립된 교육적 의미를 지닌 단계로 인식하고 체계적

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토

(伊藤, 2006:18)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입문 단계를 “초급에 도달하

는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로 정의하고, 초급

단계의 학습 내용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문자와 발음을 정착시키는 것이

입문 단계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제2언어

음운의 말소리와 문자 학습을 입문 단계 교육의 중심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입문 단계의 발음 교육에서는 음운에 대한 정확한 음가를 익히고 산출하는

것이 우선 강조되어야 한다. 음운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발음으로 인해



- 56 -

의사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상대방이 불편함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소통 명료성의 기본이 된다.30) 또한 억양이나 강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음가가 전제가 되므로, 발음의 정확성은 유창성을 목표로 하는 상위 단

계 발음 교육의 밑바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입문 단계 발음 교육은 상위 단계에서도 정확한 발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음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형성시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음운 범주가 형성되면 학습

자가 자신의 발음을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지각적 기준이 생겨 발음 교정 능력

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본격적인 산출 연습을 실시하기 전 말소

리를 정확하게 듣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각 학습 활동

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역시 발음 교육 시 지각훈련부

터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31)

한편 발음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학습자들의 모어가 동일한 경우 두 언어 간의 말소리 차이를 체계

를 이해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정확한 이해

없이 듣고 따라하는 연습보다 효율적인 발음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2. 학습자 모어를 고려한 음운 제시 방법

30) 몰리(Morey, 1991:500)는 발음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를 의사소통의 명료성

(Functional intelligibility), 의사소통 가능성(Functional communicability), 자신감 형성

(Increased self-confidence), 발음 교정 능력(Speech monitoring)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31) 지각훈련 후 실험 그룹 피험자를 대상으로 지각훈련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듣기

부터 시작하는 것이 음운 습득 상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예비 설문조사

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다.

[A5] 저는 (음운을) 듣기로 외우는 것이 더 편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에도 악보를 보고 음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외운 다음 악보를 보면 기

호가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기호를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저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 음운이) 소리의 높이만 다르게 

들렸지만 지금은 조금 더 들리게, 높이가 아니라 공기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입문-3] 듣기를 늘려 한국어 특유의 음의 변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급-1] 귀로 먼저 듣고 (소리를) 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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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제시 순서는 학습자들이 제2언어 음운 체계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자극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현지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2종을 분석하여 자음 제시 순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 교재들이 사전 순서를 사용하고 있었다(<표 Ⅳ-2>). 그러나 국어교

육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사전 순서 방식은 음운 체계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음 교육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32)

음운 제시

기준
음운 제시 방식 자음 제시 순서

종류

수

한국어

사전 순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ㄸㅃㅆㅉ 18

훈민정음 제자원리 ㄴㄷㅌㄸㄹ/ㅁㅂㅍㅃ/ㄱㅋㄲ/ㅇㅎ/ㅅㅆㅈㅊㅉ 1

평음·유기음·경음별 ㅍㅂㅃ/ㅌㄷㄸ/ㅋㄱㄲ/ㅊㅈㅉ/ㅅㅆ/ㅎ/ㅁㄴㅇㄹ 1

일본어

음절 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까따빠싸짜 4

일본어 음운 순서

ㅇㄱㅅㄷㄴㅎㅁㄹ/지,츠/안인운엔온/ㅂ/ㅈ/

갸규교/샤슈쇼/냐뉴뇨/햐휴효/뱌뷰뵤/

먀뮤묘/랴류료/ㅋㅌㅍ/ㄲㄸㅃㅉㅆ

4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

비음·유음/평음/

격음/농음

ㅁㄴㄹ/ㄱㄷㅂㅈㅅ/ㅋㅌㅍㅊㅎ/ㄲㄸㅃㅉㅆ

※ㄴㄹㅁㅅㅎ/ㄱㄷㅂㅈ/ㅋㅌㅍㅊ/ㄲㄸㅃㅉㅆ
4

<표 Ⅳ-2>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자음 제시 순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모어와의 유사성이 제2언어 음운 습득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모어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음운을 분류하고,

유사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습득이 용이한 음운들부터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초성에서는 음가를 갖지 않는 /ㅇ/을 ‘특수 자음’으로 분류하여 기본 모

음과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일본어와 말소리에 큰 차이가 없는 유음과 비음은

‘기본 자음(1그룹)’으로 분류한다. 일본어와 유사성이 높지만 기식성과 긴장성

에 따라 3항 대립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중에서 유성음화 되는 평음(/ㄱ/,

/ㄷ/, /ㅂ/, /ㅈ/)은 ‘기본 자음(2그룹)’으로 분류한다. /ㅅ/과 /ㅎ/은 같은 계열의

32) 또한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따른 음운 제시는 문자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며, 권성미

(2010)에 따르면 평음·유기음·경음을 동시에 교수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교수하는 것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절 문자인 학습자들의 모어를 반영하여 음절

제시 방식을 도입한 교재들도 있었으나, 음절은 그 수가 많고 빈도가 낮거나 실제로 쓰

이지 않는 음절도 많기 때문에(예: 퀴, 놰, 톼, 풔 등) 효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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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음이 존재하지 않고 어중에서 유성음화 되지 않으므로 규칙성을 고려하여

기본 자음(1그룹)에 포함시킨다. 평음과 함께 3중 체계를 이루고 있는 ‘유기음’

과 ‘경음’은 각각 독립된 그룹으로 분류한다. 특수 자음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음운 그룹부터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제시 순서 자음 분류 자음

1 특수 자음 ㅇ

2 기본 자음(1그룹) ㄴ, ㄹ, ㅅ, ㅁ, ㅎ

3 기본 자음(2그룹) ㄱ, ㄷ, ㅂ, ㅈ

4 유기음 ㅋ, ㅌ, ㅍ, ㅊ

5 경음 ㄲ, ㄸ, ㅃ, ㅉ, ㅆ

<표 Ⅳ-3> 한국어 자음 제시 순서

한편, 예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음운 설명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학습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어 말소리의 체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주요 오류들을 소개하여 정확한 발

음을 익히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일본어의 자음은 성대가 울리는 소리와 울리지 않는 소리 두 체계로 이루어

져 있으나, 한국어의 자음은 숨의 길이와 높이로 구별되는 3종류의 자음 체계

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그리고 각 음운의 음성적 특성을 모어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평음은 일본어의 강세를 받지 않는 청음(淸音)과 비슷한 소리이고,

유기음은 강세를 받는 청음과 비슷한 소리이지만 숨의 길이가 평음에 비해 길

다. 경음은 일본어의 어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소리로 숨의 길이가 짧고 음높

이가 높은 소리이다.

이때 한국어의 말소리를 일본어의 음성적 특성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는 있

지만, 직접 일본어의 음운이나 변이음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모어의 음운 범

주로 말소리를 동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한다. 특히 대부분의 교재에서

경음은 촉음 ‘っ’가 포함된 변이음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학습자의 발음 습관이

나 음운의 종류에 따라 기식이 동반되기도 한다.33) 그러나 산출 연습 시에는

33) 조음점이 가장 바깥에 위치한　ぱ행음(양순)의 경우에는 촉음의 뒤라 하더라도 날숨이

관찰되는 데 비해서 조음점이 치경인 た행음과 연구개인 か행음의 경우에는 기음이 거

의 관찰되지 않는다(민광준, 2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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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처음부터 조음 방법에 대한 설명만을 듣고 경음을 발음하기 어렵

기 때문에 ‘っ’를 발음하는 요령으로 시작하여 점차 본래 음가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한다.

한편 학습자들이 일으키는 주요 오류 유형에 대해 제시하여 발음할 때 주의

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 주로 평음과 유기음, 경음과 유기음, 경음과

평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숨의 길이와 음높이에 주의하여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일본인 학습자들은 유성음화 되는 평음을 어두의 평음과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여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성음화에 대해서도 설명

한다. 이때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의 /ㅅ/, /ㅎ/은 유성음화 되지 않으며 /ㅎ/대신

/ㅂ/이 유성음화 된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3. 발음 교육 방법 설계

3.1. 음운 습득 과정을 고려한 교수·학습 단계

발음 교육 단계는 일반적으로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진다. 박경자(1994)

는 말소리에 대한 지각을 강조하여 ① 청각적 구별 단계, ②인지와 이해의 단계,

③ 발음 단계를 설정하였고, 김지은(2010)은 김정숙(2000)의 ‘도입–제시·설명–

연습–사용–마무리’의 5단계를 변형하여 지각훈련을 위해 특화된 모델을 제시

하였다. 즉, ‘연습’ 단계를 지각 훈련 단계와 산출 훈련단계로 나누고, 지각

훈련 단계를 다시 ‘식별 과제–정답 확인 및 다시 듣기–토론–변별 과제- 정답

확인 및 다시 듣기–토론’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김지은(2010)을 제외한 대부

분의 모델이 지각훈련을 위한 명시적인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음운에

대한 지각은 ‘연습’ 단계에서 산출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다. 그리고 지각훈련을 위해 특화된 교수·학습 단계 역시 기존의 모델에 지

각훈련을 삽입한 것에 그치고 있어 단계들 간에 유기성이 적고 실제 교육 현

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말소리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반영하고, 단계들 간의 유기성을 높

이기 위하여 제2언어 음운 습득 과정을 교수·학습 단계에 적용하였다.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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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최초 말소리 지각에 대한 토론 내용34)

A1 격음에 [h] 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

A2
평음-유기음-경음으로 갈수록 음의 높이가 높아지고, 숨이 나오는 정도가 달라진다. 

경음은 평음에 っ가 들어있는 것처럼 들린다.

A3 소리가 점점 강해진다.

A4 평음은 가장 부드럽다. 격음은 소리가 길고 경음은 っ가 들어있는 것처럼 들린다.

A5 소리의 세기와 길이가 다르다.

A7 경음은 알파벳으로 쓰면 tt, kk, pp 처럼 들린다. 경음이 첫소리에 올 때 가장 듣기 어렵다.

A9
유기음은 かぁ　たぁ　ぱぁ　ちゃぁ와 같이 평음에 작은 모음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유기음보다 경음이 강하게 들리고 경음에는 っ가 들어있는 것처럼 들린다.

B2 유기음은 배에서 공기를 내는 것처럼 들리고 경음은 입에서 모은 공기만 내는 것처럼 들린다.

B7
경음은 콧소리가 섞인 것처럼 들린다. 유기음은 목에 힘을 주지 않고 공기를 많이 내보내는 

것처럼 들린다. 

<표 Ⅳ-4> 일본인 학습자의 평음·유기음·경음에 대한 최초 말소리 지각

<그림 Ⅳ-1> 음운 습득 과정을 고려한 발음 교수·학습 단계

말소리를 최초로 지각하는 단계부터 그것을 음운으로 범주화하고 음운 범주

형성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교수·학습 단계에 구현한 것이다. 여기에

말소리의 특징 및 조음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과, 수업 시간에 학습한 음

운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단계를 추가하여 발음 교육을 위한 5단계 교

수·학습 단계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의식화’ 단계는 학습자들이 제2언어 말소리를 음운으로 인식하기

전 모어와의 차이점과 제2언어 음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지각하는 단계이다.

제2언어 말소리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문자 중심으로 치우

칠 수 있는 수업에서 말소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실험 수업 당시 의식화

단계에서 평음·유기음·경음에 대한 학습자들의 최초 말소리 지각에 대해 토론

한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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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르게 들린다는 의견부터 구체적인 조음 방법을 예상한 의견까지 다

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주로 소리의 높이, 세기, 길이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었고, 경음에 대해서는 ‘っ[p, t, k, s, ɕ]’의 변이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제시 및 이해’ 단계는 음운을 제시하고 음운 체계, 음성적 특징, 오류의 유

형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여 발음 학습에 도움을 주는 단계이다. 학습

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2언어 음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특히 변별하기 어려운 음운의 경

우 말소리를 먼저 제시하여 소리와 문자를 연결시킴으로써 소리에 더욱 집중

하도록 한다. 소리와 문자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말소리를 따라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산출 연습은 하지 않는다.

‘음운 범주 형성’ 단계는 말소리의 특징을 이해한 후 음운을 변별할 수 있도

록 내재화하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산출 연습을 실시하기 전 지각훈련을 충분

히 실시하여 음운에 대한 범주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 산출 연습을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지각훈련은 음운의 고유 음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어

가 아닌 분절음 수준의 자극음을 사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정확성을 강조하여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격려가 필요하며, 모어와 유사성이

높거나 반대로 차이가 커서 변별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예: 받침 발음 /ㄹ/),

조음 방법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예: 받침 발음 /ㄱ/, /ㄷ/, /ㅂ/)

는 지각훈련 없이 곧바로 산출 연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산출 연습’ 단계는 조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발음의 오류를 교

정하는 단계이다. 조음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과 시각 자료들을 함께 이용

하며,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의미 있는 어휘를 통해 연습한다.

‘확인 및 교정’ 단계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음운들을 습득 정도를 확인하고

오류에 대해 교정하는 단계이다. 학습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다른 기능과의 연

계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실시하여 학습의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34) 실험 수업에서는 평음, 유기음, 경음 순서대로 들려주고 각각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소

리, 세 번째 소리로 토론하였으나, 편의상 평음, 유기음, 경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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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각을 강조한 발음 학습 활동

지각훈련은 평음·유기음·경음의 음운 제시가 끝난 후 ‘음운 범주 형성’ 단계

와, ‘의식화’ 단계, ‘확인 및 교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으로

설계한다.

3.2.1. 지각훈련을 직접 활용한 활동

‘의식화’ 단계와 ‘음운 범주 형성’ 단계에서는 지각훈련의 목적을 가장 효과

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각훈련을 수업에 직접 활용한다. 방법은 Ⅲ장에서

실시한 지각훈련과 동일하다. 학습자들이 제시된 소리를 듣고 자극음의 첫 소

리에 표시할 때마다 곧바로 정답을 알려주고 지각훈련이 끝나면 정답지를 나

누어주고 질문을 받는다. 다만 ‘의식화’ 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각훈련은 정확성

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습을 통해 수업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

도 있기 때문에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육적인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음·유기음·경음을 예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単語を聞いて、単語の最初の音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단어를 듣고 단어의 첫소리에 표시하시오

音 意味 ① ② ③

(8) 캉 강 깡

(9) 짜 사 싸

(10) 줌 춤 쭘

<그림 Ⅳ-2> 지각훈련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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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각훈련에 사용하는 단어는 입문 단계에 맞는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다.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소리

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활동지에 제시된 그림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해당하는 제2언어의 소리를 지각한 후 문자를

확인하는 순서로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어휘 학습은 문

자를 보고 의미를 이해한 후 소리를 지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미-소리 인

식-문자 결합’의 순서가 언어 습득 방식에 더 자연스럽고 소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발음을 익힐 수 있다. 그리고 훈련 자극 어휘에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음운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소리에 대한 의식화는 물론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음운 제시 순서를 반영하여

선정한 지각훈련용 자극 어휘는 <표 Ⅳ-5>와 같다.

지각훈련 1차 지각훈련 2차
지각훈련 3차

(최소대립쌍 빙고에 사용)

기본 모음 결합

기본모음 + ヤ行모음 

+ 받침 /ㄴ/, /ㅁ/, /ㅇ/, 

/ㄹ/ 결합

모음 전체 + 

받침 /ㄴ/, /ㅁ/, /ㅇ/, /ㄹ/, 

/ㄱ,/ /ㄷ/, /ㅂ/ 결합

ㄱ 게 강 귀

ㅋ 크다 콩 칼

ㄲ 꼬리 껌 꽃

ㅂ 베개 돈 돼지

ㅍ 포도 토요일 태권도

ㅃ 뿌리다 떨다 떡

ㄷ 다리미 방 밥

ㅌ 토끼 표 팥

ㄸ 떠나다 빵 뼈

ㅈ 지구 자전거 집

ㅊ 채소 춤 취하다

ㅉ 찌개 짜장면* 쪽

ㅅ 사고 섬 술

ㅆ 싸다 싸움 싹

<표 Ⅳ-5> 지각훈련용 어휘 및 표현



- 64 -

3.2.2 기능 통합적 지각 학습 활동

‘확인 및 교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지각훈련은 다양한 언어 기능들을 활용하

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초성 십자말 퍼즐

초성에 대한 수업이 모두 끝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활용한다. 평음·유기음·

경음이 포함된 단어를 교사가 들려주면 학습자들은 단어의 초성을 활동지에

쓰면서 듣기와 쓰기를 동시에 연습한다. 특히 어두와 어중에서 소리가 달라지

는 평음/ㄱ/, /ㄷ/, /ㅂ/, /ㅈ/의 유성음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유기음이나 경음은 유성음화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다(활동

지의 음영 부분). 활동이 끝난 후에는 정답지를 배부하고 오답에 대한 정확한

음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ㅍ1 ㅋ7

ㄷ ㅉ3 ㄱ ㄲ

ㄱ1 ㄷ2 ㄹ ㄷ ㅅ6 ㅌ ㄹ

ㅇ ㄹ

ㅇ2 ㅁ ㄴ ㅇ5 ㅂ ㅈ ㄸ9

ㅂ4 ㄱ ㅌ ㅍ ㄷ7 ㅊ8 ㄷ

ㅃ ㄹ ㅁ

ㅇ ㅈ10 ㅋ

ㅇ11 ㅆ ㅅ ㄱ ㅈ12

ㄸ ㅇ8 ㅂ ㅅ ㅇ

ㄱ9 ㄲ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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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정답 세로 정답

1번 기다리다 1번 포대기

2번 어머니 2번 다이어트

3번 찌개 3번 찌다

4번 바게트 4번 바빠요

5번 아버지 5번 아프리카

6번 사투리 6번 사라지다

7번 다치다 7번 코끼리

8번 여보세요 8번 치마

9번 가까이 9번 뛰다

10번 조카 10번 조개

11번 이쑤시개 11번 주세요

<그림 Ⅳ-3> 초성 십자말 퍼즐 활동지와 정답 예시

(2) 최소대립쌍 빙고

최소대립쌍 빙고는 헤크·라이언(Hecht & Ryan 1979)의 ‘Pronunciation

Bingo’ 활동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최소대립쌍 단어가 두 개씩 들어있는

(예: 잠/참, 밭/팥 등) 빙고 활동지의 제시 단어를 읽고, 교사가 들려주는 단어

에 표시하여 빙고를 완성하는 활동이다. 음운 식별 능력과 읽기 능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교사는 빙고가 완성될 수 있는 순서대로 12개의 단어를 제시하는데,

교사가 단어를 모두 읽기 전에 빙고가 완성되거나 다 읽은 후에도 빙고가 완

성되지 않은 경우는 제시음을 잘못 들은 경우이다. 아래 예시는 ‘지각훈련 3차’

단어들을 이용하여 4차시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적용’ 단계에서 복습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특히 학습자들의 오류가 많았던 ‘평음-유기음’,

‘유기음-경음’을 중심으로 음운 식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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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갈 촉 참 팥

펴 쪽 칼 잠 밭

차비 곷 BINGO 퇘지 돼지

자비 꽃 떡 귀 팝

대권도 태권도 퀴 턱 밥

<그림 Ⅳ-4> 최소대립쌍 빙고 활동지(교사용) 예시

이러한 학습 활동들은 교사 주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짝 활동 혹은 팀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학습자 주도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지각훈련뿐 아니라 산출 연습도 가능하므로 교실 상황에

따라 알맞게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학습 활동이 실제 수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자극음을

전달하기 위한 ‘지각훈련을 위한 발음 교육용 CD’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업 환경과 교사의 활용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모음이나 받침에 대해서도 지각훈련의 효

과가 검증된다면, 다양한 음성 자극 세트를 녹음하여 음성 데이터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들이 학습 활동을 제작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계한 내용들을 교수·학습 단계에 따라 정리하면 <표 Ⅳ-6>과

같다.35)

35) 수업 모형에서는 일본에서 쓰이는 한국어 교육 용어를 사용한다. 유기음은 ‘격음(激音)’,

경음은 ‘농음(濃音)’으로, 이중모음은 ‘ヤ[ya]行’과 ‘ワ[wa]行’로 사용하였다. ‘받침’의 경우

문자에 해당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문자와 소리를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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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학

습 

목

표

1) 한글의 특징과 한

국어의 자음·모음 체

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 한국어 자음의 체

계를 이해할 수 있다.

4) 평음/ㄱ/, /ㄷ/,  /

ㅂ/, /ㅈ/의 유성음화

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다.

2) 기본 모음 /ㅏ/,   

/ㅓ/,/ㅗ/,/ㅜ/,/ㅡ/,  

/ㅣ/,/ㅐ/,/ㅔ/을 구별

하여 듣고 발음할 수 

있다.

1) ヤ行 모음 (/ㅑ/,  

/ㅕ/, /ㅛ/, /ㅠ/,/ㅒ/, 

/ㅖ/)을 구별하여 듣

고 발음할 수 있다.

1) ワ行 모음 (/ㅘ/,   

/ㅙ/, /ㅚ/, /ㅞ/,/ㅝ/, 

/ㅟ/, /ㅢ/)을 구별하

여 듣고 발음할 수 있

다.

3) 기본 자음 /ㄴ/,   

/ㄹ/, /ㅁ/, /ㅎ/, /ㅅ/

을 구별하여 듣고 발

음할 수 있다

2) 평음·유기음·경음을 

구별하여 듣고 발음할 

수 있다.

2) 받침 /ㄴ/, /ㅁ/,   

/ㅇ/, /ㄹ/을 구별하여 

듣고 발음할 수 있다.

2) 받침/ㄱ/, /ㄷ/,   

/ㅂ/을 구별하여 듣고 

발음할 수 있다.

3) 평음·유기음·경음을 

구별해서 듣고 발음하

기 위한 전략을 익힐 

수 있다. 

음운 제시 방식 음운 제시 순서 종류 수

단모음/이중모음

<기본모음>       ㅏㅣㅜㅡㅔㅐㅗㅓ

<ヤ[ya]행 모음>  ㅑㅕㅛㅠㅒㅖ 

<ワ[wa]행 모음>  ㅘ ㅙ ㅚ ㅞ ㅝ ㅟ ㅢ

14

사전 순서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 나머지 이중모음 7

음절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나머지 이중모음 5

일본어 음운 순서 ㅏㅣㅜㅔㅗㅑㅠㅛㅘ + 나머지 모음 6

<표 Ⅳ-7>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모음 제시 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받침(パッチ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모음의 제

시순서는 일본어 모음 체계를 응용한 ‘단모음/이중모음’ 제시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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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단

계

60

분

의식화 의식화 의식화

평음·유기음·경음을 

듣고 음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기 

(5분)

지각훈련_1차

(5분)

지각훈련_2차

(5분)

제시 및 이해 (1) 제시 및 이해 제시 및 이해 (1) 제시 및 이해 (1)

한글의 특징과 

구조 (10분)

기본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소리와 문자 인식

(10분)

평음·유기음·경음의 

소리와 문자 인식 

(25분)

ヤ行 모음 

/ㅑ/, /ㅕ/, /ㅛ/,/ㅠ/, 

/ㅒ/, /ㅖ/

소리와 문자 인식

(10분)

ワ行 모음

/ㅘ/, /ㅙ/, /ㅚ/,/ㅞ/, 

/ㅝ/, /ㅟ/, /ㅢ/ 소리

와 문자 인식 (10분)

음운 범주 형성

산출 연습 (1)

음운 범주 형성

산출 연습
산출 연습 (1) 산출 연습 (1)

지각훈련

산출 연습 (10분)

지각훈련

산출 연습 (20분)

산출 연습 (10분) 산출 연습 (10분)

제시 및 이해 (2) 제시 및 이해 (2) 제시 및 이해 (2)

자음 /ㄴ/, /ㄹ/, /ㅁ/, 

/ㅎ/, /ㅅ/

소리와 문자 인식

(10분)

받침 /ㄴ/,/ㅁ/,/ㅇ/,  

/ㄹ/ 소리 인식

(15분)

받침 /ㄱ/, /ㄷ/, /ㅂ/ 

소리 인식

(15분)

산출 연습(2)
음운 범주 형성

산출 연습 (2)
산출 연습(2)

산출 연습 (10분)
지각훈련

산출 연습 (15분)

산출 연습 (10분)

확인 및 교정 확인 및 교정 확인 및 교정 확인 및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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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일본어 

어휘 받아쓰기

(10분)

십자말 퍼즐

(10분)

자신의 이름이나 일본 

지명 등을 한글로 써

보기 (5분)

지각훈련_3차(응용): 

최소대립쌍 빙고 (10

분)

학습 

자료
교재

교재, 지각훈련 활동

지 CD, 십자말 퍼즐 

활동지

교재, 지각훈련 활동

지, CD

교재, 지각훈련 활동

지, CD, 최소대립쌍 

빙고 활동지

<표 Ⅳ-6> 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과정

4. 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모형

4.1. 발음 교육 모형에 대한 평가

4.1.1. 조사 방법

본 절에서는 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한다.

우선 앞서 설계한 교육 목표, 음운 제시 순서 및 교육 내용, 학습 활동, 교수·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발음 교육 모형 초안을 제작하였다(<부록 3.>참조).

그리고 초안에 대한 교육적 실효성을 검증하고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본 현지 한국어 교사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① 일본 현지 발음 교육

의 현황, ② 발음 학습 활동 평가, ③ 발음 교육 모형(초안) 평가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발음 학습 활동은 예상되는 교육적 효과와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

성을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발음

교육 모형은 단계별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자유롭게 기

술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은 현재 일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일반 목적의 정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 3명, 비원어민 교사 5명이며 평균

교수 경력은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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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조사 결과

(1) 발음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

발음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입문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단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다.

우선 ‘지각훈련’의 예상되는 교육적 효과는 3.67점으로 평음·유기음·경음 변

별 연습으로 적절하며, 의미 있는 단어를 발음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높

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는 3.33점으로 편차가

컸다. 적절한 발음 교육 자료가 구비된다면 비원어민 교사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발음 교육에 시간을 분배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낮은 점수의 이유였다. 따라서 지각훈련이 어휘 학습은

물론 다른 언어 기능 학습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더 많이 개발되

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초성 십자말 퍼즐’의 예상되는 교육적 효과는 3점으로 입문 단계에서 음운

을 학습한 직후 적용하기에는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

히 학습자들의 수준과 어휘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는 4점으로 학

습 부담량을 줄일 수 있다면 실제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해당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로 활동지를 구성하거나 활동에서

제시될 단어를 미리 학습한 후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 또는 유성음화를 강조하

여 유성음화 되는 음절 부분만을 빈 칸으로 두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최소대립쌍 빙고’의 예상되는 교육적 효과는 4점으로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활동의 목적 자체가 다소 전문

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3.67점으로 역시 단어 선

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틀린 단어가 인상에 남아 오류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발음 교육 모형에 대한 평가

발음 교육 모형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학습량이 다소 많으며 발음의 정확

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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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다. 따라서 입문 단계에서는 발음의 정확성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스

스로 발음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초 능력으로서의 정확성에 보다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의식화 단계의 경우 소리의 차이를 인지시키는 도입으로

서는 의미가 있지만 길어질 경우 오히려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가볍게 제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의식화 단계는 5분을 넘지 않도록 한

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제시 및 이해 단계에서의 음운 설명 방법이다.

한국어의 말소리 체계를 일본어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의 혼

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의 말소

리를 곧바로 제시하고 각각의 음운들이 일본어의 말소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가볍게 설명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음운 범주 형성 단계에 대해서는 같은 차시에서 음운을 제시한 직후 말소리

를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지각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지각훈련은

음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하고, 이후에도 학습 수준에 맞

는 지각훈련이 지속되어 발음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의 실제

검증 조사 결과의 논의점을 반영하여 입문 단계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수업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상황은일본 현지 정규 기관에서 이루어지

는 일반 목적 수업을 상정하였다. 학습자는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 학습자이며,

교사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수업 시간

은 60분으로, 발음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배정하여 교사들이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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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발음 수업지도안

차    시 2/4차시

학습 목표

1) 한국어 자음의 3중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평음·격음·농음을 구별해서 듣고 발음할 수 있다.

3) 평음·격음·농음을 구별해서 듣고 발음하기 위한 전략을 익힐 수 있다.

4) 평음(/ㄱ/, /ㄷ/, /ㅂ/, /ㅈ/)의 유성음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재, 지각훈련 활동지, 지각훈련 CD,티슈, 십자말 퍼즐 활동지

수업 단계 교육 내용 및 방법 목적

의식화

단계

5분

◎ 평음, 유기음, 경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말소리들 간에 

차이가 느껴지는지, 일본어의 소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

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단순히 ‘다르다’ 보다는 어떻게 다르게 들리며 어떻게 발음하는 

소리로 들리는지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자   차   짜
 

◎ 최소대립쌍 단어들을 들려주면서 수업 시작 전 발음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자다  차다  짜다

달   탈   딸

불   풀   뿔

말소리의 중요

성을 환기시키

는 역할을 한

다.

◎ 한국어 자음의 3중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어는 か·が, た·だ, さ·ざ 등과 같이 소리가 두 체계로 이루

어져 있으나, 한국어의 자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은 숨의 길이와 높이로 구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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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및

이해

단계

25분

ㄱ
[k]

ㄷ
[t]

ㅂ
[p]

ㅈ
[ch]

개 드라마 버스 주스

누구 어디 두부 어제

ㅋ ㅌ ㅍ ㅊ
코 코트 커피 차 

ㄲ ㄸ ㅃ ㅉ ㅆ
깨 또 아빠 짜요 아저씨

◎ 평음, 유기음, 경음 순서대로 소리와 문자를 제시한다. 

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문자를 제시하여 말소리의 특성을 

이해한 후 소리와 문자와 연결시키도록 한다. 

※ 단어를 따라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산출 연습은 하지 않는다. 

※ 쓰는 순서와 표기할 때 주의할 점 설명

① 평음은 강세가 없는 일본어의 자음과 거의 비슷한 소리입니다.

평음은 기본적으로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이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올 때에는 성대가 울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한국인

들은 이를 같은 소리로 인식합니다. 일본어와 달리 /ㅅ/과 /ㅎ/은 

유성음으로 소리 나지 않습니다.

② 격음은 평음에 비해 숨소리가 길고 높은 소리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평음에 획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③ 농음은 평음이나 격음에 비해 숨이 거의 나오지 않는 높은     

 소리입니다. 기본자음(1그룹)의 /ㅅ/은 예외적으로 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경음은 평음을 두 번 겹쳐서 씁니다.

한국어의 말소

리를 일본어의 

음성적 특성과 

비교하여 설명

함으로써 발음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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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범주

형성

단계

5분

音 ① ② ③

(1) 가 카 까

(2) 바 빠 바

(3) 차 자 짜

◎ 말소리와 문자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지각훈련을 실시

한다. 단어 대신 평음·유기음·경음에 모음 /ㅏ/를 결합한 

음절을 들려주고 해당하는 음절을 고르도록 한다. 학생들

이 음절을 고르면 곧바로 정답을 알려준다. 

※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음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

하는 정도에서 진행한다.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해당하는 글자에 표시하세요.

산출 연습을 시

작하기 전 말소

리를 정확히 구

별하고 소리와 

문자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한다. 

산출

연습

단계

15분

◎ 말소리에 대해 어느 정도 변별할 수 있다고 확인되면 

산출 연습을 실시한다. 조음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교재에 

제시된 연습 단어를 반복해서 읽고 따라하도록 한다. 

※ 학생 수가 적을 경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사가 직접 발음을 

듣고 교정한다.

① 평음은 일본어를 발음할 때와 비슷한 요령으로 숨이 약하게 

나오도록 편안하게 발음합니다. 어두 평음의 경우 숨을 강하게  

내뱉어 격음처럼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예) [개]→[캐], [다시]→[타시], [배]→[패], [저]→[처] (X)

ㄱ ㄷ ㅂ ㅈ
語頭 語中 語頭 語中 語頭 語中 語頭 語中

개

기사 

거기

가게 

  

다시

다리 

오다

구두

배 

비  

부부

주부

저 

자기  

아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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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ㅌ ㅍ ㅊ
키

코코아

토마토

노트

피부

아프다

치마

고추

ㄲ ㄸ ㅃ ㅉ ㅆ
꼬마

바꾸다

따로

어때요

빠지다

바빠요

찌다

가짜

쓰다 

비싸요　

② 격음은 평음보다 숨을 강하게 내뱉으며 발음합니다.

③ 농음은 앞에 ‘っ’가 있다는 느낌으로 성대에 힘을 주고 숨이 나

오지 않도록 발음합니다. 평음보다 높게 발음합니다. 숨을 내뱉어 

격음처럼 발음하거나 평음으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예) [꼬마]→[코마/고마], [따로]→[타로/다로], [빠지다]  →[파

지다/바지다], [찌다]→[치다/지다], [쓰다]→[스다]  (X)

④ 자신의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티슈를 입 앞에 대고 

숨이 얼마나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해가며 연습해 봅시다.

확인 

및

교정

단계

10분

◎ 십자말 퍼즐: 교사가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단어의 첫 

소리를 순서에 따라 활동지에 받아쓴다. 듣기와 문자 쓰기

를 동시에 연습한다. 활동이 끝나면 정답을 확인하고 틀린 

음운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평음의 유성음화에 주의하도록 한다

말소리를 구별

해서 듣고 그것

을 문자로 쓸 

수 있는지 학생

들이 스스로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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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입문 단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의 정확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2언어 학습

자들이 특정한 음운에서 원어민 화자들과 발음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 음운

에 대한 인식 역시 원어민 화자들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같은

말소리를 다르게 지각하는 원인이 제2언어 학습자 모어에 있다는 사실에 착안

하여, 학습자들의 지각을 제2언어에 맞게 조정한다면 발음의 정확성 역시 향상

될 것이라는 가설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지각훈련은 음운 습득 과정 중 말소리의 지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음 오류

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산출을 강조하는 기존의 발음 교육 방법과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훈련을 ‘학습자의 선택적 주의를 조정하여 정확한 제2언어

음운 범주를 형성시킴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촉진시키는 교육 방법’으로 정의

하고 학습자가 지각하는 음향 단서와 음운 습득 과정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Ⅱ장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지각훈련 설계의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인간은 말소리의 특성을 결정하는 음향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

며, 음향 단서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모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제2

언어 음운 습득 시에는 특히 모어의 영향으로 말소리의 차이점을 지각하지 못

하고 서로 다른 말소리를 하나의 주변 음운 범주에 동화시켜 인식과 발음 오

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음운의 범주화는 말소리 간의 유사성에 의해 결정

된다. 기존의 음운 범주와 유사성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범주 형성에

이르지 못하는 음운은 주변 음운 범주에 동화되고, 이런 경우 서로 다른 말소

리가 하나의 범주로 지각되어 변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2언어의 음향 단서에

주의를 주어 음운들 간의 음성적 차이점을 지각하면 새로운 음운 범주가 형성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 습득을 음운 범주의 형성으로 정의하고, 일본인 학습자

들이 평음·유기음·경음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형성하여 발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각훈련을 설계하였다.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 모어의 무성음과 유성

음을 변별하는 음향 단서인 VOT에 민감하기 때문에 평음·유기음·경음을 변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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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필요한 VOT와 F0의 관계를 정확히 지각하지 못하고 주로 평음과 유기

음, 유기음과 경음을 같은 범주로 지각한다. 따라서 VOT와 F0의 관계를 동시에

지각할 수 있도록 훈련 자극음을 설계하였다.

Ⅲ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지각훈련의 효과와 원리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그룹에 대한 지각훈련 이외의 조건을 모두 동

일하게 주고 4주 간 일본 현지에서 입문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발음의 정

확성이 향상되었는지 검증 테스트를 통해 비교하고, 음운 범주 양상을 시각화

하여 음운 범주 형성 여부와 발음 정확성과의 상관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지각훈련의 원리를 밝혔다.

실험 결과 지각훈련을 실시한 그룹의 발음 정확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

며, 지각훈련이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방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훈련은 하나의 음운 범주에 동화된 음운들을 분리시키며, 새롭게 형성된

음운 범주로 산출된 음성을 판단하고 교정함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는 결과를 얻었다. 이때 모어와의 유사성이 중간 정도인 유기음의 범주 형성

여부가 평음·유기음·경음의 음운 체계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훈련이 VOT와 F0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한국어 변별에 맞게

조정하여 두 음운의 음성적 차이를 인식시킴으로써 유기음과 경음의 범주가

분리되는 것이다. 이는 대조 분석에서 모어와 차이가 큰 경음이 오류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Ⅳ장에서는 지각훈련의 교육적 시사점과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상황을 고

려하여 입문 단계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하였다. 우선 입문 단계 발음 교육의

목표와 음운 제시 기준을 밝히고, 학습자들의 제2언어 음운 습득 과정을 반영

하여 ‘의식화-제시 및 이해-음운 범주 형성-산출 연습-확인 및 교정’ 5단계의

교수·학습 단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각훈련의 원리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개발하여 단계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말소리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 되도록 하

였다.

본 연구는 발음 교육의 범위를 음운의 대조에서 음성에 대한 지각으로 확장

하였으며, 학습자의 모어를 고려하여 발음에 특화된 교육 방법과 수업 모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일본인 학습자들의 음운 습득

과정과 특징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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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면에서는 음운 습득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기간을 4주로 하였고,

지각 범주를 시각화하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을 고안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훈련이 모든 발음의 오류를 개선

할 수는 없지만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CD나 DVD 같은 적절한 교육 자료들이 구비된다면 원어민 교

사와 비원어민 교사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의의도 찾

을 수 있다.

다만 실험음성학적으로 완벽히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앞으로 실험음성학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연

구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더 나아가 모음이나 받침에 대해서도 지각훈련의 효

과가 검증되어야 하며, 억양이나 악센트 같은 초분절음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다면 지각훈련은 발음 교육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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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① ② ③

(1) 께 케 게(かに)

(2) 보도 포도(ぶどう) 뽀도

(3) 사고(事故) 싸고 자고

(4) 지구(地球) 치구 찌구

(5) 그다 크다(大きい) 끄다

(6) 더나다 떠나다(去る) 터나다

(7) 고리 코리 꼬리(おしっぽ)

(8) 다리미(アイロン) 타리미 따리미

(9) 찌 씨(種) 시

(10) 부리다 푸리다 뿌리다
(撒く・振り掛ける)

(11) 채소(野菜) 재소 째소

(12) 지개 치개 찌개(鍋)

(13) 베개(まくら) 페개 뻬개

(14) 도끼 토끼(ウサギ） 또끼

<부록 1. 지각훈련 1차 활동지>

[トレーニング　Ⅰ]  　　                           名前

単語を聞いて、単語の最初の音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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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意味 ① ② ③

(1) 께 케 게

(2) 보 포 뽀

(3) 사 싸 자

(4) 지 치 찌

(5) 그 크 끄

(6) 더 떠 터

(7) 고 코 꼬

[トレーニング Ⅰ]  　　                           名前

単語を聞いて、単語の最初の音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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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 타 따

(9) 찌 씨 시

(10) 부 푸 뿌

(11) 채 재 째

(12) 지 치 찌

(13) 베 페 뻬

(14) 도 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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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① ② ③

(1) 검 컴 껌(ガム)

(2) 방(部屋） 팡 빵

(3) 썸 섬(島） 험

(4) 자장면* 차장면
짜장면

(ジャジャンメン)

(5) 공 콩(豆) 꽁

(6) 돈(お金) 톤 똔

(7) 캉 강(川) 깡

(8) 덜다 털다 떨다(ふるえる)

(9) 짜음 사움 싸움(けんか)

(10) 표(チケット) 뵤 뾰

(11) 줌 춤(ダンス) 쭘

(12) 자전거(自転車) 차전거 짜전거

(13) 방 빵(パン) 팡

(14) 도요일 토요일(土曜日) 또요일

<부록 2. 지각훈련 2차 활동지>

[トレーニング Ⅱ] 　                                 名前

単語を聞いて、単語の最初の音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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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意味 ① ② ③

(1) 검 컴 껌

(2) 방 팡 빵

(3) 썸 섬 험

(4) 자 차 짜

(5) 공 콩 꽁

(6) 돈 톤 똔

[トレーニング Ⅱ]  　　                           名前

単語を聞いて、単語の最初の音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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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캉 강 깡

(8) 덜 털 떨

(9) 짜 사 싸

(10) 표 뵤 뾰

(11) 줌 춤 쭘

(12) 자 차 짜

(13) 방 빵 팡

(14) 도 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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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んにちは。本アンケート調査は、日本で韓国語の勉強を始める学生の発音教

育に関し、皆さんのご意見を収集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本アンケート調査は、

１）発音教育の現状に関する基礎調査、２）発音学習活動に対する評価、

３）発音授業モデルに対する評価、大きく３つに分かれています。

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と皆さんのご意見は、研究の目的のみに用います。本調

査に関するご質問やご意見は、以下の住所にお送りください。お忙しい中、調査に

協力していただき誠に感謝申し上げます。

ソウル大学韓国語教育専攻修士課程　柳・ハナ
(hana829@snu.ac.kr)

<부록 3. 발음 교육 모형(초안)에 대한 설문조사>

日本人韓国語学習者に向けた発音教育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Ⅰ.　基礎調査 ※　研究目的のみ使用します。（複数回答可)

1. 勤務先

① 中学校・高校　② 大学 ③ （地元の）ハングル講座 ④ その他 (　　 )

2. 韓国語指導経歴： ( )年 ( )ヶ月

3. 授業の目的

① 正規機関の一般教育コース ② 特殊な目的コース(例: ビジネス、留学など)

③ 趣味コース ④ その他 ( )

4. 平均授業回数及び時間: ( )分ずつ週 ( ) 回

5. 平均学生数: 約 ( )人

6. 授業で使用する教材 ( 　　　　　　 )

7. 韓国語の音韻教育（ハングル子音母音及び発音）にかかる時間: 計 ( )時間

8. 学生にとって発音しにくい子音と母音についてすべてご記入ください。

9. 主に使用する発音教育の方法についてご記入ください。

Ⅱ. 学習活動評価

次は、発音教育のために工夫した知覚訓練とその知覚訓練を応用した学習活動です。知覚

訓練とは、音を正確に認識でないことから発生する発音のミスを減らすための発音教育の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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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動紙> (예시 생략)

予想する教育的効果 ( )点/5点 理由:

授業での活用可能性 ( )点/5点 理由:

その他

<活動紙> (예시 생략)

予想する教育的効果 ( )点/5点 理由:

授業での活用可能性 ( )点/5点 理由:

その他

で、本調査では、平音・激音・濃音だけを対象としています。それぞれの活動で予想する教

育的効果と実際の授業に活用される可能性を５点満点で評価し、その理由についてもお答えく

ださい。

[1] 知覚訓練

▷ 目的：音の違いを正確に聞き分け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ら発生する発音のミスを減らすため

の活動

▷ 方法：学生に（録音した）単語を聞かせ、単語の最初の音にチェックしてもらう。学生が

音にチェックした後、すぐに正解を教える。すべての活動が終われば単語と意味が書かれた

答案を配る。 

▷ 実施時期：平音・激音・濃音について説明した後
▷ 所要時間：計１４問題、10分

[2] 初声クロスワードパズル

▷ 目的：音を正確に聞き、書きながら音と文字をつなぐ活動。特に、語頭と語中で音が変

わる平音/ㄱ/, /ㄷ/, /ㅂ/, /ㅈ/　の有声音化に関する理解を図る。

▷ 方法：この活動は、平音・激音・濃音が含まれた単語を学生に聞かせ、学生はその

子音の初声を活動紙に書き取る。活動が終わった後、すべての単語と意味が書かれた

答案を配り、必要な場合語彙学習につなげるようにする。 

▷ 実施時期：基本母音とすべての子音に関する学習が終わった後

▷ 所要時間：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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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発音に関する授業指導案

時期 2/4回目

学習

目標

1) 韓国語子音の３重構造を理解する。

2) 平音・激音・濃音を聞き分け、発音する。

3) 平音・激音・濃音を聞き分け、発音するための方法を学習する。 

4) 平音 (/ㄱ/, /ㄷ/, /ㅂ/, /ㅈ/)の有声音化について理解する。

学習

資料
教材、知覚訓練の活動紙、知覚訓練CD、クロスワードパズル活動紙

授業

段階
教育の内容及び方法 目的

<活動紙> (예시 생략)

予想する教育的効果 ( )点/5点 理由:

授業での活用可能性 ( )点/5点 理由:

その他

[3] 最小対立組ビンゴ

▷ 目的：音を正確に聞き分ける能力と読み取り能力を向上させる活動。活動方法によって

発音の正確性を練習する上でも活用できる。 

▷ 方法：最初に発音される音だけ異なる単語が２つずつ入っている活動紙の単語を読

み、教師が聞かせる単語にチェックし、ビンゴを完成させる活動である。教師は、ビンゴ

が揃う順番通りに１２単語を提示するが、教師が単語をすべて読む前にビンゴが揃った

り、読み終わった後にもビンゴが終わらない場合は、提示音を聞き間違えた場合である。

状況によって２人組活動かグループ活動で発音の練習をする上でも活用できる。

▷ 実施時期：すべての子音と母音に関する授業が終わった後

▷ 所要時間：15分

Ⅲ. 授業指導案評価

次は、平音・激音・濃音の発音に関する授業指導案です。以下の指導案の授業段階、

授業の内容、説明の方法に対する評価や意見（問題点、よい点、実効性など）について

自由にご記入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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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識

化

段階

５分

◎ 平音・激音・濃音の音を聞かせ、単語の差がわかるのか、日本

語の音とはどのような違いがあるのかを自由に話してもらう。

※ 単に「違う」というよりは、どのように違うのか、どのような発音に聞こえる

かなどを具体的に話し合うように誘導する。

가 카 까

다 타 따

바 파 빠

자 차 짜

◎ 最初の音だけ異なる単語を聞かせ、音の小さい違いによっても意味

が変わるということを教えることで、授業を始める前に発音の重要性を認

識させる。   

자다 차다 짜다

달 탈 딸

불 풀 뿔

学生が韓国語

の音を日本語

の音韻の範囲

内で認識する

のを防ぎ、韓

国語の音の違

いに集中させ

る。また、音

の重要性を認

識させる役割を

果たす。

意見

理解

段階

２０分

声帯が振動しない
声帯が

振動する

か が

까 카 가

◎　韓国語子音の３重構造について説明する。

① 日本語は、声帯が振動しない清音と声帯が振動する濁音からなる。

一方、韓国語は、子音が３重構造となっており、必ず声帯が振動するわけでは

ありません。

② 日本語の「か」と類似した音が韓国語には２つあります。日本語で同じ音でも

韓国人は違う音に認識するため、これを区分することに注意する必要がありま

す。

③ 日本語には、「까」にあたる音は単語の最初には出ません。そこで、違う音と

間違いやすいため、注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 

日本語と韓国

語の音韻体系

及び音がいか

に違うのかを明

示的に説明す

ることで発音学

習に役立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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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k]

ㄷ
[t]

ㅂ
[p]

ㅈ
[ch]

가 거 기 개 게 다 더 디 대 데 바 버 비 배 베 자 저 지 재 제

고 구 그 도 두 드 보 부 브 조 주 즈

ㅋ ㅌ ㅍ ㅊ
카 커 키 캐 케 타 터 티 태 테 파 퍼 피 패 페 차 처 치 채 체

코 쿠 크 토 투 트 포 푸 프 초 추 츠

ㄲ ㄸ ㅃ ㅉ ㅆ
까 꺼 끼 께 깨 따 떠 띠 때 떼 빠 뻐 삐 빼 뻬 짜 쩌 찌 째 제 싸 써 씨 쎄 쌔

꼬 꾸 끄 또 뚜 뜨 뽀 뿌 쁘 쪼 쭈 쯔 쏘 쑤 쓰

◎ 全体の説明が終われば、平音・激音・濃音の順に音と文字を提
示する。音の特性を理解し、音と文字をつなぐことに集中する。

※音を真似することはできるが、本格的な発音練習はしない。

① 平音は、アクセントのない日本語の子音とほぼ類似した音です。

※書く順と表記する時の注意すべき点を説明

② 激音は、平音に比べて息が長くて強く発する高い音です。平音に画を

追加して書きます。

③ 濃音は、平音や激音に比べて息がほぼ出ない高い音です。硬音は平

音を２つ並べて書きます。また、基本子音（１グループ）の「ㅅ」は、

例外的に硬音を持っています。

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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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韻

認識

段階

５分
音 ① ② ③

(1) 가 카 까

(2) 바 빠 바

(3) 차 자 짜

◎音と文字に関して理解したら、知覚訓練を実施する。音韻が持って

いる固有の音の正確性に集中するため、単語の代わりに子音に母音

「ㅏ」を結合した音を聞かせ、該当する音を選ぶようにする。学生が

音を選んだ後、すぐに正解を教える。 

音を聞いて該当する文字にチェックしなさい。

発音練習を始

める前に、音

を正確に聞き

分けて音と文

字に馴染むよう

にする。

意見

発音

練習

段階

１０分

ㄱ ㄷ ㅂ ㅈ
語頭 語中 語頭 語中 語頭 語中 語頭 語中

그래서
기사 
개

거기 
누구 
그리고 

드라마
다시
도로 

오다
어디
구두

배 
비 

버스 

부부
바보
두부

저 
자기 
주소 

아주 
어제 
자주 

◎ 音についてある程度区分できることが確認できれば、発音練習を実

施する。調音方法について説明し、教材に提示した練習用単語を繰り

返し読み、発音するように指導する。   

① 平音は、日本語発音と似たような方法で、息が少し出るように弱く発音します。

平音は声帯が振動しない音ですが, 単語の間に位置する時には声帯が振動するよう

に聞こえます。しかし、韓国人はこれを同じ音で認識するため、注意が必要です。

② 激音は、平音より息を強く吐き出して発音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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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ㅌ ㅍ ㅊ
코

코코아

토마토

노트

커피

아프다

치마

고추

ㄲ ㄸ ㅃ ㅉ ㅆ
꼬마

자꾸
바꾸다

또

따로
어때요

오빠

아빠
바빠요

찌다

찌개
가짜

쓰다 

아저씨
비싸요　

③ 濃音は、声帯に力を入れて息がまったく出ないように発音します.一方、

激音と濃音は語中でも有声音化しません。

④ 自分の発音が正しいか否かを確認するため、ティッシュを口の前につけ

て息がどのぐらい出るかを目で確認しながら練習しましょう。

意見

確認

及び

矯正

段階

１０分

◎クロスワードパズル：教師が提示する単語を聞き、単語の最初の音を

順番に沿って活動紙に書き取る。聞き取りと書き取りを同時に練習する。活

動が終われば、正解と語彙の意味が書かれた答案を配り、質疑応答す

る。 (예시 생략)

音 を 聞 き 分

け、それを文

字で書けるか

どうかを学生が

自ら確認できる

ようにする。

意見

※ その他、日本で実施されている韓国語発音教育に関し、ご提案やご意見がござ

いましたら、自由にご記入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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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Perceptual Training

in Korean Phoneme Education

- The Acquisition of Lax, Aspirated, and Tense Sounds by

Introductory Level Japanese Learners -

Ryu, Han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ign a reliabl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can be used in Korean education, which will improve the

accuracy of pronunciation by Japanese learners at the introductory level of

Korean.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honemes by second language learners and native speakers and the errors

result in pronunciation due this difference. Also, this research takes notice

that the perception system of learners is influenced by their own native

language and thus results in a different perception of phonemes of the

second language than that of a native speaker. If the perception system of

the learner is modified to match the second language, the accuracy of the

pronunciation produced by the learner increases.

As one method of perceptual training, through the appropriate movement

from a second language speech perception stage to the learner’s selective

attention, an accurate second language perceptual category is formed and

induces accurate pronunciation.

In Chapter 2, the background of perceptual training is introduc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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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the significance of second language speech perception in the

education of pronunciation and the basis for the principles of perceptual

training are discussed.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n production and its

cause, and second language phoneme perception acquisition process was

examined. The movement of selective attention principle concerning

distinctive acoustic cue is investigated. In the case of Japanese learners,

voiceless and voiced sounds can be distinguished, but as a suitable

perception system for Korean, errors arise because Korean distinguishes

between lax, aspirated, and tense sounds. By analyzing the use of acoustic

cue in the distinction between lax, aspirated, and tense sounds by Japanese

learners and the handling of the perceptual process, the foundation for a

perceptual training method for Japanese learners is laid.

In Chapter 3, an experiment on perceptual training is conducted an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whether or not the principles are in fact realized

the effectiveness of perceptual training was demonstrated. In the

experiment, with the exception of perceptual training, all memb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given the same conditions and participated in a

four week introductory level class. Through the phoneme production test, it

was verified whether or not accurate production was promoted by the

experimental group. Also, in order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production accuracy and perceptual category, perceptual distance was

expressed as the degree in which a perceptual category was developed.

After measuring the perceptual similarity in the perceptual similarity test,

the result is expressed visually using graphs.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was the production accuracy of the

experimental group did experience a meaningful increase. It was found that

perceptual training especially allows for the learning of a balanced phoneme

system and prevents an overgeneralization that forms from an emphasis on

practicing the production of particular phonemes. Also, the result of

perceptual training perceptual category is formed and the result sugg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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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VOT and F0 was restructured.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accuracy

and the perceptual distance of second language phonemes, and gives the

speaker the ability to judge and correct his own pronunciation.

In Chapter 4,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 of perceptual training

revealed in Chapter 3 and the aspects of acquisition by Japanese learners

were reflected upon and a model for Korean phoneme classes was

designed. Reflecting upon learners’ second language phoneme acquisition

process, the class is composed of the speech perception, phonological

awareness, and acquisition, application stages. Also, when using perceptual

training directly or developing activities that use the principles of

perceptual training, by matching the activity to one of the stages and

speech became the focus in the phoneme learning.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n the scope of pronunciation

education, the layer of voice and perception was expanded. In terms of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nalyze the process of phoneme acquisition, a

four-week medium term research was conducted. Academic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is research in that in order to measure perceptual category, a

data analysis method was designed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attempted.

A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a perfectly controlled environment is

difficult to achieve and thus may have had an impact on results. I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there did appear to be an impact due to

suprasegmental phonemes.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 teaching method that considers both segments and

suprasegmental phonemes.

* Key words: pronunciation education, perceptual training, second language

phoneme acquisition, introductory level Japanese learners, lax, aspirated,

tense sounds, acoustic cue, selective attention, perceptual category

* Student number: 2010-2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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