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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

음 변동 교육의 중요성을 고찰하여, 자음 변동의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자음 변동 규칙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운체계, 음절구조, 음운 변동 유형 간에 차이점이

많아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고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발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음절구조에 있어서는 러시아어 음절 유형은 한국어 음절 유

형보다 훨씬 다양하여 한국어의 경우처럼 음절구조제약이 많지 않다는 점

을 꼽을 수 있다. 자음 변동에 있어 두 언어 간 자음 변동의 큰 차이점은

러시아어의 자음 변동은 유·무성 대립, 연·경자음 대립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음 방법이 같은 자음 간에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은 두 자음 간에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점이다. 이렇게 자

음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 다양하고 복잡한 음운 변동 규칙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음성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을

활용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구안하였으며 논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제2외국어에서의 발음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살펴보고, 한국어

발음교육의 내용과 방법, 발음교육에 있어 음운 변동 교육의 의의와 목표

를 고찰하였다. 그 다음 모어의 간섭으로 인해 나타나는 발음 오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 자음 체계, 음절구조, 자음 변동 유형

을 구조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

서 사용하는 교재에서 자음 변동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 적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음성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 2명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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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권 고급학습자 20명의 발화를 녹음하고 비교하였다. 각 음운 변동이 포

함된 30개의 단어를 짧은 문장에 넣어 30개의 문장을 비음화, 유음화, 경음

화 순으로 나열해서 설문지를 구성한 후, 600개의 녹음자료를 프라트

(Praat) 음성 프로그램으로 분석 후 사후 면담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음 변

동 발음 오류에 대한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

류율이 가장 높은 자음 변동은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용언 어

간말 비음 ‘ㄴ’, ‘ㅁ’ 뒤의 경음화, 유음화, ‘ㅅ’, ‘ㅊ’, ‘ㄷ’ 뒤의 경음화, ‘ㄷ’의

비음화, ‘ㄱ’의 비음화, ‘ㅂ’뒤의 경음화, ‘’의 비음화, ‘ㅂ’의 비음화, 마지막으

로 ‘ㄱ’뒤의 경음화 순으로 나타났다. 자음 변동이 일어난 단어 및 단어와

형태소의 결합형태(체언+조사, 용언 어간+어미)의 평균 오류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의존명사에 나타나는 자음 변동 적용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체언과 조사, 용언과 어미 간에

나타나는 자음 변동, 단어에 일어나는 자음 변동 순으로 오류율이 나타났

다. 오류 원인은 음성적 접근에 따른 오류와 음운적 원인에 따른 오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실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효

과적인 자음 변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중·고급별로

자음 변동에 대한 교육 과정의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적합한 자음 변동

교육의 내용을 기술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음 변동 교육은

5단계의 교정교육 방법(‘DDEPP': Demonstrate errors; Demonstrate

correct forms; Explain; Practice exercises; Perform activities)을 기반으로

’오류 진단 - 오류 제시 및 교정 - 규칙 설명 - 규칙 연습 및 수행‘으로

단계화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과 함께 자음 변동 교육 내용

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 주요어: 한국어 교육, 발음 교육, 자음 변동 교육, 비음화, 유음화, 경음

화, 오류 분석, 러시아어권 학습자

* 학 번: 201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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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유창

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듣고 이해하려는 욕구가 높다. 그런데 말하기는

학습자가 생산해야 하는 기능이고, 듣기는 학습자가 상대방의 말을 입력하

여 내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이므로 듣기에 비해 말하기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목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아무리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문법을 적

절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듣는 사람이 이해

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음이라면 한국어 능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발음 교육

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대부

분의 연구들은 한국어와 특정 외국어 음운의 대조 분석,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만 다루는 연구가 중심이었다. 특히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교수·학습이 정확하고 유

창한 한국어 발음의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음운 변동 교육의 중요성, 발음 학습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배주채(2003)에

서는 한국어에서 형태소마다 정해진 발음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다른 발

음으로 바뀌는 일이 많다고 하였고, 장향실(2008)에서 한국어는 음운과 음

운이 만나 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음운 변동 현상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모아쓰기와 형태주의 표기를 취함으로써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가 커 학습

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김은애(2002)가 실시한 학

습자 의식 조사에서도 음운 변동 규칙이 어려워 숙지하기 힘들다고 답한

학습자가 전체의 22%로, 1위의 억양(25%)에 이어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음운 변동 규칙은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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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어 교재에서도 음운 변동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조금씩 부

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면 많은 교재들에서

음운 변동 내용의 소략함, 체계성의 부족, 음운 변동 규칙 배열의 부적절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많은 통합 교재들이 모음과 자음의 발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초급 교재의 앞부분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음운 변

동에 대한 내용은 <발음> 혹은 <발음 연습>이라는 항목을 통해 단어의

발음 표시만 보여줄 뿐 음운 변동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

다. 또한 기존의 많은 교재에서는 음운 변동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주로 어휘 내부 또는 어휘와 어휘 사이의 범위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도 문

제이다. 한국어와 같이 형태소와 형태소가 활발하게 결합하는 교착어의 경

우 일정한 조건에서 형태소끼리의 결합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많이 일어나

는데, 어휘뿐만 아니라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

동이 많다. 따라서 음운 변동 교육 내용을 확장하여 발음 교육 전체를 활

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규칙에 대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 오류 유형 그리고 원인을

밝히고 그 규칙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음운 변동 교육을 광범위하게 다룬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각

음운 변동을 하위분류로 나누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

어, ‘비음화’를 하나의 규칙으로 보지 않고 ‘ㅂ’의 비음화, ‘ㄷ’의 비음화, ‘ㄱ’

의 비음화, ‘ㄹ’의 비음화로 분류하여 각 하위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음

운 변동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정리

하였다.

첫째, 음성 산출 실험을 통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 발음

오류의 양상을 분석한다.

둘째,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 발음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밝

힌다.

셋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음 변동 교육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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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 방안을 구축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먼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 교

육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타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운 변동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가장 최근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최정순(2012)의 연

구 결과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까지의 ‘한국어 발음 교

육’을 주제로 하는 논문만을 선별한 뒤 목록을 작성하여 연도별, 유형별,

언어권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발음 교육 관련 연구는 2001년도까지 매년

10편 이하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2002년 이후에 논문 수가 증가하여 10

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수는 290편이 되었다. 언어권별 연구 동향으로서는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135편, 일본어권 34편, 영어권 16

편, 기타 언어권 44편 순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기타 언어권에 포함

되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수는 11편1)으로 상당히

적은 연구 성과를 차지하고 있다.

최정순(2012)에서 제시된 한국어 발음 연구의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아

래 <표 1>과 같다.

1)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을 말함.

1. 발음 교육 현황: 연구사, 사용 양상 및 현황, 오류 분석

2. 발음 교육 내용: 교육 요소 및 범위

3. 발음 교육 방법: 교육 방안 및 교수법

4. 발음 교육 자료: 교재 분석, 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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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제별 연구 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발음 교육의 요소 및 범위를 다루

고 있는 ‘내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발음 교육의 연

구사, 사용 양상 및 현황, 오류 분석 등을 다룬 ‘현황’에 대한 연구, 교육

방안 및 교수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연구, 교재 분석 및 개발 등의 ‘자료’

관련 연구, 피드백 및 발음 진단에 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음 교육에 관한 논문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숙(2004)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모음 체계, 운소, 음절구조,

음운현상, 억양 체계 등을 대조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 러시아어 화

자가 한국어 발음 습득 시에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및 러시아어의 음운체계를 상당히 큰 범위 안에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두 언어의 단순한 비교·대조를 통한 학

습자들의 오류의 예측의 중요성만 제시되었을 뿐, 실제 교육 상황을 이해

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연구이다.

김빅토리아(2004)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모음 체계를 비교·대

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실태를 확인하고 자음·모음 발음 교육, 음운규칙 교육 등의 발음 교

육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오류 분석을 위해 현지인 교사 5

명, 한국인 교사 5명, 학습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내

용이 매우 주관적2)이라서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실태를 파악하기에 연구

2) 김빅토리아(2004)에서는 러시아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을 분석하기 위해 교
사용, 학습자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설정하였다.
<교사용>
1. 한국어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발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러시아어권별로 잘 못하는 발음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3. 현재 발음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습자용>
1.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발음이 어려웠습니까?
2. 듣기 어려운 발음은 어떤 발음입니까?

5. 발음 교육 평가: 피드백, 시험(도구) 개발

<표 1> 한국어 발음 연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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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음·모음 발음 교육, 음운

규칙 교육에 대한 발음 지도 방법을 제시할 때 앞에서 논의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모졸 타티야나(2006)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모음 체계만 조음

음성학적 입장에서 대조·분석하였고, 음성 실험을 실시하여 그것을 바탕으

로 학습자들의 빈도 높은 발음 오류 유형들을 확인하여 한국어 모음과 자

음의 교육 모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성 실험 분석을 위해서 12명의 피실

험자의 녹음한 음성을 모음의 포먼트와 자음의 VOT값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음성 실험 자료는 한국어의 8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그리고 평음,

경음, 격음을 읽기용 문장(carrier sentence)3) 속에 넣어 녹음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유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

음 교육 지도 방법에 있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음의 포먼트나 자음의

VOT값을 측정하여 스스로 ‘자가 진단표’4)를 작성하는 일이 번거로워 보여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음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학습

자가 자기 자신의 발음 교정을 위해 음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다소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퍼브 꼰스딴친(2007)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만 비교﹡
분석하여 러시아어 화자가 한국어 자음 발음 습득 시 겪는 어려움을 살피

고 그 원인으로 모어의 간섭 현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어 자음 교

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방안 내용에는 다시 한국어와

3. 발음 연습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 효과적인 발음 연습 방법을 아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5. 한국어 선생님들의 발음 교육 방법은 만족합니까?
3) 모음과 자음을 ‘이제 _ 라고 말한다’라는 문장 속에 넣은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 “카”라고 말한다’.

4) 모졸 타티야나(2006)에서 학습자는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원어민들
의 발음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고 하면서 ‘자가 진단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학습자는 음성학적 지식 (포먼
트의 개념, 값 측정 방법 등)을 추가로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이러
한 발음 진단 방법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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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의 자음 간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만 살펴보고 구체적인 발음 지도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다.

이영숙(2008)에서는 두 언어의 자음 체계와 자음 음운규칙을 비교·대조하

여 한국어 자음의 학습 난이도 단계를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프레이트 난

이도 가설을 적용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 자음 간의 대응관계를 대조하며

한국어 자음 학습 난이도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음 제시 순서를

설정하는 것이 발음 교육에 효과적이므로 본 연구에 참고할 수 있다.

백소영(2009)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

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두 언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현상을 비교·대조하고 음운 현상의 사용빈도와 난이도에

따른 순서5)와 방법을 정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발음 방법, 발음 연

습을 제시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어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국어 교재 내용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말뭉

치의 빈도와 교육 연습 내용이 다른 교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

이 보이지 않는다.

김이고르(2016)에서는 음운 현상의 오류 난이도 순서를 체계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고, 한국어 발음 오류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러

시아어권 학습자들의 발음에 나타나는 오류들의 난이도 순서를 제시하였

다. 발음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모어의 간섭현상, 과잉 일반화와

학습의 부족이라는 이론적인 논의에 그쳤다.

2.2. 타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타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선행 연구들로서는 ‘음운 현상 교육’, ‘음운 규칙 교

육’, ‘음운 변동 규칙 교육’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들을 다수 살펴볼 수 있다.

김길동(2008)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운 변동 제시 순

5) 사용빈도와 난이도에 따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철자가 같지만 다르게 발
음되는 것, 둘째, 철자는 다르지만 같은 발음이 되는 것, 셋째, 최소대립쌍을 이
루는 발음, 넷째, 음운 현상에 따른 음으로 바뀌는 발음, 다섯째, 두 번 이상의
음운 현상을 거치게 되는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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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화, 자음군 단순화, 연음화, ㅎ탈락, 경음화, 비음화, 격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사잇소리 현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운 교육에서 아

직 제시되지 않는 형태론적·문법론적 정보가 필요한 음운 규칙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그런 규칙은 난이도가 높은 음운 규칙이므로 어휘 교육이

나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중급 이상의 고급 단계에서 학습되어야 효과적

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차별점은 교수내용에 있는데, 예를 들어 자음

군 단순화가 적용되는 체언(명사)의 예시를 제시하고 연습한 후 다음 단계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는 용언의 기본형을 제시하고 연습하되 이

때 어간만을 명사처럼 읽는 연습을 한다.

1 단계: 음운 현상 설명

2 단계: 몫 [목], 값 [갑], 닭 [닥], 흙 [흑], 삶 [삼]

3 단계: 읽-[익], 앓-[알], 많-[만], 굶-[굼], 짧-[짤]

경음화 규칙의 교수내용 설명도 다른 논문과 달리 어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곡용형과 활용형을 제시하여 음운 변동 규칙의 설명을 형태론적·문법

론적 정보와 함께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1 단계: 경음화 설명

2 단계: ‘평음+평음=경음’의 과정을 한글 제자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

3 단계: ‘평음+평음’의 단어들을 유형별로 연습

4 단계: 곡용형: 부엌도 [부억도 → 부억또]

활용형: 깎더라 [깍더라 → 깍떠라]

이효숙(2012)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로

음운 변동 규칙, 초분절음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운 변동 교육 내

용을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토대로 음운 변동 규칙을 연음법칙, 자음동화, 경

음화, 격음화, 구개음화 순서로 선정하여 수업 단계는 ‘도입→제시(설명)→

연습→사용→마무리 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음운

변동 교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장석진(2014)은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설정하지 않고 허웅(1985)6)에서 제

6) 허웅에서는 음운 규칙과 변동 규칙을 다르게 구별하고 있다. 음운 규칙은 ‘닫음
소리 되기’, ‘울림소리 되기’, ‘입천장소리 되기’와 같은 규칙들로, 한 음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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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음운 변동 규칙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음운 변동 규칙 항목으로는 소

리 이음, 겹받침 줄이기, 일곱 끝소리 되기, ㄴ의 ㄹ되기, ㄹ의 ㄴ되기, 콧

소리 되기, 입천장소리 되기, 거센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ㅎ/ 없애기, /ㄴ

/ 덧나기, /ㄷ/ 덧나기 규칙을 선정하였다. 음운 변동 규칙 항목 배열의 기

준 순서로는 ‘난이도→일반화 가능성→학습자 기대 문법(항목)→사용빈도’

순으로 제시하였고, 교육방법으로서는 청화식 교수법을 재구성하여 활용하

였다. 반복 및 모방을 통해 음운 변동 규칙을 암기함으로써 규칙 순서에

맞춰 ‘제1 규칙, 제2 규칙…’ 등으로 학습자가 규칙을 익히는 것이다. 그런

데 음운 변동 규칙에 번호를 매기고 암기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학습자로 하여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이 아닌 규칙

의 명명화에 대해서만 주목하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은정(2015)에서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받침 교육 방

안을 제시하면서 음운 현상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

음운 현상을 형태 초점 교수법의 여러 활동을 활용하며 초·중·고급 단계별

로 음소 및 평파열음화, 연음, 자음군 단순화 규칙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음소 및 평파열음화는 비음 받침, 유음 받침, ‘ㅂ, ㅍ’ 받침, ‘ㄱ,

ㄲ, ㅋ’ 받침, ‘ㄷ, ㅅ, ㅆ, ㅈ, ㅊ’ 받침, 연음은 홀받침의 연음, 겹받침의 연

음, 자음군 단순화 현상은 각 겹받침이 포함된 어휘를 중심으로 교육 방안

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음운 현상 교육 방안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일(2016)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와 유음화를 중심으로

하여 오류의 양상, 원인을 밝히고 발음 오류의 원인에 따라 각각 다른 발

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고, 교수·학습 모형으로 ‘청각적 관찰 단계→규칙

인지 단계→원리 학습 단계→연습 및 산출 단계→정리 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음운 변동을 하나의 규칙으로 묶어서 교육하지 않고 변동의 내용을

하위분류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음을 실현시키는 규칙으로 보고, 변동 규칙은 소리 바뀜의 현상들, 즉, ‘값’의
/ㅅ/이 없어지고, /ㅂ/가 /ㅁ/로 바뀌고, ‘밭’의 /ㅌ/가 /ㄷ/나 /ㄴ/나 /ㅊ/로 바뀌
는 따위는 이와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며, 변동 규칙은 형태소의 음소가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바뀌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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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발음 능력 향상을 목

적으로 하여, 발음 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음 변동 규칙을

연구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자음 변동 중에서 비음화, 유음화, 경음

화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실험에 앞서 2017년 5월 15일부터 6월 9일에 걸쳐 한국인 모어

화자 1명, 초·중·고급 러시아어권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음성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문항은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유기음

화에 해당되는 변동 음운을 포함하고 있는 10개의 문장을 구성하였다. 예

비조사 결과, 학습자들이 범하는 자음 변동에 대한 적용 오류율은 경음화

(75%), 비음화 (70%), 유음화 (65%), 구개음화 (55%), 유기음화 (40%) 순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경음화, 비음

화, 유음화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 가지 자음 변동의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논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에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이 다르다. 러

시아어의 음운 변동 중에 대치에 해당되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

에서 대치 현상에 해당되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가 일어날 때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완전히 바뀌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유·무성 또는 연·경자음

대립을 이루는 자음들이 변별적 자질에서만 닮아가는 현상이다. 따라서 러

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습득하기 어려운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제2 언어에서의 발음 교육의 목표와 방법

을 고찰하고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어와 러시아어의 각 자음 변동의 내용과 원리를 살펴보았다. 특히 두 언어

의 음절구조, 음절제약 그리고 자음 변동을 비교·대조함으로써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발음 오류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대학

기관에서 쓰이는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교수 현황을 알아보기 위

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음운 변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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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교육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한국어 자음 변동의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7년 11월 5일부터 12월 3일에 걸

쳐 한국인 모어 화자 2명, 한국어 교육 수준이 4~5급7) 20명의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음성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문항은 Ⅱ장에서

기술한 한국어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현상이 포함된 30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녹음 자료는 모두 600개이다. 각 자음 변동을 하위분

류에 따라 세분화하였고 단어 내부, 단어 경계, 곡용형(체언+조사), 활용형

(용언 어간+어미)에 나타나는 자음 변동 적용 양상을 살펴보았고, 실험 어

휘는 서울대학교 발음 교재8)와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9)에서 추출

하였다. 음성 산출 실험은 프라트(Praat) 음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녹음한 음성 자료를 스펙트로

그램으로 표출하여 해당 자음 변동이 실현되는 부분만을 분석하였다. 프라

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결과는 SPSS 23(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

국어 자음 변동 적용 양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이 범하는 발음 오류의

원인을 음성적 접근에 따른 원인과 음운적 접근에 따른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급별 자음 변동에

대한 교육 과정의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적합한 자음 변동 교육의 내용

을 기술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발

음 오류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노리쉬(Norrish, 1983)의 5

단계 교정교육 방법(‘DDEPP': Demonstrate errors; Demonstrate correct

forms; Explain; Practice exercises; Perform activities)을 기반으로 ’오류

7) 특별히 중·고급(4~5급) 수준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5년 이상 한국어
를 학습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의 발전 정도를 진
단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학습자들의 발음 지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 2권, 랭기지
플러스.

9) 이희자 외(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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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오류 제시 및 교정 - 규칙 설명 - 규칙 연습 및 수행‘으로 단계화

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과 함께 자음 변동 교육 내용과 방

법을 제안하였다. 학습자들의 등급에 따라 선정된 교육 내용과 이들 발음

오류 양상을 참조해서 학습자들에게 발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들이 나타내는 발음 오류를 분류하여 자음 변동 발음을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및 한계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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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자음 변동 교육의 전제

1. 제2 외국어에서의 발음 교육의 중요성

1.1. 발음 교육의 개념과 목표

발음은 음성의 중요한 산출이고, 여기서 음성은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의

미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10) 허용(2013)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 습득에 있어서 발음이 갖는 세 가지 성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첫 번째 성격은 발음이 인체공학적인 특징11)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하고

있는 소리의 실체의 발음 방법에 대한 지식이 그대로 정확한 발음으로 연

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격은 외국인 화자가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 개인적인 노력의 부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어에 의한 오류라는

것이다. 세 번째 성격은 외국어 능력의 수준과 발음 능력의 수준이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발

음 교육의 중요성과 동시에 발음 지도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허용 외(2005:100)에서는 외국어 교육에서의 발음 교육이 중요한 이유로

발음이 학습자 모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가장 일찍 굳어지며, 학

습 대상 언어의 겉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정순(2012)은 세 가지 발

음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조음·발화 능력을 갖추는 것, 둘째, 상대방과 큰 불

편함 없이 의사소통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셋째, 학습자 스스

로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휘력 부족과 정확하지 않은 발음 때문에 실제 의사

소통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는 모르는 어휘를 암기

10) 크리스찬 달턴(Christian Dalton, 2004)외 참조.
11) 인체공학(ergonomics)은 인간과 기계의 효율적 조직, 작업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계의 특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특
정 소리를 발음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성기관 (성대, 목젖, 혀, 입천장, 입
술 등)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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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 실제 상황에서 그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발음 능력을 스스로

개선하기가 어렵다. 발음 능력은 어느 한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

속적인 학습을 통해 점차 향상된다. 물론, 학습자는 모어의 영향으로 인해

굳어진 ‘외국인 억양’을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음운 규칙 사용에 관한 지

식의 부족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박숙희(2013)는 발음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목표

어의 말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었

다. 여기는 특히 발음 교육의 주요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과의 긴밀한 관련

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촘스키(Chomsky)는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을 문법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

력, 책략적 능력 등으로 구분하였는데12), 문법적 능력에 해당되는 요소 중

에 하나는 바로 발음 능력이다.

발음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발음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며, 평

가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견해들이 조금씩 다르다. 박숙희(2013)

에서는 발음 교육의 구체적 목표는 음운과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발화

의 운율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허용·

김선정(2011)에서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청자가 아무런 불편함 없

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발음 교육의 목표를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 능력

향상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해명료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정도로 발

음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최종 목표를 어느 정도의 발음 유창

성에 두느냐에 따라 발음 교육의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을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강조하는 교수법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

었다. 즉 제2 외국어 화자가 발화할 때 ‘외국인 악센트'가 수용되어 원어민

이 화자의 발화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윙과

먼로(Derwing and Monro, 1997)는 원어민 화자와 같은 발음과 이해명료성

이 반독립적인 차원이라고 하였으며(semi-independent dimension), 실제로

12) 우형식(20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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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가 명료한 이해를 위하여 반드시 원어민 화자의 발음으로 발음할 필요

는 없으며 ’외국인 악센트‘가 심하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능한 발화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13) 하지만 화자가 의사소통할 때 다양한 어휘를 쓰고 문

법을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분절음을 정확하게 조음하지 않거나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다. 이는 특히 화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나영(200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발음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을 해야 할 때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 자신감을 잃는다.

특히 고급 학습자들의 경우 정확하고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음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이향(2017)

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 악센트’가 완전히 제거된 한국어 원어민 화자

와 같은 발음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외국인 악센트’가 원어민 화

자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발음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음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1.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정확성과 유창성을 추구하는

발음 능력을 향상시킨다.

2. 발음의 인체공학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음소, 음절, 단어 등 정확하게

조음·발화하도록 교육·학습한다.

3. 학습자가 의사소통할 때 지장이 되는 발음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여 교

정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게 한다.

1.2.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

1)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

13) 이향(2017:1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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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영역은 의사소통의 네 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의 긴

밀한 관계를 맺는다. 학자마다 그 네 가지 기능 중 특정 기능을 더 강조하

여 발음 교육의 내용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다르다. 박숙희(2013)는 소리를

발성하는 것과 읽기 기능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발음 교육의 내용을 제

시하였다. 첫째,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의미 변별에 관여하는 분절음

과 비분절음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음운을 제 음가대로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 둘 이상의 음운이 연쇄를 이루어 한 덩어리

의 말토막으로 발음될 때 개별 음운의 음가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범언

어적인 양상이다. 음절 이상의 단위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도록 그 양상에

대한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가 목표다운 발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목표어가 갖는 전형적인 율격을 교육하는 것이다.

맥 카시(MacCarthy, 1978)는 듣기 기능을 강조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새로

운 언어를 발음하기 전에,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즉 “소리들에 주목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또한 신지영 외(2015)에서는 학습자에게 정확한 발음에 앞

서 소리의 차이를 파악하고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향(2017)은 유창성을 추구하는 이해명료한 발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절음, 초분절음, 발화 속도에 대한 발음교육이 필요하나 그 모든 요소들

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기능부담량(functional load)을 고려하여 발음 교육

내용과 우선순위를 정해 보는 것이 발음 교육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발음의 영역은 의사소통의 모든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의 관계

를 가진 음운 변동을 발음 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음운 변동은 ‘발음

형’과 ‘표기형’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단어를 정

확하게 듣고 발음해야 뿐만 아니라 음운들의 어느 위치에서 그 변동이 일

어나는지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음운 규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규칙의 ‘표

14) 홍진혁(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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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을 올바르게 쓰고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음운 규칙을 듣기·읽기 영역에서 제시하여 그 규칙을 먼저 청

각적·시각적으로 입력한 후 말하기·쓰기 영역에서 음운 규칙에 대한 연습

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많은 한국어 통합교재에서는 음운 규칙이 주로 듣기·읽기 영역에서만 제

시되어 있어 학습자가 음운 규칙이 일어나는 단위를 발성하고 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던 논의들에 의하면 발음 교

육과 듣기·읽기 기능의 연관성이 주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음운 규칙

교육은 말하기·쓰기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최정순(2001)은 말

하기 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 중 목표 언어의 정확한 발화, 유창성 확보, 의

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첫째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는 음운 규칙을 교수·학

습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은규(2005)는 학습한 어휘의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알아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는 것, 음운 규칙을 이해하고

문장을 받아쓸 수 있는 것을 쓰기 교육의 목표로 설정한 것처럼, 음운 변

동 교육과 쓰기 영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어 발음 교육의 방법

리차드와 로저스(Richards and Rodgers, 2008)에서는 교수법을 구성하는

요소로 접근 방법, 교수 설계, 교수 절차를 들었다. 접근 방법은 언어 및

언어 학습의 본질에 관한 이론을 가리키며 언어 숙달의 본질에 대한 설명,

언어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되는 것이다. 교수 설

계는 교수법의 목표, 요목 모형, 교수·학습 활동 유형, 학습자와 교사의 역

할, 교수 자료 선정 등을 포함한다. 교수 절차는 교수법이 사용될 때 관찰

된 수업 기법, 실행, 행동을 의미하며 교수법이 그것의 접근 방법과 교수

설계를 어떻게 교실 수업 행위로 실현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단계이다. 민현

식(2004)은 교수·학습 방법에 교수법이 반영된 영역과 등급별 교수·학습

지도안의 표준 모형, 학습자 지도 시 고려 요인, 교사용 지도서, 교사 평가,

교사 발화, 바람직한 교수법의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음 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셀세 모시어(Celce-Murcia, 200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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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직관적-모방적 접근법’(intuitive-imitative approach)과 ‘분석적-언

어적 접근법’(analytic-linguistic approach)15)을 참고할 수 있다. ‘직관적-모

방적 접근법’은 암시적 형태의 접근법으로서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인 정보

를 제공하지 않고 목표어의 소리와 리듬을 모방하고 청취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분석적-언어적 접근법’은 명시적 형태의 접근법으로서 음성기호,

조음기술, 발성기관 도표, 모어와 목표어의 대조 정보와 더불어 청취, 모방

소리 생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에 발음 교

육에서는 두 접근법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분석적-언어적 접근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보았던 발음 교육의 목표, 즉 의

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목표어의 말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암시적 접근법보다 명시적 접근법의 효율성

이 훨씬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분석적

-언어적 접근법’을 참조하여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 한국어와 러

시아어의 비교·대조 정보 제공, 한국어 자음의 조음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발음 교육의 설계는 교수·학습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허용 외(2006)

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향식 모형(Bottom-up model)과 하향식 모형

(Top-down model)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상향식 모형은 자음, 모음 등의

개별음에서 시작하여 음절, 음운 규칙 그리고 강세, 리듬, 억양 등의 초분

절음으로 지도해 가는 방법을 말한다. 하향식 모형은 담화 수준의 초분절

적 요소에서 시작하여 분절음으로 내려가 지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두 교육 모형은 발음 교육의 목표와 상관되어 있는데, 즉 발음의 유창성을

추구하는 목표라면 하향식 모형이 사용되고, 발음의 정확성이 목표라면 상

향식 모형이 사용된다. 음운 변동 규칙은 표기형과 발음형을 매개하는 것

이기 때문에 특히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의식적으로 형태에 집중하도록 교

수﹡학습되어야 한다. 양순임(2014)은 지적한 것처럼 암시적 설명, 무의식적

습득, 원어민과의 자연스런 상호작용 활동만으로 소통은 이루어질지 모르

지만, 정확한 발음의 습득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음운 변동 규칙

15) 허유라, 박덕유(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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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음절구조, 음절연결제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상향식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델턴과 세이들호퍼(Dalton and Seidlhofer, 2004)는 세 가지 단계인 노출

(exposure), 연습(practice), 설명(explana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노

출 단계에서는 분절음이건 초분절음이건 간에 발음의 특정 양상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의

말소리를 중요한 것으로 학습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연습 단계에

서는 특정 소리의 자질들을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 연습한다. 이때 학습자

들이 연습을 통해 입력한 발음을 내재화할 수 있으며, 모방을 통해 제시된

발음상의 구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설명 단계에서는 학습

자들이 음성적·음운적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도록 교수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발음 교육의 여러 교수·학습 방법을 통합해서 사용하면 한국어 발

음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음 교육이 학습자의 의사소

통 능력을 길러주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음 교육의 목표와 내

용,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선정되는 발음 지도 방안을 세울 필요성

이 있다.

2.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대조 분석

2.1.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체계에 대한 대조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아는 것

이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운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 간

음운체계 분석 및 대조를 통해 해당 언어의 음운적 특성을 찾음으로써 보

다 정확한 발음을 유도할 수 있다.

한국어의 자음은 19개이며 장애가 만들어지는 조음 방법 그리고 장애가

일어나는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된다.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plosive),

마찰음(fricative), 파찰음(affricative), 비음(nasal), 유음(liquid)으로 나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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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bilabial), 치조음(alveolar), 경구개음(palatal), 연

구개음(velar), 후두음(glottal)으로 나뉜다.

러시아어 자음 음소는 37개이며 유·무성, 조음 위치, 조음 방법 그리고

연·경자음성에 따라 분류된다. 그 중 12쌍을 이루는 24개 음소는 유성음과

무성음 (/b/-/p/, /b'/-/p'/, /v/-/f/, /v'/-/f'/, /g/-/k/, /g'/-/k'/, /d/-/t/,

/d'/-/t'/, /z/-/s/, /z'/-/s'/, /zh/-/sh/, /zh'/-/sh'/)으로 대립되고 12개의

음소(유성음 /m/, /m'/, /n/, /n'/, /l/, /l'/, /r/, /r'/, 무성음 /h/, /h'/, /ts/,

/ch/)는 유·무성 대립이 없다.

그리고 자음 음소 가운데 15쌍을 이루는 30음소 (/b/-/b'/, /v/-/v'/,

/g/-/g'/, /d/-/d'/, /z/-/z'/, /k/-/k'/, /l/-/l'/, /m/-/m'/, /n/-/n'/, /p/-/p'/,

/r/-r'/, /s/-/s'/, /t/-/t'/, /h/-/h'/, /f/-/f'/)는 경자음과 연자음으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 연·경자음성 대립은 러시아어 자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이다.

조 음 방 법

조 음 위 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유기음 ㅍ ㅌ ㅋ

경음 ㅃ ㄸ ㄲ

마찰음

평음 ㅅ

유기음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유기음 ㅊ

경음 ㅉ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표 2> 한국어의 자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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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

위치

조음

방법

순음
치조음

(전설음)

경구개음

(중설음)

연구개음

(후설음)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경 연 경 연 경 연 경 연 경 연

파열음
유

무

b b'

p p'

d d'

t t'

g g'

k k'

파찰음
무

c č

마찰음
유

무

v v'

f f'

z z'

s s'

ž   ž'
š š'

j16) x x'

비음 m m' n n'

설측음 l l'

전동음 r r'

<표 3>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는 러시아어에 비해

자음 음소의 숫자가 적지만 양순임(2014:29)에서 밝혔듯이, 한국어의 자음

은 한편으로는 변별자질의 집합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이음의 집합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가 습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즉 한국어에서

는 자음 /ㅂ/은 조음 위치에 따라 변이음 [p], [b], [pʰ]으로 실현될 수 있으

나 러시아어서는 자음 /p/과 /b/ 각각 있고 조음 위치에 따라 발음이 변하

지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평음을 무기경음으로

소리내며 경음을 발성할 때 살짝 공기를 넣어 유기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어두에서의 평음인 ‘ㅂ, ㄷ, ㄱ’을 러시아어의 무성경

자음인 /p/, /t/, /k/와 완전히 통일시켜 발음하는 오류를 많이 일으킨다.

또한 두 언어의 장애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두 언어는 모두 양

순음과 연구개음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의 치조음에 해당하는 음들이 러시

아어에서는 치음에 해당되며, 한국어의 경구개음에 해당하는 음소는 치경

16) [j]는 혀 중간 부분과 경구개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좁은 틈을 지나는 공기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음이고 발음은 한국어의 반모음인 [j]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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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조음 위치가 한국어보다 앞쪽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어의 파열음과

마찰음은 성대울림의 유무로 분류할 수 있다.

1) 파열음

파열음은 특정한 조음 위치에서 ‘폐쇄→지속→파열’의 세 단계를 거쳐 만

들어지는 자음이다.17) 한국어의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은 파열

음에 속하며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 외파음/불파음, 평음/경음/유기

음, 무성평음/유성평음으로 구분된다.

유성음

외파음

ㅂ[b], ㄷ[d],ㄱ[g]
평음

① 유성외파평음

무성음

ㅂ[p], ㄷ[t], ㄱ[k] ② 무성외파평음

ㅃ[p'], ㄸ[t'], ㄲ[k'] 경음 ③ 무성외파경음

ㅍ[ph], ㅌ[th], ㅋ[kh] 유기음 ④ 무성외파유기음

불파음 ㅂ[b>], ㄷ[d>],ㄱ[g>] 평음 ⑤ 무성불파평음

<표 4> 한국어 파열음의 분류

외파음(released sound)은 초성의 파열음을 말하며 이는 막힌 공기를 터

뜨려 발음하는 소리이다. 불파음(unreleased sound)은 종성의 파열음인데

‘압, 악, 앋’에서처럼 막힌 공기를 터뜨리지 않은 채 발음된다.

한국어의 파열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음 방법에 따라 평음, 경음,

유기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음이다.

배주채(2003)에 의하면 한국어의 평음은 무성평음과 유성평음으로 구분해

발음할 때 힘을 많이 쓰지 않은 자음 음소이다. 특히 초성의 무성평음은

터진 직후에 성문을 활짝 열지도 않고 좁히지도 않아 공기를 조금 내보내

면서 발음한다.

러시아어의 파열음 ‘p, b, t, d, g, k'은 구강으로 배출되는 공기가 구강의

17) 배주채(2013)는 ‘파열음’이라는 용어보다 ‘폐쇄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는
이 소리를 낼 때 공기가 터져 나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이 완전
히 막히는 데 있음으로 ‘폐쇄음’이 더 정확한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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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분에서 공기의 통과를 잠시 폐쇄시켰다가 파열시키는 소리이다. 파

열음 /b/, /p/는 양 입술을 닫고, /t/, /d/는 혀끝을 앞 윗니 뒤쪽에 밀착시

키고, /g/, /k/는 혀 뒷부분을 연구개에 밀어붙이고, 이것을 호흡에 의해 파

열시키면서 생기는 소리이다. 러시아어의 파열음은 입안을 완전히 막아 공

기의 압력을 높였다가 순간적으로 입 안을 열어 압축된 공기를 분출시키는

힘에 의해 발음된다. 한국어의 경음은 발음이 러시아어의 파열음의 발음과

가장 유사해서 학습하는 데 가장 쉬운 자음이다. 이는 조음 위치에서 막힌

공기가 터진 직후에 성문을 좁혀 공기를 거의 내보내지 않고 발음된다. 하

지만 한국어와 달리 러시아어의 파열음을 발성 시 입안으로 배출된 공기가

조금 더 빨리 파열되어서 두 파열음이 나란히 있을 경우 후행 파열음 발성

시 경도의 기식이 나타나 유기음처럼 들릴 수 있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

은 특히 어두의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한다. 한국어 화자는

[배], [빼], [패]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배]를 [빼]라고 발음하거나 [빼]와 [패]만을 구분하여 발음하려고 한다. 한

국어의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인식된 ‘모스크바’, ‘톨스토

이’, ‘푸틴’ 발음이 러시아어 발음에 따르면 ‘모스끄바’, ‘똘스또이’, ‘뿌띤’이

된다.

유기음은 막힌 공기가 터진 직후에 성문을 활짝 여러 많은 공기를 내보내

면서 ‘ㅎ’같은 소리와 같이 발음된다. 러시아어에는 기식을 갖는 소리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기음 학습도 경음 학습과 같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는 자음이다. 하지만 유기음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비교적 높은 오류 양상을 보이며 특히 역행적 유기

음화보다 순행적 유기음화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8) 그 이유는

러시아어의 자음배열 구조제약에 따라 조음 위치가 같은 두 자음이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ㅎ+ㄱ’의 결합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 낯선 자

음군 결합이라서 두 자음을 그대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역행적

유기음화의 ‘ㄱ+ㅎ’ 결합이 자연스럽게 ‘ㅋ’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러시아어

권 학습자들이 발음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는다.

18) 예비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활용형 ‘놓고’를 대부분 [노꼬]라고 발음한 반면
단어 ‘가족호텔’을 [가조코텔]이라고 올바르게 발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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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의 양에 따라 살펴볼 때 경음은 기식의 양이 가장 적은 소리이고, 유

기음은 기식의 양이 가장 많은 소리이며 평음은 두 계열의 중간 정도의 소

리가 되어 ‘유기음 > 평음 > 경음’의 순이 된다. 한국어의 파열음 발음 교

육 과정에서는 기식의 양을 학습자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얇은 휴

지를 이용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평음, 경음, 유기음을 잘 구분하여 발음하

도록 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에는 한국어처럼 유성과 무성의 대립관계가 존재하

는데 러시아어만 있는 경음과 연음의 대립도 존재한다. 레포르마츠키

(Reformatsky, 1967)에 따르면 경·연자음의 대립이 러시아어 음운체계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특징이다. 파찰음과 전이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경자음과 연자음으로 구분되는데 연자음을 발음할 때 해당 음이 조음되는

자리에서 상보적인 구개음화(complementary palatalization)가 일어나고 이

소리는 혀의 가운데 부분이 센입천장 부위로 올라갈 때 발생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러시아어의 무성 경음은 한국어의 경음과 비슷한 소리이

다. 즉 /p/는 한국어의 /ㅃ/, /t/는 /ㄸ/, /k/는 /ㄲ/와 유사한 음으로서 성문

을 좁혀 공기를 내보내지 않는 소리이다. 음성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어

의 무성 경음은 한국어의 경음만큼의 긴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러시

아어권 화자가 한국어의 ‘까, 따, 빠’를 러시아어 무성 경음처럼 발음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전혀 없을 것이다. 반면에 러시아어의 유성 경음은 한

국어의 평음과 약간 유사하지만 한국어의 평음 무성음으로서 성대의 울림

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어 화자가 특히 초성의 평음 ‘바, 다, 가’를 러시아

어 유성 경음처럼 발음하면 한국어 화자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

2) 마찰음

마찰음은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자음인데,

한국어에는 ‘ㅅ, ㅆ, ㅎ’이 여기에 속한다. ‘/ㅅ/[s], /ㅅ/[ʃ]은 평음, /ㅆ/[s'],

/ㅆ/[ʃ’]은 경음이며 이들은 모두 무성음이다. 무성음 /ㅎ/[h]은 어두와 비

어두에 모두 나타나지만 유성음 /ㅎ/[ɦ]은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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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유음으로 끝날 때만 나타난다. 그래서 마찰음 발음 교육이 쉽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사’와 같은 경우의 /ㅅ/ 소리는 [s]이지만

‘시’나 ‘쉬’, ‘수’와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모음의 영향으로 각각 변이음인

[ɕ], [ʃ], [sʷ]로 발음된다. 이 변이음들 중에 [ʃ]은 러시아어에서 독립적인

음소이기 때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ㅅ/의 변이음이

아닌 다른 소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초

성의 /ㅅ/을 평음 발음이 아니라 경음인 /ㅆ/으로 발음하는 오류 ([산]→

[싼], [서울]→[써울] 등)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의사소통하

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러시아어의 마찰음은 각각 서로 조금 다른 조음 위치를 가지고 있다. 마

찰음 /v/, /f/는 앞 윗니와 아래 입술의 사이, /z/, /s/는 혀의 앞부분과 앞

윗니의 사이, /ʒ/, /c/는 혀 앞부분과 경구개 사이, /x/는 혀 뒷부분과 연구

개와의 사이, /j/는 혀 중간 부분과 경구개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좁은 틈을

지나는 공가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자음이다. 이들 중에 /s/의 발음은 한국

어의 /ㅆ/에 가깝고 /z/는 한국어의 /ㅈ/과 유사한 소리이다.

러시아어의 /x/는 한국어의 /ㅎ/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소리이다. 러

시아어의 /x/는 한국어의 후음 마찰음보다 기류가 좁은 공간을 통과하였다

가 파열이 되는 연구개음으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서 차이가 나면서

더 강해 들린다. 또한 러시아어에서는 ‘ㅎ’ 탈락 현상이 없기 때문에 러시

아어권 학습자들이 /ㅎ/을 독립적인 음소로 인식해 비음, 유음 앞에서도 탈

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마찰음 /ㅎ/은 비

어두에서는 축약되어 유기음으로 발음되거나 탈락 또는 약화되어 발음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여 교육 지도해야 한다.

3) 파찰음

파찰음은 ‘폐쇄→지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기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파

열’ 대신에 ‘마찰’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는 소리이며 한국어의 ‘ㅈ, ㅊ, ㅉ’

이 여기에 속한다. 평음 /ㅈ/은 무성음 [ʧ], 유성음 [ʤ]으로 구분되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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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음, /ㅊ/은 유기음이다. /ㅉ/, /ㅊ/은 어두와 비어두에 모두 나타나지

만 무성음 /ㅈ/은 어두에만 유성음 /ㅈ/은 비어두에만 나타난다.

러시아어에는 파찰음 두 개가 있는데 /ž/, /š/ 무성음이다. /ž/는 한국어의

/ㅉ/와 유사한 소리이고 /š/는 한국어의 /ㅊ/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유난히 어려워하는 음소는 /ㅈ/이다. 러시아어 자

음 체계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ㅈ/을 /dʒ/라는 두 자음의

결합으로 인식하며 발음한다. 학습자들이 /ㅈ/과 /ㅊ/을 잘 구별하지 못하

여 혼동하는 경우에는 /ㅈ/과 /ㅊ/의 조음 방법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여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기계적 연습을 해야 한다. 한국어의 /ㅈ/은 경구

개음이며 평음인데 러시아어 자음 체계에는 경구개음 /j/만 있고 기식의

양에 따라 대립되는 자음이 없다. 경구개음에 가장 가까운 음소는 무성음

/š/ 이기 때문에 러시아어 학습자들이 어두에 있는 무성음 /ㅈ/도 비어두에

있는 유성음 /ㅈ/도 러시아어의 /š/ 발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4) 비음

비음은 공기가 비강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이며 모두 유성음이다. 한

국어의 비음에는 ‘ㅁ, ㄴ, ㅇ’이 있다.

러시아어에는 비음으로서 ‘m, n'이 있고 /m/과 /n/은 각각 한국어의 /ㅁ/

과 /ㄴ/과 똑같은 소리이다. 그러나 한국어 종성의 /ㅇ/에 해당하는 [ŋ]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소리이며 /ㅇ/을 /ng/라는 두 자음의

결합으로 인식한다. 특히 /ㅇ/이 받침 부분에 있는 경우 러시아어권 학습자

들은 발음하기 쉽고 /ㅇ/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ㄴ/ 발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학습자들은 [농담]을 [논담], [방학]을 [반학] 등 발

음하는 경향이 있다.

5) 유음

공기가 구강에서 장애를 별로 받지 않고 흘러나옴으로써 조음되는 자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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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이라고 한다. 유음은 크게 설측음(lateral)과 탄설음(tap)으로 나뉜다.

설측음은 혀끝이 구강의 중앙 부분을 막기 때문에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흐른다. 반면에 탄설음은 혀끝이 구강의 한 부분을 살짝 건드리고 떨어지

기 때문에 공기가 혀의 중앙으로 흐른다. 한국어의 유음에 ‘ㄹ’이 속한다.

러시아어의 유음에는 ‘l, r' 있다. 설측음 /l/은 혀끝이 이와 잇몸 사이를

건드리면서 나는 소리로 혀 전체가 뒤로 이동하며 한국어의 설측음인 ‘ㄹ’

과 유사하다. 다만 한국어의 /ㄹ/과 러시아어의 /l/이 ‘u, o, a' 후설모음과

결합할 때 혀의 위치가 달라져서 약간 다른 소리가 들린다. 즉 한국어의

[la]를 발음할 때 혀가 이와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가 되고 러시아어의

[la]를 발음할 때 혀가 이와 잇몸에 거의 닿지 않고 중설음처럼 위치가 되

어 나는 소리이다.

탄설음 /r/은 혀끝을 여러 번 진동시켜서 나는 전동음으로 한국어의 설측

음과 조음 방법이 약간 다르다. 초기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결혼’, ‘실험’

처럼 /ㅎ/앞의 종성 /ㄹ/이 탄설음으로 발음하는 규칙이 어려운 편이다.

2.2.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절구조와 음절제약에 대한 대조

CV구조를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CVC구조를 넓게 사용하는 언어 간에

음절구조를 아는 것이 제2 언어 발음 습득에 큰 도움을 줄 만큼 음절구조

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한국어의 음절은 크게 종성이 있는 폐음절(closed syllable)과 종성이 없는

개음절(open syllable)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초성과 종성에 허용되는 자

음의 수는 각각 최대 한 개뿐이고 중성에 놓일 수 있는 요소는 활음과 모

음이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V=모음, C=자음, G=활음)

유형 음절구조 예 유형 음절구조 예

1 V 오 5 VC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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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2011)에 따르면 8가지 음절 유형 중에서 CV형이 사전과 발화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CVC형이 가장 높은 출현 빈도

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CV형과 CGVC형이 가장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

음절 유형이다. 또, 종성의 유무에 따른 개음절과 폐음절의 출현 빈도를 보

았을 때 폐음절보다 개음절의 출현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어 연구에서 학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음절화

(syllabification)와 관련하여 2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음절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모스크바 음운학파의

대표인 아바네소프(Avanesov)의 ‘공명도 상승 이론’이 일반적으로 수용되

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러시아어 소리들은 공명도의 등급에 따라 장애

음(공명도1), 공명자음(공명도2), 모음(공명도3)의 세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명도가 가장 높은 모음이 음절핵이 되는데 러시아어

의 경우 가끔씩 발화에서 비음도 음절핵의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음절구조 가운데 음절핵의 절대적인 공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절핵의

공명도가 주변 분절음의 공명도보다 더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어의 음절은 크게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ва-та [va-ta]), 자음으

로 끝나는 폐음절(там [tam]), 성절음으로 시작하는 개두음절(а-орта

[a-orta], 비성절음으로 시작하는 폐두음절(ба-тон[ba-ton]로 나눌 수 있

다. 음절에서 성절음을 지니고 있는 부분을 정점(syllable peak)이라고 한

다.

러시아어에서는 음절 두음의 위치에서는 최대 3개, 음절말음의 위치에서

는 최대 4개의 자음군을 허용하므로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수의

음절 형태가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어 음절구조는 CV, CCV,

CVC로서 VC보다는 CV가 훨씬 출현 빈도가 높다. 아바네소프(Avanesov)

2 CV 가 6 CVC 감

3 GV 여 7 GVC 열

4 CGV 껴 8 CGVC 겹

<표 5> 한국어의 음절구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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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명도 상승 이론'에 따르면 음절 경계를 나누는 원리는 7가지가 있다.

1) 모음 사이에 있는 자음은 항상 후행 음절에 놓이게 된다.

ра-ке-та[ra-ke-tʌ], хо-ро-шо[hʌ-rʌ-co], цве-ты[žve-tj]

2) 모음 사이에 있는 장애음은 후행 음절에 놓이게 된다.

би-тва[bi-tvʌ], зве-зда[zvi-zda], ре-чка[re-škʌ]
3) 모음 사이에 있는 장애음과 비음의 무리는 후행 음절에 놓이게 된다.

ри-фма[ri-fmʌ], травма[tra-vmʌ], вафли[va-fli]

4) 모음 사이에 있는 비음의 무리는 후행 음절에 놓이게 된다.

во-лна[vʌ-lna], ка-рман[kʌ-rman], по-мню[po-mnyu]

5) 모음 사이에 있는 비음과 장애음의 무리일 경우 비음은 선행 음절에 놓

이게 된다.

ар-ба[ʌr-ba], пол-ка[pol-kʌ], нель-зя[nil'-zya]

6) 모음 사이에 있는 같은 자음은 후행 음절에 놓이게 된다.

ва-нна[va-nnʌ], ка-сса[ka-ssʌ], дро-жжи[dro-ʒʒi]
7) [j]와 후행 장애음, 비음의 무리일 경우 [j]는 선행 음절에 놓이게 된다.

чай-ка[šaj-kʌ], вой-на[vʌj-na]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절구조를 대조해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 러시아어의 음절 구조

유형 예문 유형 예문

V 오
V и

VC он

VCC акт

CV 가 VCCC остр

CV но

GV 여
CCV бра

CCCV страна

CCCCV встречаCGV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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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음절에 대한 제약은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제약(또는 음절배

열제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음절구조제약은 분절음이나 음절성분이 음절을 이룰 때 작용되는 규칙이

다. 배주채(2015)에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은 중성 필수의 제약, 초성

제약, 중성제약, 종성제약, 초중성 연결의 제약으로 구분되며 아래 표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CVC так

CVCC такт

VC 입 CVCCC мёртв

CVCCCC знакомств

CCVC спад

CVC 감 CCVCC треск

CCVCCC сфинкс 

CCVCCCC графств
GVC 열 CCCVC встать

CCCVCC впрясть 

CGVC 겹 CCCCVC взгляд 

CCCCVCC всплеск

<표 6>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러시아어의 음절구조 대조

음절구조

제약
내용 예시

중성 필수의

제약

음절성분 가운데 중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간]에서 중성 [ㅏ]가 빠진 [ㄱ

ㄴ]은 부적격하다.

초성제약

[ㅇ] 이외의 18자음 중

하나만 초성이 될 수 있

다.

/fa/, /spra/, [ㅥㅏ], [ㅮㅣ] 등

은 부적격하다.

중성제약

단순모음이나 이중모음

중 하나만 중성이 될 수

있다. 즉 표준발음의 단

순모음 10개와 이중모음

[], [쇼ㅣ], [기ㅣ] 등은 부적

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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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연결제약은 어떤 음절연결이 적격하고 부적격한지에 대한 규칙을 말

하며 대부분의 음운현상이 음절연결제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19) 배

주채(2015)에서는 음절연결제약은 자음연결의 양상과 같이 다루며 자음의

적격한 연결과 부적격한 연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초성과 종성에 자음군이 허용되

19) 이진호(2005)에서는 이 규칙을 음절 사이의 결합에 대한 제약으로서 두 음절
사이의 접점, 즉 선행 음절 종성과 후행 음절 초성의 배열에 대한 제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 배주체(2015)는 /ㄹ/과 평파열음 간에 연결이 허용되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한자어에서의 ’ㄹ‘ 뒤
의 경음화 현상은 /ㄹ/과 평파열음의 연결제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o/x'으로 표시하였다.

11개, 현실발음의 단순모

음 7개와 이중모음 11개

가 중성이 될 수 있다.

종성제약

[ㅂ,ㄷ,ㄱ,ㅁ,ㄴ,ㅇ,ㄹ] 중

의 하나만 종성이 될 수

있다.

/eks/, /hint/, [낫], [났], [낮],

낯], [낰], [낳], [낢], [낡] 등은

부적격하다.

초중성 연결

의 제약

초성 [ㅈ,ㅉ,ㅊ]과 중성

‘j'계 이중모음 [ㅑ,ㅕ,ㅛ,

ㅠ,ㅖ] 연결되지 못한다.

[쟈, 쟉, 쟌, 쟏, 쟐, 쟘, 쟙, 쟝,

져, 젹, 젼…]은 모두 부적격하

다.

<표 7>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의 양상 (배주채, 2015:101)

초성

종성

평음

(ㄱ,ㄷ,ㅂ,ㅅㅈ)

경음

(ㄲ, ㄸ,ㅃ,ㅆ,ㅉ)

유기음

(ㅊ,ㅋ,ㅌ,ㅍ)
ㅎ ㅁ ㄴ ㄹ

파열음

(ㄱ,ㄷ,ㅂ)
x o/x o x x x x

비음

(ㄴ,ㅁ,ㅇ)
o o o o o o o

ㄹ o/x20) o o o o o o

<표 8> 한국어의 자음연결의 양상 (배주채,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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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한 개의 자음만 올 수 있어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평음과

파열음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아 경음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파열음과 공명

음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아 비음화가 일어나며 파열음과 /ㅎ/의 소리 연쇄

가 허용되지 않아서 유기음화가 일어난다.

한편 러시아어의 음절 유형은 한국어의 음절 유형보다 훨씬 많아서 한국

어처럼 음절구조제약이 많지 않다. 두 언어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러시아어에서는 4개까지의 자음군이 초성이 될 수 있으며 37개 모든 자음

이 초성을 구성할 수 있고, 종성에 유성자음 12개, /k'/, /x'/를 제외한 23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어 자음연결의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위의 표에서 나와 있듯이, 러시아어에서는 유성 장애음과 무성 장애음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장애음이 두 개 이상 겹치는 자음군에서는

후행 자음에 의한 역행 동화(regressive assimilation)를 일으키기 때문이

다. 즉 후행 자음이 유성자음이면 그 자음군은 모두 유성자음이 되고, 후행

자음이 무성자음이면 모두 무성자음이 되며 유·무성 동화 현상이 일어난

다. 경자음, 비음과 전이음/j/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아 경자음은 연자음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어에서는 /r/을 제외한 치음들은 치음 연자음과의 연쇄

가 허용되지 않아서 치음 연자음 앞에서 모두 연자음으로 발음한다. 또한

러시아어에서는 세 개 이상의 자음이 결합할 때, 한 자음의 발음이 되지

않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21)이 일어난다.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초성

종성

유성 장애음

(b, d, g, v, z, ž)

비음

(m, n)

경자음

(b, p, d, t, g, k,

v, f, z, s, ž, c)

치음 연자음

(d‘, t’, z‘, s’, ž‘)

무성 장애음

(p, t, k, f, s, c)
x o o

전이음 [J] x x x o
치음

(d, t, z, s, ž)
o o x

<표 9> 러시아어의 자음연결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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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만 한 자음으로 발음이 줄어드는 한국어와 달리

러시아어는 최소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된다.

2.3.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변동에 관한 개념과 유형

음운 변동은 일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음운이 변동 또는 변화하거나 그 위

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배주채(2013)에 따르면 음운 변동의 입력형은

변동을 겪는 음운이라고 하고 출력형은 변동을 겪은 결과라고 한다. 입력

형이 출력형으로 바뀌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것을 ‘음운론적

환경’과 ‘형태론적 환경이’라고 한다. 이 절에서는 연구 대상인 경음화, 비

음화, 유음화를 하위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음운연쇄제약과 자음의 조음 위

치에 의해 분류하고자 한다.

2.3.1. 한국어의 자음 변동 규칙의 분류

한국어 자음 변동 규칙을 분류하는 기준과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신지영(2014)에서는 자음 변동을 음절구조제약과 음운연쇄제약을 기준으

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음절구조제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중성을 필수 성분으로 하고, 초성과 종성에 최대 한 개씩의 자

음이 올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종성에 놓이는 모든 자음은

중앙부 폐쇄를 유지하는 불파음(unreleased)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어

의 이러한 음절구조제약 때문에 자음이 종성이 되는 경우 종성에 올 수 있

는 자음은 기저형이 변화되지 않고 종성에 올 수 없는 자음은 기저형이 변

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신지영, 2014:267). 그리고 음운연쇄제약에 의해

일어나는 자음 변동은 한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운의 연쇄가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두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자음 변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자음군 단순화는 ‘언어의 경제적 원인’으로 지나친 자음군(consonant cluster)
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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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음 변동의 분류 (신지영, 2014:268)

배주채(2013)는 음절연결제약을 음운 변동의 분류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

고, 음절연결제약을 음운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으며22)

음운 변동을 변화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음운 변동의 구조를 입력

과 출력으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준호(2011)에서도 음운 변동을 변화의 구조에 따라 분류하였지만, 배주

채(2013)와 달리 음절구조제약과 음소배열제약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2) 배주채(2013)에서는 분절음과 분절음의 연결에 관한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
제약만 살펴보았고, 음소배열제약은 적절하지 않는 개념으로 보았다(2013:107).

기준 변동 예시

음절구조제약

평파열음화: 종성에는
불파음만 잎->[입], 깊다->[깁따]

자음군 단순화:
종성에는 한 개의
자음만

값도->[갑또], 앉고->[안꼬]

음운연쇄제약

장애음 뒤 경음화 옷고름->[옫꼬름],
입고->[입꼬]

장애음의 비음화 국물->[궁물],
이튿날->[이튼날]

유음화(1): /ㄹ/과 /ㄴ/의
연쇄 제약 찰나->[찰라], 별님->[별림]

격음화 법학->[버팍], 놓고->[노코]

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 /입+법/->[입뻡]->[이뻡]

유음의 비음화(1) 금리->[금니], 공룡->[공뇽]

유형 구조 변동

대치 a->b 평폐쇄음화,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 경음화

탈락 a->∅ ㅎ탈락, ㄹ탈락, ㄷ탈락, 자음군단순화

첨가 ∅->b ㄷ첨가, ㄴ첨가

축약 ab->c 유기음화

<표 11> 자음 변동의 분류 (배주채, 20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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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펴본 자음 변동의 분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신지영(2014)

의 견해를 주로 받아들여 음운연쇄제약에 해당되는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를 하위분류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한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는 연쇄가 허용되지 않는

자음 간에 대치 또는 교체 현상에 해당되며, 이런 현상은 조음 위치가 같

은 자음 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어 음운 변

동이 일어나는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자음 변동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음 변동의 원리를 인

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경음화의 분류

경음화는 평장애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규칙이

며 그 규칙이 적용되는 양상과 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먼저 종성이 파열음

인 음절 뒤에 초성이 평장애음인 음운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뒤

음절의 초성인 평음 ‘ㄱ, ㄷ, ㅂ, ㅅ, ㅈ’이 모두 경음 ‘ㄲ, ㄸ, ㅃ, ㅆ, ㅉ’으

로 변하게 되는 파열음 뒤의 경음화를 살펴보겠다.

앞서 보았듯이, 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음운연쇄제약에 의해 일어나는 것

이며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한국어의 평음은 초

음운 변동 자음의 조음 위치

‘ㅂ’의 비음화 양순음 간의 교체 (ㅂ→ㅁ)

‘ㄷ’의 비음화 치조음 간의 교체 (ㄷ→ㄴ)
‘ㄱ’의 비음화 연구개음 간의 교체 (ㄱ→ㅇ)

‘ㅂ’ 뒤의 경음화 양순음 간의 교체 (ㄱ→ㄲ)

‘ㄷ’ 뒤의 경음화 치조음 간의 교체 (ㄷ→ㄸ)

‘ㄱ’ 뒤의 경음화 경구개음 간의 교체 (ㄱ→ㄲ)

유음화 치조음 간의 교체 (ㄴ→ㄹ), (ㄹ→ㄴ)

<표 12> 자음 변동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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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종성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경음은 초성에서만 위치할 수 있고 종성

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그리고 평음과 경음은 모두 어두와 어중 초성으로

모두 실현이 가능한 소리이다. 어중에 위치하는 경음은 기식성(aspiration)

이 없는 무기음이다. 그리고 경음이 나타나는

구간을 음성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면 경음이 발성되기 전에 긴 폐쇄구간이

나타나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음운 규칙이 적용될 때 경음화되는 실제 발음은 표기상 변화되지 않기 때

문에 학습자들에게 장애음의 두 가지 발성 유형인 평음과 경음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래 <표 13>에서 파열음 ‘ㅂ, ㄷ, ㄱ’ 뒤의 경음화가 단어 내부, 단어 경

계, 체언+조사, 용언 어간+어미 형태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단어 내부 잡지->[잡찌]

단어 경계 곧 가요->[곧까요]

체언+조사 국부터->[국뿌터]

용언 어간+어미 먹지->[먹찌]

<표 13> 파열음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는 단위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ㄴ용언, ㅁ용언 뒤에서 평장애음 ‘ㄱ, ㄷ,

ㅅ, ㅈ’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경음으로 바뀌는 규칙이다. 신지영(2014)에서

는 이 경음화 현상은 형태론적, 음운론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였

다. 즉, 형태론적으로는 어간과 어미 사이어야 하고, 음운론적으로는 비음

과 평파열음 사이어야 한다.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용어는 ‘신

다’의 ‘신’-과 ’감다‘의 ’감‘-이 해당되고, 어미는 ’ㄱ, ㄷ, ㅅ, ㅈ‘으로 시작되

는 ’-다, -고, -자, -소, -더라‘ 등으로 한정되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볼

수 있다.

신다 [신따] 신고 [신꼬] 신자 [신짜] 신소 [신쏘] 신더라 [신떠라]

감다 [감따] 감고 [감꼬] 감자 [감짜] 감소 [감쏘] 감더라 [감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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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규칙은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되는

의존명사일 때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자립명사부터 새로운 단위를 시작하는

식으로 발음할 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배주채, 2013:259).

2) 비음화의 분류

한국어에서는 음운연쇄제약에 따라 평파열음과 비음의 연결, 장애음과

‘ㄹ’의 연결이 허용되지 않아 평파열음 ‘ㅂ, ㄷ, ㄱ’이 비음 앞에서 비음 ‘ㅁ,

ㄴ, ㅇ’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한 /ㄹ/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때 비음은 음절 초성에 놓이기 때문에 연구개 비음 ‘ㅇ’은 비음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 자음 변동은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완전히 동화되기

때문에 이진호(2015)에서는 장애음의 비음화를 비음 동화라고 하였다.

아래 <표 14>에서 파열음 ‘ㄱ, ㅂ’의 비음화가 단어 내부, 단어 경계, 체

언+조사, 용언 어간+어미 형태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어 내부 학문 [항문]

단어 경계 미역 나물 [미영나물]

체언+조사 법만 [범만]

용언 어간+어미 읽는 [잉는]

<표 14> 파열음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위

‘ㄹ’ 비음화는 파열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며 한자

어나 외래어에서만 적용된다. 적용 환경에 속하는 자음은 음절 종성에 놓

이기 때문에 실제로 /ㄹ/의 비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은 음절 종성에서 발음

될 수 있는 자음 중 /ㄹ/을 제외한 6가지 ‘ㄱ, ㄴ, ㄷ, ㅁ, ㅂ’이다(이준호,

2014:170). ‘ㄹ’ 비음화 과정에서는 두 가지 변동 과정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법률’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ㅂ+ㄹ’의 연쇄에서 받침 /ㅂ/은 [ㅁ]

으로 발음되고 /ㄹ/은 [ㄴ]으로 발음되어 [범뉼]이라고 발음된다. 이렇게 두

가지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김종덕(2017)에서는 ‘겹비음화’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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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음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이 되고 울림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

로 가는 동화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유음화의 분류

유음화는 음절연쇄제약에 따라 ‘ㄴ+ㄹ’과 ‘ㄹ+ㄴ’ 음운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음 변동이다. 그래서 형태소 경계에서 이러한 연

쇄가 나타나면 후행하는 /ㄴ/이 선행하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ㄹ]으로

실현된다. 유음화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구분된다. 이때 /ㄴ/

과 /ㄹ/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

기 때문에 연속하는 같은 조음 위치의 두 공명음을 같은 조음 방법으로 발

음하려고 하여 조음 방법 동화라고 하기도 한다. 이문규(2004)에서는 /ㄹ/

이 /ㄴ/보다 열림도나 강도가 커서 청각적으로 더 큰 전달력을 가지기 때

문에 유음화의 결과가 [ㄴㄴ]이 아니라 [ㄹㄹ]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순행적 유음화는 단어와 단어 경계에서 반드시 적용되고, 역행적 유음화

는 주로 한자어 내부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순행적 유음화가 ‘용언 어

간+어미’ 형태의 활용형에서 나타날 때 예외적인 사항을 볼 수 있다. ‘끓+

는’->[끌른], ‘앓+는’->[알른], ‘넓+네’->[널레]의 경우를 보면 겹받침들의

일부인 ‘ㅎ’, ‘ㅂ’이 탈락되고 유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하지만 ‘울+는’->[우

는], ‘살+는’->[사는], ‘알+는’->[아는]의 경우, ‘ㄹ’이 탈락되어 유음화가 일

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진호(2014:173)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에 적

용되는 유음화는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개재 자음이 있어야 하는 간접

동화라고 설명하였다.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단위는 아래 표와 같다. 순행

적 유음화는 단어 내부, 단어 경계, 활용형에서 일어나고, 역행적 유음화는

주로 한자어, 외래어에서 많이 일어난다.

순행적 유음화
단어 내부 실내 [실래]
단어 경계 말 놓으세요 [말로으세요]
용언 어간+어미 잃는 [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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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위

2.3.2. 러시아어의 자음 변동 규칙의 분류

러시아어 자음 변동은 크게 단어 안의 음소의 위치(phoneme position)와

인접하는 다른 음소의 변별적 자질23) (phoneme distinctive feature)에 의

해 분류된다. 전자는 위치적 음운 변동, 후자는 조합적 음운 변동을 말한

다. 현대 러시아어에는 조합적 음운 변동으로는 동화, 이화, 탈락 현상이

있고 위치적 음운 변동은 어말 무성음화와 약화 현상을 말한다.

1) 동화

동화(assimilation)는 인접하는 두 분절음에서 한 음이 다른 음의 영향을

받아 영향을 준 음과 닮아가는 음운 현상이다. 동화 현상에서는 동화주는

동화를 시키는 음이고 피동화주는 동화를 입는 음이다. 동화를 시키는 음

인 동화주는 변화하지 않고 동화를 입게 되는 피동화주가 변화하게 된다.

한국어와 달리 러시아어의 동화 현상은 자음 가운데서만 일어난다.24) 그리

고 동화의 방향에 있어서 러시아어에서는 주로 역행 동화(regressive

assimilation)가 일어난다. 즉 동화주가 피동화주보다 뒤에 있는 것이다. 러

시아어에서는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유·무성, 연·경자음성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лодка[lotka), водка [votka]에서 동화주인 /k/가 무성

23) 이진호(2005)에 따르면 변별적 자질은 러시아어의 음운 현상뿐 아니라 한국어
의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음소들의 변화 과
정은 인접한 음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소들
의 관계 기술에 유리한 변별적 자질이 음운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24) 한국어에는 원순모음화, 움라우트 등은 동화에 속하는 음운현상이다. 움라우트
(umlaut)는 후설모음이 후행하는 ‘이’나 ‘y'에 동화되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음
운 현상이다(아기>애기, 떡+이>떼기). 원순모음화는 양순음 뒤에 위치한 ’으‘가
원순모음인 ’우‘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믈>물, 프르다>푸르다).

역행적 유음화

한자어, 외래어 인류 [일류], 온라인 [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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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서 피동화주인 /d/에게 영향을 주어서 유성음인 /d/가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의 비음 동화와 러시아어의

역행 동화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범할 만한 발음 오

류도 예측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러시아어 장애음 중 12쌍을 이루는

24개 음소는 유성음과 무성음 (/b/-/p/, /b'/-/p'/, /v/-/f/, /v'/-/f'/,

/g/-/k/, /g'/-/k'/, /d/-/t/, /d'/-/t'/, /z/-/s/, /z'/-/s'/, /zh/-/sh/,

/zh'/-/sh'/)으로 대립된다. 한국어에서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은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 외파음/불파음, 평음/경음/유기음,

무성평음/유성평음으로 구분되지만, 러시아어의 장애음과 같이 쌍을 이루

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는 평파열음 ‘ㅂ, ㄷ, ㄱ’이 비

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규칙이 특히 학습하기 어려운 음운 변

동이다.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동

화는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완전히 같아지는 현상으로, 러시아어에서는 주

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같고 유·무성으로 대립되는 음소 사이에 이루

어진다. 부분 동화는 주로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한 가지 변별적 자질에 있

어서 유사해지는 현상인데, 러시아어에서는 주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서로 다른 음소 사이에 일어난다. 부분 동화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1) 연자음 동화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대체로 경자음이 연자음 앞에 있을 때, 연자음 동화

가 일어나서 경자음이 연자음처럼 발음된다. 그 중에서도 연자음 동화는

치음 무리에서 가장 잘 일어나지만 자음 무리가 접두사와 어근이 만나는

형태소 경계에서는 제약을 받는다.

- 경자음 /s/, /z/ 치음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연자음 동화

кости → [kos'ti], козни → [koz'ni]

- 비음 /n/ 치음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연자음 동화

женщина → [zhen'shinʌ], бантик → [ban'tik], бензин → [bin'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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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음 /d/, /t/ 연자음 /n'/, /l'/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연자음 동화

петли → [pet'li], одни → [ʌd'ni]
- 쌍자음 무리에서 일어나는 연자음 동화

бессильный → [bis'silnyi]

- /j/ 앞에서 일어나는 연자음 동화도 있지만 접두사와 어근이 만나는 경

계에서는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вьюга → [v'jugʌ]에서 연자음동화가 일어나지만 подъезд →

[pʌd‘jezd]에서는 연자음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 유·무성동화

유성음은 무성음 앞에 위치할 때 상응하는 무성음으로 교체되고, 반대로

무성음은 유성음 앞에 있을 때 유성음으로 교체된다. 단, 뒤에 오는 무성음

이 공명음이거나 마찰음 /v/이면 유성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유성 동화

просьба → [proz'bʌ], также → [tagǯe], сбор → [zbor]

- 무성 동화

узко → [uskʌ], повтори → [pʌftʌri], лодка → [lotkʌ]

(3) 조음 위치·조음방 법 동화

자음군 /sš/는 [cĉ]로 발음되고, /z/는 [š]로 발음되는 동화 현상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일어나는 완전 동화이다. 여기에서는 순행 동화

와 역행 동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шить → [cĉit'], извозчик → [izvošik]

2) 이화

이화(dissimilation)는 동화의 반대 현상으로, 성질이 비슷한 두 음소가 서

로 성질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러시아어에서 이화는 같은 환경에 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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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에서도 특정 단어 (легкий[lyohkii]), мягкий[mjahkii], что[cto],

чтобы[chtoby])에만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규칙으로 보지 않고,

표준어에서보다는 방언, 구어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러

시아어에서도 이화 현상은 동화 현상에 비해 드물게 일어난다.25)

3) 탈락

러시아어의 탈락(dieresis)은 언어 경제성의 결과로서 음절 가운데 어떤

소리를 탈락시켜서 발음의 편의를 도모하는 탈락 또는 생략을 말한다. 이

음운현상은 자음군이 치음으로 결합된 경우에서만 일어나고 모두 치음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자음이 그대로 발음된다.

праздник → [praz'n'ik], поздно → [poznʌ]

4) 어말 무성음화

러시아어의 단어의 끝에서는 무성자음만 실현될 수 있다. 즉 어말에 위치

하는 모든 장애음은 무성자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단, 유·무성 대립이 없는

비음, 설측음, 전동음 및 /j/만 어말 무성음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город → [gorʌt], нож → [noĉ], раз → [ras]

5) 약화

약화(reduction)는 강세가 없는 모음이 약화되거나 변경되는 현상을 말한

다. 약화는 질적 약화와 양적 약화로 구분된다. 양적 약화는 비강세 모음의

음 길이가 강세 모음보다 작아지지만 혀의 높이, 혀의 위치에 따른 질적

성질이 없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질적 약화는 비강세 모음은 음의 길이 축

25) 한국어에서는 비원순모음화가 대표적인 이화 현상이다. 비원순모음화는 양순
음 뒤에서 원순모음이 비원순모음으로 바뀌는 음운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중부
방언에서 활발하게 적용된다(볼거리>벌거리, 모처럼>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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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뿐 아니라 모든 질적 성질까지 변경되는 것이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변동 규칙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어와 러시아어간에는 자음 체계, 음절구조의 차이점이 많을 뿐만 아

니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이 매우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러시아어의 음운 변동 중에 대치에 해당되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어에서 대치 현상에 해당되는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가 일어날 때 조음 위

치가 같은 음운이 서로 교체되는 반면, 러시아에서 같은 조음 방법에 해당

되고 유·무성, 연·경자음 대립을 이루는 자음들이 변별적 자질에서만 닮아

가는 현상이다. 따라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대치를 일으키는 비음

화, 유음화, 경음화 규칙을 교수·학습하기가 특히 어렵다.

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자음 변동 교육의 실태 분석

최근 한국어 교육은 정확성보다 유창성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출판되어 있

는 통합교재의 대부분은 주로 대화 연습, 어휘 연습, 문법 연습, 기능별 활

동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초급 교재에서 모음, 자음, 음운구성 등 기본적

인 발음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 단계가 올라갈수록 발음 교육 내용

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는 자음 변동의 수가 많고 복잡하므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

분류 한국어의 자음 변동 분류 러시아어의 자음 변동

대치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조합적 음운

변동

연자음 동화, 유·무성 동화,

치음 탈락

탈락 ㅎ탈락, 자음군단순화
위치적 음운

변동
어말 무성음화, 약화

첨가 ㄴ첨가, ㄷ첨가

축약 유기음화

<표 16>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변동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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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

이 범하는 발음 오류를 지적, 명시적으로 오류의 원인을 설명, 오류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

제시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고자 한다. 음운 변동 규칙 설명 내용을 대상으로 음운 변동 제시 순서 및

제시 방법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는 음성 산출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기

본적으로 사용한 교재를 선정하였으며 본고에서 분석한 교재는 다음과 같

다.

1) 『경희 한국어 말하기』 1-6 (2014-2015)

2) 『서울대 한국어』 1A/B-4A/B (2013-2015)

3) 『연세 한국어 읽기』 1-6 (2007-2011)

위 교재들의 분석 기준은 윤정기(2011)에서 제시된 분석 항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교육 방법: 음운 규칙 적용 단위 및 제시 방법, 연습문제 제시 방법과

통합 지도 가능성

2) 교육 내용: 등급성, 학습량 분포, 음운 규칙 발음 항목

1) 교육 방법

분석한 교재들의 음운 규칙의 적용 단위는 단어, 단어 경계, 곡용형, 활용

형이다. 서울대 교재는 한 항목의 자음 변동을 분산시켜서 교재에 배치하

고 있는데, 동일한 자음 변동이라 하더라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여러

단원에 걸쳐 순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음화 규칙을 다섯 하

위분류로 나누어서 다양한 예문과 함께 제시하고 동일한 경음화가 적용되

는 예문이 발음 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정리되어 있다. 음운 규칙의 제

시 형태를 살펴보면 1급에서만 규칙이 단어로 제시되어 있고 2급부터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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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각 규칙에 대한 설명과 발음 표기도 포함되어

있으나 규칙의 설명은 자음 변동의 양상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다. 예를 들

어, ‘-을’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 규칙에 대한 설명은 “ ‘-을/ㄹ’ 뒤에 오는

‘ㄱ, ㅅ’은 [ㄲ, ㅆ]로 발음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ㄹ’ 관형사형 어미

에 대한 개념, 기능, 어느 형태소와 결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학습자들은 음운 규칙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

성이 있다.

이 교재의 음운 규칙에 대한 연습 과제는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의 형

태로 제시되어 있어서 학습자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서만 발음 연습을 하

게 되는 한계점이 있다.

연세대 교재에는 음운 규칙의 적용 단위 제시 형태는 서울대 교재와 유사

하게 같은 규칙이 하위분류로 나뉘어서 두 단원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음

운 규칙이 1~2권에 ‘읽어 봅시다’라는 본문에서 발음의 예를 추출하여 제시

되어 있고 3~6권에는 발음 부분 뒤에는 발음이나 음운 규칙 관련 내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음운 규칙의 제시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규칙이

<‘ㄱ, ㄷ, ㅂ’ 뒤의 경음화>

◎ 듣기: 1) 바지 길이가 적당해요.

2)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 규칙 설명: 받침소리 [ㄱ, ㄷ, ㅂ]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ㄲ,

ㄸ, ㅃ, ㅆ, ㅉ]로 발음된다.

◎ 예시: 전 밥보다 빵이 더 좋아요. [밥뽀다]

앞집에 친구가 살아요. [압찌베]

의자가 없어요. [업써요]

◎ 연습: 1) A 몇 시까지 가면 돼요? B 여덟 시까지 오세요.

2) A 민수 집에 있지요? B 아뇨, 조금 전에 전화 받고 나갔어요.

『서울대 한국어 3A』 (20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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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만 제시되어 있다.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과 발음 표기가 제시되어 있으나 서울대 교재와 동

일하게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적 환경만 설명되어 있고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문법적 환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설명 내용에

변동이 일어나는 자음 발음형 표시가 / / 되어 있고, 예시 부분에는 [ ] 되

어 있어서 학습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 예시 중에 받침 ‘ㅅ, ㅄ, ㅆ, ㅍ’ 뒤

의 경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동사가 나와 있어 설명 부분에서도 그 자음을

제시해야 한다.

음운 규칙이 나타나는 예시를 보면 단어 항목과 활용형 항목별로 나뉘어

있다. 즉, ‘ㅁ, ㅇ’ 뒤의 비음화 규칙이 제시되는 단원에는 단어 항목만 나

오고 ‘ㄷ, ㅈ, ㅌ’ 뒤의 비음화 규칙이 제시되었을 때는 활용형 항목이 등장

한다. 이러한 제시 방식은 규칙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교재에서는 음운 규칙에 대한 연습 과제가 제시되지 않아서 학습자들

이 학습한 발음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음운 규칙을 익히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있다.

경희대 교재에서는 위의 두 교재와 유사하게 음운 규칙의 적용 단위 제시

<‘ㄱ, ㄷ, ㅂ’ 뒤의 ‘ㄷ’ 경음화>

◎ 설명: 된소리3 받침 /ㄱ,ㄷ,ㅂ/ 뒤의 /ㄷ/→/ㄸ/ (교재 뒷부분에서 영

어로 된 설명이 나와 있음)

◎ 예시: 한복도 [한복또], 떡도 [덕또] 나는 한옥마을에서 한복도 입어보

고 떡도 먹어봤다.

식당 [식땅] 이 근처에서 잘 하는 식당이 있어요?

탔다 [탇따] 오늘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 서울 도심순환버스를 탔다.

없다 [업따] 요즘은 방학이어서 학생이 별로 없다.

곳도 [곧또], 싶다 [십따] 다음에는 다른 곳도 구경하고 싶다.

『연세 한국어 읽기 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0,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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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같은 규칙이 하위분류로 나뉘어서 여러 단원에 걸쳐 제시되어 있

다. 음운 규칙이 1~4권에 걸쳐 자세히 제시되어 있는데 1~2권에서만 규칙

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고, 3~4권에는 음운 변동 규칙명만 나오며 명시

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5~6권에는 발음 설명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음운 규칙의 제시 형태는 1급 교재의 첫 번째 단원에만

규칙이 단어로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교재에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단하며 하나의 규칙이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 어 있어서 학습자들은 규칙을 학습하기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에 대

한 설명은 “받침 ‘ㄹ’ 뒤의 경음화”라고 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은 음운 규칙

을 제시된 예시를 통해 추론하여 학습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제시된

예시는 경음화가 나타나는 특정 한자어를 포함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더욱

더 혼동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교재와 달리 음운 규칙이 적용된

단어와 활용형의 발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들이 규칙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희대 교재에서도 음운 규칙에 대한 연습 과제가 나와 있지 않아 발음

교육에 대한 비중이 크게 두어 있지 않고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받침 ‘ㄹ’ 뒤의 경음화>

◎ 듣고 이해하기: 1) 다양한 레저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가 볼

만한 것 같아요.

2) 제주도에 가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요.

◎ 설명: 받침 ‘ㄹ’ 뒤의 경음화

◎ 예시: 갈등, 발바닥, 발전, 술잔, 일시

설악산에는 볼 게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경희 한국어. 말하기 3』 도서출판 하우, 2016,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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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내용

발음 교육 내용은 등급성, 학습량 분포, 음운 규칙 발음 항목을 포함되어

있고, 이 절에서는 각 항목별로 교재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내용의 등급성은 김영선(2006)에서 기술한 것처럼 학습자의 학습 등

급을 고려하여 쉬운 내용부터 난해한 내용, 학습 과정에서 기초적인 내용

부터 출현 빈도가 낮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먼저 서울대 교재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6)

26) 음운 규칙 명칭은 각 교재에서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등급 음운 변동 교재에 제시된 예시

1급

경음화1 덥고, 십분, 첫사랑, 꽃집
유기음화1 좋고, 괜찮지만, 축하해요, 복잡해요
비음화1 듣는, 가깝네요, 읽는
경음화2 먹을 거예요, 살게요, 볼 수 있어요

2급

비음화2 1) 저는 마리라고 합니다. 2) 교실에 시계가 없네요.
경음화3 1) 수영을 할 줄 알아요? 2) 한자를 쓸 수 있어요.
유기음화2 1) 이렇게 해 보세요. 2) 디자인은 좋지만 좀 비싸요.
비음화3 1) 냉장고에 음료수가 있어요. 2) 친구를 만나러 종로에 가요.
경음화4 1) 오늘 택배를 받았어요. 2) 꽃집이 어디 있어요?
비음화4 1) 한옥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2)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ㄴ’ 첨가1 1)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요. 2) 무슨 일 있어요?
비음화5 1) 음악을 듣는데 전화가 왔어요. 2) 토요일에 수업이 있나요?

3급

유기음화3 1) 서울이 어떻다고 들었어요? 2)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할 거예요?
경음화5 1) 바지 길이가 적당해요. 2)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ㄴ’ 첨가2 1) 무슨 일 있어요? 2) 집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경음화6
1)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 줘요.

2) 아이들과 같이 놀이공원에 갈 건데 같이 갈래요?

4급

경음화7
1) 저는 한국어학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2) 여권을 집에 두고 공항에 갔어요.

경음화8
1) 얼마나 아픈지 다친 데를 손가락으로 눌러 보세요.

2) 우리 집 앞에 빵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경음화9
1)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깝네요.

2)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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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어휘의 난이

도와 출현 빈도27)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습 내용도 균등하게 분포

되어 있고, 해당 음운 규칙이 저급부터 고급까지 순환적으로 다양한 단위

에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재마다 배열된 음운 규칙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규칙이 다른 규칙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제시되지

않는 규칙들도 있다. 예를 들어, 경음화의 경우 각 등급에 걸쳐 아홉 가지

규칙이 제시되어 있는 대신 유음화 규칙이 4급 교재에만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구개음화, ‘ㄷ’ 첨가 등 규칙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본문에만

해당 규칙이 일어나는 어휘를 볼 수 있다.

연세대 교재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 본고에서는 교재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난이도 기준으로 조남호(2003) 「한국
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유음화1
1)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줄넘기를 해요.

유기음화4

1) 세계에는 아시아, 유럽을 비롯해서 모두 6대륙이 있다.

2)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이

다.

<표 17> 서울대 교재의 음운 변동 교육 내용

등급 음운 변동 교재에 제시된 예시

1급

콧소리되기 1 입니다, 큽니다, 밥맛, 십만
된소리되기 1 학교, 먹고, 듣고, 입고, 잡고
거센소리되기 1 무역회사, 책하고, 축하, 않고, 많고
흐름소리되기 1 한라산, 난로, 편리하다, 진리, 천리
콧소리되기 2 학년, 백년, 한국말, 국물, 국민
ㅎ소리 줄이기 1 좋아합니다, 넣어야, 쌓여, 놓여, 낳은
된소리되기 2 식당, 찍다, 있다, 꽃다발, 덥다
거센소리되기 2 맏형, 깨끗하고, 꽃하고, 좋다, 싫다
입천장소리되기 1 같이, 끝이, 햇볕이, 맏이, 해돋이
된소리되기 3 약속, 학생, 비빔국수, 몇 사람, 하십시오
거센소리되기 3 복잡했습니다, 연습하는, 입학, 좁혀서, 넓혔습니다

콧소리되기 3 음력, 침략, 정류장, 강릉,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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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재를 살펴보면, 음운 규칙이 다양한 단위에서 순환적으로 제시

되어 있으나 교재의 급수가 높아짐에 따라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고

1급에서 제시된 어휘가 2급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어휘 ‘같이, 끝이, 해돋이’, 유음화가 일어나는 어휘

‘일 년, 달나라’는 1급과 2급에서 똑같이 나와 있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해당 규칙을 습득하지 않을 수 있다. 단원마다 제시된

음운 규칙 항목이나 내용의 불균형도 볼 수 있다. 경음화의 경우, 폐쇄음

‘ㄱ, ㄷ, ㅂ’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시만 제시되고 ‘-을’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말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규칙이 제시되

지 않았다. 단원의 본문에서는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어휘가 나타나

지만 그 규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폐쇄음 뒤의 경음화에

해당되는 어휘의 설명이 나와 있어서 학습자들은 해당 규칙을 습득하지 못

콧소리되기 4 닫는다, 찾는다, 끝나고, 있는, 맛만
된소리되기 4 숙제, 맥주, 받지, 곧장, 잡지
거센소리되기 4 좋지, 싫지, 많지, 앉혔습니다, 꽂혀
흐름소리되기 2 물놀이, 실내, 일 년, 달나라, 칼날
콧소리되기 4 찍는, 먹는, 닦는, 박물관, 식물원

2급

거센소리되기 5 백화점, 익숙해졌습니다, 취직하러, 많고
거센소리되기 6 복잡하고, 연습해서, 졸업합니다, 김밥하고, 입학해요
거센소리되기 7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따뜻한, 않다, 싫다

거센소리되기 8 많지, 좋지, 하얗지요

된소리되기 5 받기, 6개월, 떡국, 먹고, 갈아입고
된소리되기 6 한복도, 떡도, 식당, 탔다, 곳도, 싶다
된소리되기 7 노약자, 숙제, 듣지, 청첩장, 잡지

된소리되기 8 옥수역, 약속, 몇 사람, 역사, 답십리역
콧소리되기 5 있나요, 닫는다, 끝나고, 장미꽃만
콧소리되기 6 한국말, 2학년, 먹는, 박물관, 찍는, 작년
콧소리되기 7 합니다, 이십년, 없는, 밥맛이, 십만 원
콧소리되기 8 양로원, 정류장, 종류, 종로, 음료수
흐름소리되기 3 연락, 신랑, 편리, 신라, 관람
흐름소리되기 4 일 년, 설날, 실내, 달나라, 줄넘기

입천장소리되기 2 곧이, 해돋이, 같이, 끝이, 밭이

<표 18> 연세대 교재의 음운 변동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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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음운 규칙의 항목을 살펴보면, ㄴ첨가, ㄷ첨가 규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경희대 교재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희대 교재에서는 음운 규칙이 일어나는 어휘의 난이도와 출현 빈도가

등급 음운 변동 교재에 제시된 예시

1급

경음화 1 비빔밥, 김밥
ㅎ약화 좋아해요, 기분이 좋아요
경음화 2 어젯밤부터요. 목감기에 걸렸어요.
경음화 3 1) 사진 좀 찍어 주세요. 2) 도와 줄 수 있어요?

2급

경음화 4 1) 비가 올 것 같아요. 2)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경음화 5 1) 그럼 어디에 주차할 수 있어요? 2) 약속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경음화 6
1)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2) 잘 모르겠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태권도를 가르칠까 해요.

3급

격음화 1 1) 노래를 진짜 못하거든. 2) 성격이 좋거든.

경음화 7
1) 다양한 레저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가 볼 만해요.

2) 제주도에 가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요.

비음화 1
1) 학교 근처에는 댄스학원이 없는 것 같아.

2) 앞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유행인가 봐요.

4급

경음화 8
1) 특별히 준비할 건 없고 가벼운 운동화만 있으면 돼.

2) 정말 값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유음화 1
1) 객실 내에서 발견된 분실물은 없는데요.

2)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비음화 2
1) 이번 달에도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네.

2) 자기에게 잘 맞는 휴대폰 요금제를 바꿔 보세요.
ㄴ첨가 집안일을 미루고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경음화 9
1)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2)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경음화 10
1) 대학원 공부는 어렵지 않아?

2)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처음 유학을 왔을 때였다.
비음화 3 1)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요. 2) 아랫니가 쑤시고 아파요.

격음화 2 가격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음화 2

1) 동물 실험이 질병을 예방하고 인류에게 도움 된다는 점

은 인정합니다. 2) 모르는 단어나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

어서 편리해요.

<표 19> 경희대 교재의 음운 변동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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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고려되어 있으나 각 규칙에 해당되는 학습 내용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경음화 규칙은 열 가지 하위분류로 나뉘

어 있지만 ‘-을’ 관형사형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시들이 지나치게 많아 보이

고 용언 어간말 뒤의 경음화에 해당되는 예시를 볼 수 없다. 비음화의 경

우, 파열음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어휘만 제시되어 있고 ‘ㄹ’의 비음화에 해

당되는 예시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음운 규칙과 제시된 예시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비음화 2’로 제시된 첫 번째 예시를 보

면 비음화가 일어나는 어휘를 찾아볼 수 없고, ‘경음화 10’의 두 번째 예시

에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어휘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세 개의 국내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음운 변동 규칙

내용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 설명

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지 않다. 교재마다 <발음>, <발음 연습> 등의 영역

이 구성되어 있지만 음운 규칙의 원리에 대한 설명, 즉 음절의 어떠한 위

치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고, 음절이 둘 이상 결합하여 단어를 이룰 때

다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가 본문에서 제시된 예시로만 음운 규칙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

고, 규칙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발음 교수·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28) 그리고 교재마다 배열된 음운 규칙의 내

용을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꼭 익혀야 할 몇몇 규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

다. 발음과 관련 내용이 초﹡중급 교재에 국한하여 나와 있어서 그 내용 중

에 모든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발음 오류

를 계속 범할 확률이 높다.

28) 이주희(2009)에서 실시한 ‘초급 발음 교재 및 수업’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허유라·박덕유(2012, p.372)에서 재인용).
(1) 교재의 발음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

① 만족하지 않는다 - 63%
②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5%
③ 만족한다 - 11%

(2) 사용 교재 불만족에 대한 이유
① 연습이나 활동이 없다 - 33%
② 설명과 제시가 간단하다 - 30.5%
③ 시청각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거나 없다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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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원 내 음운 규칙에 대한 내용은 본문 내용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허유라·박덕유(2012)에서 교사는 제시 단계에서 따로 텍스

트나 예문을 준비하기보다는 앞서 학습한 텍스트 중에서 무엇을 발음 학습

으로 선정할 것인지, 또한 그 규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희대 교재의 경우, 본문 텍스트

와 음운 규칙의 내용 간에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발음> 부분에서 나

와 있는 받침 ‘ㄹ’ 뒤의 경음화 규칙에 해당되는 예시가 본문 텍스트에 나

와 있지 않고, 더군다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단어 ‘닭갈비’ 발음이 받침

‘ㄹ’ 뒤의 경음화 규칙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

지 않다.

또한 교재에서는 연습 활동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학습자는 규칙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한다. 안영수(2016)는 학습자들에게 음운적인 어려움

을 덜해 주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연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들은 학습한 음운 규칙을 내재화하기 위해 교육 내용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학습자

들이 범하기 쉬운 발음 오류를 활용해서 다양한 연습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을 교육 목표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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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음성 산출 실험 분석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한국어의 자음 변동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음성 차이를 스펙트로그

램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음성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1. 자음 변동 적용 분석의 절차 및 방법

본 실험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문장 발화 시의 어휘 및 문법 형태소에

나타나는 자음 변동 적용 실태를 음성학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

로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발음 교육 지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국인 모어 화자 2명, 러

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음성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고 실

험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Þ

Þ

Þ

Þ

실험 도구 개발

예비 실험

본 실험

사후 인터뷰

결과 분석

<그림 1> 음성 산출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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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각 자음 변동을 하위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였고 단어와 단

어 경계, 곡용형(체언+조사), 활용형(용언 어간+어미)에 나타나는 자음 변

동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음화는 파열음 ‘ㅂ, ㄷ, ㄱ’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파열음의 비음화와 ‘ㄹ’의 비음화로 구분되어 있어

서 각 환경마다 바뀌는 비음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음화는 단어 경

계, 용언 어간+어미에 나타나는 순행적 유음화와 한자어와 외래어에만 나

타나는 역행적 유음화로 나누어 실험을 구성하였다. 경음화는 평파열음

‘ㅂ, ㄷ, ㄱ’ 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말 비음 ‘ㅁ, ㄴ’ 뒤의 경음화, ‘-을’ 관

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29)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음성 발화 실험을 할 때 자연스러운 발화를 저해하거나 전체적인 발화 속

도를 느리게 할 수 있어 문장 내 다소 발음하기 어려운 어휘는 제외하였으

며,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문장을 읽도록 하였다.30) 각 변동 음운이 포함된

30개의 단어를 짧은 문장에 넣어 30개의 문장을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순

으로 나열해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600개의 녹음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피실험자로 하여금 가능한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준 후 녹음을 실시하였고, 다른 학습자의 발음을 모

방하지 않도록 시간대를 달리하여 개인별로 녹음하였다.

선정된 문항 구성과 예시 문항을 제사면 다음과 같다.

1. 비음화

29) 본고에서는 ‘-을’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의존명사가 올 때 일어나는 경음화만 살
펴보았다.

30) 녹음을 실시할 때 잡음이 많이 들어가면 스펙트로그램 상에 음성파형이 선명
하게 나타나지 않아 최대한 잡음이 없는 상태로 녹음하였다.

자음 변동 하위분류 표시 예시

비음화
파열음의

비음화

ㅂ → ㅁ

입+맛 → [임맛]

밥+만 → [밤만]

돕+는 → [돔는]

ㄷ → ㄴ
빛+나다 → [빈나다]

옷+만 → [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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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음화

3. 경음화

듣+는 → [든는]

ㄱ → ㅇ

음식+물 → [음싱물]

약+만 → [양만]

먹+는 → [멍는 ]

‘ㄹ’의 비음화

ㄱ, ㅂ →

ㄴ

독립 → [동닙]

입력 → [임녁]
ㅁ, ㅇ →

ㄴ

심리학 → [심니학]

상상력 → [상상녁]

자음 변동 하위분류 표시 예시

유음화

순행적 유음화 ㄹ+ㄴ → ㄹ
실+내 → [실래]

끓+는 → [끌른]

역행적 유음화 ㄴ+ㄹ → ㄹ 편+리하다 → [펼리하다]

자음 변동 하위분류 표시 예시

경음화

파열음 뒤의

경음화

ㅂ+ㄱ, ㄷ →

ㄲ, ㄸ

입+국 → [입꾹]

밥+도 → [밥또]

잡+고 → [잡꼬]
ㄷ+ㅅ, ㅂ

,ㅈ → ㅆ,

ㅃ, ㅉ

콧+등 → [코뜽]

꽃+보다 → [꼳뽀다]

걷+자 → [걷짜]
ㄱ+ㅈ, ㅂ,

ㄷ → ㅉ, ㅃ,

ㄸ

학자 → [학짜]

책+밖에 → [책빠께]

먹+던 → [먹떤]

용언 어간말

비음 ‘ㄴ, ㅁ'

ㅁ, ㄴ+ㄷ,

ㄱ, ㅈ → ㄸ,

감+고 → [감꼬]

신+던 → [신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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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녹음한 파일을 wav형식으로 저장하여 컴

퓨터로 옮긴 후 한국어 자음의 음성파형에 따른 음향적 특징을 기술한 프

라트(Praat) 음향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운 변동이 실현되는 부

분만을 편집하고 분석하였다.31) 또한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래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가설 1. 자음 변동 미적용 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보이는 발음 오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자음 변동이 나타나는 단위 (단어 내부, 단어 경계, 곡용형, 활용

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학습자들이 해당 단위별로

비슷한 오류율을 보일 것이다.

2. 자음 변동 적용 양상 및 오류 분석

이 절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별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자음 변동별로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정리하였다. 또한 오류 양

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오

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2.1. 비음화

31) 본고에서는 각 자음 변동에 해당되는 세 가지 단위 중에 한 단위만 대표적으
로 스펙트로그램으로 표출하여 모어 화자의 스펙트로그램과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뒤의 경음화 ㄲ, ㅉ 남+지 → [남찌]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ㄹ/을’+ㄱ,

ㄷ → ㄲ, ㄸ

넘어질+거에요 →

[너머질꺼예요]

알 듯 모를 듯 →

[알뜯모를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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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화 실현 시 비음은 파형이나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

기 힘든 경우가 많다. 비음들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주파수 축의 맨

아래에 두드러진 포먼트가 보이는데, 이를 보통 반공명 주파수

(antiresonance frequency)32) 또는 비포먼트 (nasal formant)라고 하며, 모

음의 포먼트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으니 색의 진하기가 모음의 포

먼트보다는 더 흐린 것을 알 수 있다. 켄트(R. Kent) 외(1992)에 따르면 영

어의 /m/은 반공명 주파수가 750~1250Hz 범위 안에 있고, /n/은 1450~2200

Hz, /ŋ/은 3000Hz 이상에 관찰되어 있다. 한국어의 비음은 영어의 비음보

다 조금 더 높은데, 사람마다 구강구조가 달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볼 수 있

다. 신지영(2000)은 비음 중에 구강 쪽 관의 길이가 가장 긴 양순음 /ㅁ/의

경우는 가장 낮은 반공명 주파수를 갖게 되고 (1,000Hz 부근), /ㄴ/, /ㅇ/의

순으로 관이 짧아지게 되어 반공명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서 /ㄴ/은

2,000Hz 부근에, /ㅇ/은 3,000Hz 부근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람

에 따라서 반공명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음화 적용 여부를 확

정할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기로 하고, 스펙트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휴지(묵음구간) 여부에 따라 비음화 적용 기준에 의해 분석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들의 비음화의 적용 실태를 스펙트로그

램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녹음 자료는 모두

180개(단어 9개 x 피험자 20명)로, ‘입맛’, ’밥만’, ‘돕는’, ‘빛나는’, ‘옷만’, ‘듣

는’, ‘음식물’, ‘약만’, ‘먹는’의 9개 단어의 녹음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파열음 ‘ㅂ, ㄷ, ㄱ’이 비음 앞에서 비음

으로 바뀌는 파열음의 비음화 적용에 대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① ‘ㅂ’의 비음화

먼저 ‘입맛’, ‘밥만’, ‘돕는’의 파열음 ‘ㅂ’이 비음 ‘ㅁ’ 앞에서 비음화되어

‘ㅁ’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ㅂ’의 비음화를 하위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비음화가 일어나는

32) 반공명 주파수란 공명 주파수와는 반대로 에너지가 감폭되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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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계의 오류율은 35%, 체언+조사의 오류율은 50%, 용언 어간+어미의

오류율은 5%로 나타났다.

‘ㅂ’의 비음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 어휘 표준 발음 오류 양상 오류율

입맛(단어 경계) [임맏] [입맏] 35%

밥만(체언+조사) [밤만] [밥만] 50%

돕는(용언 어간+어미) [돔는] [도믄] 5%

<표 20> ‘ㅂ’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위의 표와 같이 ‘ㅂ’의 비음화에 대한 오류 형태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

이었다. 그 중에서 ‘밥만’의 경우 오류율이 가장 높고, ‘돕는’의 경우 오류율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같은 학습자가 ‘입맛’, ‘밥만’을 발음할 때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돕는’을 발음할 때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습

자가 단어를 읽을 때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인식이 없고 본인이 익숙한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입맛’ 발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입맛’의 스펙트로그램



-59-

<그림 3> 학습자 S3의 ‘입맛’의 스펙트로그램

한국인 모어 화자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비음화가 나타나는 /ㅁ/ 발음 구

간에서 파형이 고르고 서로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으며 반공명 주파수가

794Hz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S3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입]을 발음한 후

휴지를 두고 [맛]이라고 발음해서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

다. 이때 학습자의 /ㅁ/ 발화 구간에서 나타나는 파형이 불규칙적이고 구간

의 길이도 상당히 짧아 보이며 반공명 주파수가 3935Hz으로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서 관찰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어와 달리 러시아어에서는 장

애음과 공명음 사이에 음절연결제약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ㅂ’의 비음화를 학습하기 어려운 음운 규칙이다.

‘ㅂ’의 비음화 적용 시의 /ㅁ/의 반공명 주파수를 측정한 값은 아래 표와

같다. 비음화를 적용시키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 단어의 반공명 주파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습자 S8이 [도믄]이라는 발음 오류로 인해 반

공명 주파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N=한국인 모어 화자, S=러시아어권 학습자/ 단위: Hz

참여자

입맛: [임맏] 밥만: [밤만] 돕는: [돔는]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N1(여) [임맏] 1125 [밤만] 1273 [돔는] 1399
N2(남) [임맏] 794 [밤만] 855 [돔는]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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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ㅁ/의 반공명

주파수 측정값

위 표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음화를 적용한 학습자들의 /ㅁ/의 반공

명 주파수 평균값을 비교하면 ‘입맛’의 경우, 한국인 화자는 959,9Hz임에

비해 학습자들은 평균 922,8Hz로 약 37,1Hz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밥만’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값이 1064Hz, 학습자들의 평균값이

942Hz으로 약 122Hz 차이를 나타냈고, ‘돕는’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

값이 1135Hz, 학습자들의 평균값이 1075Hz으로 약 60Hz의 무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 한국인 화자와 학습자들의 반공명 주파수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② ‘ㄷ’의 비음화

‘빛나는’, ‘옷만’, ‘듣는’의 받침 /ㅊ/, /ㅅ/,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화

S1(여) [입맏] - [밥만] - [돔는] 1944
S2(여) [임맏] 938 [밤만] 829 [돔는] 964
S3(남) [입맏] - [밥만] - [돔는] 931
S4(여) [임맏] 876 [밤만] 805 [돔는] 928
S5(여) [임맏] 737 [밥만] - [돔는] 863
S6(여) [입맏] - [밥만] - [돔는] 775
S7(여) [입맏] - [밥만] - [돔는] 1190
S8(여) [임맏] 725 [밥만] - [도믄] -
S9(여) [입맏] - [밤만] 1568 [돔는] 1361
S10(여) [임맏] 1570 [밤만] 1515 [돔는] 1197
S11(여) [임맏] 684 [밤만] 681 [돔는] 1561
S12(여) [임맏] 983 [밤만] 771 [돔는] 796
S13(여) [임맏] 734 [밤만] 716 [돔는] 1172
S14(남) [입맏] - [밤만] - [돔는] 839
S15(여) [임맏] 1170 [밤만] 905 [돔는] 1322
S16(여) [임맏] 964 [밤만] 989 [돔는] 1131
S17(남) [임맏] 604 [밥만] - [돔는] 703
S18(남) [임맏] 1198 [밤만] 641 [돔는] 1193
S19(여) [임맏] 814 [밥만] - [돔는] 739
S20(남) [입맏] - [밥만] - [돔는] 817
평균값 N=959,5/ S=922,8 N=1064/ S=942 N=1135/ S=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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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ㄷ’의 비음화를 하위분류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경계의 오류율은 20%, 체언+조사의 오류율은 55%, 용언 어간+어미의

오류율은 25%로 나타났다. ‘ㄷ’의 비음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제시 어휘 표준 발음 오류 양상 오류율

빛나는(단어 경계) [빈나는] [빋나는], [비나는] 20%

옷만(체언+조사) [온만] [옫만], [옴만] 55%

듣는(용언 어간+어미) [든는] [듣는], [드는] 25%

<표 22> ‘ㄷ’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ㄷ’의 비음화에 대한 오류 형태는 표기대로 발음하거나 받침인 ‘ㅊ’, ‘ㄷ’

을 탈락해서 발음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옷만’의 경우 오류율이 가장

높고 ‘듣는’과 ‘빛나는’의 경우 오류율이 20~2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ㅂ’의 비음화 오류 양상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세 단어 중에 부분적으

로 비음화를 적용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체언과 조사 (‘옷만’) 사이에 나타

나는 비음화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

권 학습자의 ‘빛나는’ 발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한국인 모어 화자의 ‘빛나는’의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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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습자 S14의 ‘빛나는’의 스펙트로그램

한국인 모어 화자의 /ㄴ/ 발화 구간에 파형이 매우 규칙적이고 넓게 나타

나 있는 반면에 학습자 S14가 발성한 /ㄴ/의 파형이 짧고 불규칙적인 모양

을 들어나고 있고 /ㄴ/ 발화 구간 전에 /ㄷ/의 폐쇄구간과 파열띠가 보여

이는 학습자가 비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ㄷ’의 비음화에 해당되는 다른 예시 ‘옷만’의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입맛’과 같이 /ㅅ/과 /ㅁ/ 간에 휴지를 두고 발음한 학습

자들은 다수였다.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어 자음 체계에서는 /ㄷ/

과 /ㄴ/ 사이의 연쇄제약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이 음운규

칙을 인식하지 못하면 표기대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ㄷ’의 비음화 적용시의 /ㄴ/의 반공명 주파수를 측정한 값은 아래 표와

같다.

N=한국인 모어 화자, S=러시아어권 학습자/ 단위: Hz

참여자

빛나는: [빈나는] 옷만: [온만] 듣는: [든는]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N1(여) [빈나는] 2020 [온만] 2185 [든는] 2462
N2(남) [빈나는] 1319 [온만] 927 [든는] 1180
S1(여) [빋나는] 922 [옫만] - [든는] 909
S2(여) [빈나는] 1710 [온만] 1487 [든는] 1511
S3(남) [빈나는] 1050 [옫만] - [든는]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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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ㄴ/의 반공명

주파수 측정값

위 표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음화를 적용한 학습자들의 /ㄴ/의 반공

명주파수 평균값을 비교하면 ‘빛나는’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값이

1669Hz, 학습자들의 평균값이 1483Hz으로 186Hz의 크지 않은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옷만’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값이 1556Hz, 학습자들의 평

균값이 1551Hz으로 차이가 거의 안 보이지만, 비음화 적용 오류율이

55%(11명)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듣는’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

값이 1821Hz, 학습자들의 평균값이 1520Hz으로 약 301Hz의 차이가 크게

안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발음한 /ㄴ/의 반공명주파수가 기준 범

위에 가까워 비음화를 적용시켰지만 일부 학습자들이 발음 오류를 범하여

반공명주파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 S8, S11, S14가 [드

는], 학습자 S9, S14가 [비나는], 학습자 S16이 [옴만]이라는 발음 오류로

인해 반공명 주파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③ ‘ㄱ’의 비음화

S4(여) [빈나는] 1392 [온만] 1417 [든는] 1640
S5(여) [빈나는] 1336 [온만] 1190 [든는] 1593
S6(여) [빈나는] 2371 [옫만] - [든는] 1517
S7(여) [빈나는] 1770 [옫만] - [든는] 2127
S8(여) [빈나는] 1610 [옫만] - [드는] -
S9(여) [비나는] - [옫만] - [든는] 1958
S10(여) [빈나는] 1618 [옫만] - [든는] 3196
S11(여) [빈나는] 1430 [옫만] - [드는] -
S12(여) [빈나는] 1556 [옫만] - [든는] 2146
S13(여) [빈나는] 1584 [온만] 1201 [옫만] -
S14(남) [비나는] - [온만] 3074 [드는] -
S15(여) [빈나는] 968 [온만] 1097 [든는] 1457
S16(여) [빈나는] 1874 [옴만] - [든는] 1002
S17(남) [빈나는] 1862 [온만] 1981 [든는] 1067
S18(남) [빈나는] 1206 [온만] 964 [든는] 804
S19(여) [빈나는] 966 [옫만] - [든는] 808
S20(남) [빈나는] - [옫만] - [드는] -
평균값 N=1669/ S=1483 N=1556/ S=1551 N=1821/ S=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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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약만’, ‘먹는’의 받침 /ㄱ/이 비음 /ㅁ/, /ㄴ/ 앞에서 비음화되어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살펴보겠다.

‘ㄱ’의 비음화를 하위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경계의 오류율은 30%, 체언+조사의 오류율은 45%, 용언 어간+어미의

오류율은 25%로 나타났다.

‘ㄱ’의 비음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 어휘 표준 발음 오류 양상 오류율

음식물(단어 내부) [음싱물] [음식물] 30%

약만(체언+조사) [양만] [약만] 45%

먹는(용언 어간+어미) [멍는] [먹는], [머는] 25%

<표 24> ‘ㄱ’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ㄱ’의 비음화에 대한 오류 형태는 표기대로 발음하거나 활용형 ‘먹는’의

경우 받침/ㄱ/을 탈락해서 발음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약만’의 경우 오

류율이 가장 높고 ‘음식물’의 발음 오류율과 ‘먹는’의 오류율이 5%의 차이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ㅂ’의 비음화와 ‘ㄷ’의 비음화의

오류 양상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세 단어 중에 부분적으로 비음화를 적

용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체언과 조사 (‘약만’) 사이에 나타나는 비음화 오

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약만’ 발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ㅇ/ 발화 구간에 파형이 매우 짧

게 나타나 있고 포먼트 모양이 /ㅑ/ 포먼트와 /ㅁ/ 포먼트 모양과 비슷하

게 나타나 있다. 학습자 S11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약만’ 표기대로 발화

구간이 나타나 있고 ‘ㄱ’의 폐쇄구간과 파열띠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약만’ 발음의 스펙트로그램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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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인 모어 화자의 ‘약만’의 스펙트로그램

<그림 7> 학습자 S11의 ‘약만’의 스펙트로그램

‘ㄱ’의 비음화 적용시의 /ㄴ/의 반공명 주파수를 측정한 값은 아래 표와

같다.

N=한국인 모어 화자, S=러시아어권 학습자/ 단위: Hz

참여자

음식물: [음싱물] 약만: [양만] 먹는: [멍는]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N1(여) [음싱물] 2013 [양만] 2133 [멍는] 2071
N2(남) [음싱물] 1938 [양만] 2105 [멍는] 2112
S1(여) [음싱물] 2673 [약만] - [멍는]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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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들의 /ㅇ/의 반공명 주파수 측정값

위 표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음화를 적용한 학습자들의 /ㅇ/의 반공

명 주파수 평균값을 비교하면 ‘음식물’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값이

1975Hz, 학습자들의 평균값이 1830Hz으로 145Hz의 작은 차이를 볼 수 있

다. ‘약만’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값이 2119Hz, 학습자들의 평균값이

1842Hz으로 차이가 277Hz으로 거의 없지만, 비음화 적용 오류율이

45%(10명)으로 다소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먹는’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값은 2091Hz, 학습자들의 평균값이 1987Hz으로 약 104Hz의 미세한 차

이가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비음화를 적용시키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 단어의 반공명 주

파수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들의 반공명 주파수

값을 비교하면 일부 학습자들의 반공명 주파수 값이 800~1000Hz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ㅇ/보다 /ㄴ/에 더 가까운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

서 보았듯이, 러시아어는 한국어의 종성 /ㅇ/에 해당하는 [ŋ]이 없기 때문

S2(여)

S3(남)

[음싱물] 1313 [양만] 2718 [멍는] 2026
[음식물] - [약만] - [먹는] -

S4(여) [음식물] - [약만] - [멍는] 1543
S5(여) [음싱물] 2456 [양만] 2210 [멍는] 2739
S6(여) [음싱물] 2168 [양만] 1390 [멍는] 1779
S7(여) [음싱물] 2084 [양만] 1089 [멍는] 2726
S8(여) [음식물] - [약만] - [먹는] -
S9(여) [음식물] - [약만] - [먹는] -
S10(여) [음싱물] 1526 [양만] 1557 [먹는] -
S11(여) [음식물] - [약만] - [멍는] 2046
S12(여) [음싱물] 1597 [양만] 1317 [멍는] 2221
S13(여) [음싱물] 1259 [양만] 2352 [멍는] 2472
S14(남) [음싱물] 1836 [약만] - [먹는] -
S15(여) [음싱물] 2093 [양만] 2207 [머는] -
S16(여) [음싱물] 2434 [양만] 1811 [멍는] 2164
S17(남) [음싱물] 1395 [약만] - [멍는] 1307
S18(남) [음싱물] 1014 [양만] 1278 [멍는] 1989
S19(여) [음싱물] 1773 [양만] 2337 [멍는] 1545
S20(남) [음식물] - [약만] - [멍는] 778
평균값 N=1975/ S=1830 N=2119/ S=1842 N=2091/ S=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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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소리이며 /ㅇ/을 /n/으로 대체하거나 영어에서

의 /ng/라는 두 자음의 결합으로 인식한다. 특히 /ㅇ/이 받침 부분에 있는

경우, 학습자들에게는 발음하기 더 쉬운 /ㄴ/ 발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④ ‘ㄹ’의 비음화

‘ㄹ’의 비음화에 해당되는 ‘독립’, ‘입력’의 유음 /ㄹ/이 파열음 /ㄱ/, /ㅂ/

앞에서 비음화되는 경우와 ‘심리학’, ‘상상력’의 유음 /ㄹ/이 비음 /ㅁ/, /ㅇ/

앞에서 비음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독립’, ‘입력’의

경우 ‘ㄹ’의 비음화가 일어날 때 /ㄹ/이 비음화되어 [ㄴ]이 되면 환경이었던

파열음 은 /ㄴ/ 때문에 비음화된다.

‘ㄹ’의 비음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 어휘 표준 발음 오류 양상 오류율

독립(단어 내부) [동닙] [독립], [도닙], [돈닙] 40%

입력(단어 내부) [임녁] [입력] 15%

심리학(단어 내부) [심니학] [심리학] 35%

상상력(단어 내부) [상상녁] [상상력], [상상역] 35%

<표 26> ‘ㄹ’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ㄹ’의 비음화에 대한 오류 형태는 표기대로 발음하거나 ‘독립’같은 경우에

받침인 /ㅇ/을 탈락하거나 /ㄴ/으로 대체해서 발음하는 것이었다. 네 단어

중에 ‘독립’의 경우 발음 오류율이 40%으로 가장 높고 ‘입력’의 발음 오류

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리학’의 발음 오류율과 ‘상상력’의 발음 오류

율은 각각 3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ㅂ’의 비음화

와 ‘ㄷ’의 비음화의 오류 양상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네 단어 중에 부분

적으로 비음화를 적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독립’ 발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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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인 모어 화자의 ‘독립’의 스펙트로그램

<그림 9> 학습자 S8의 ‘독립’의 스펙트로그램

[그림 9]를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가 ‘독립’이라고 발음할 때 비음화가 일

어나 /ㅇ/ 발화 구간과 /ㄴ/ 발화구간에 규칙적인 모양의 파형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학습자 S8이 ‘독립’을 표기대로 발음하여 /ㄱ/의 폐

쇄구간과 /ㄹ/의 포먼트가 보인다.

‘ㄹ’의 비음화 적용 시 나타나는 반공명 주파수를 측정한 값은 아래 표와

같다.

N=한국인 모어 화자, S=러시아어권 학습자/ 단위: Hz

참여자 독립: [동닙] 입력: [임녁] 심리: [심니]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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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ㅇ/, /ㄴ/, /ㅁ/

반공명 주파수 측정값

한국인 모어 화자와 'ㄹ‘의 비음화를 적용한 학습자들의 반공명 주파수

평균값을 비교하면, 단어 ‘독립’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ㅇ/과 /ㄴ/의 평균

값이 각각 1734Hz, 1612Hz, 학습자들의 /ㅇ’/과 /ㄴ/의 평균값이 각각

1236Hz, 1198Hz으로 498Hz, 415Hz로 크지 않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입력’

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ㅁ/과 /ㄴ/의 평균값이 각각 1134Hz, 1698Hz, 학

습자들의 /ㅁ/과 /ㄴ/의 평균값이 1183Hz, 1212Hz으로 /ㅁ/의 반공명 주파

수 평균값의 차이가 없었고 /ㄴ/의 평균값의 차이는 486Hz으로 나타났다. ’

[상상녁]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발음

형태

반공명

주파수

값
N1(여) [동닙] 2196/2034 [임녁] 1058/2068 [심니] 1091 [상상녁] 2135
N2(남) [동닙] 1272/1193 [임녁] 1210/1328 [심니] 795 [상상녁] 2184
S1(여) [도닙] -/846 [임녁] 2341/2432 [심니] 2021 [상상녁] 1278
S2(여) [동닙] 1467/1275 [임녁] 1206/1256 [심니] 1153 [상상녁] 902
S3(남) [독립] - [임녁] 1127/994 [심리] - [상상력] -
S4(여) [동닙] 1273/1543 [임녁] 1007/918 [심리] - [상상녁] 996
S5(여) [동닙] 880/1317 [임녁] 898/791 [심니] 1356 [상상녁] 2285
S6(여) [돈닙] -/1139 [임녁] 1251/1188 [심니] 1394 [상상역] -
S7(여) [동닙] 1541/1462 [임녁] 931/1399 [심니] 994 [상상녁] 1581
S8(여) [독립] - [입력] - [심리] - [상상력] -
S9(여) [독닙] - [임녁] 1087/1209 [심니] 1091 [상사녁] -
S10(여) [동닙] 2108/2323 [임녁] 1606/1947 [심니] 1795 [상상녁] 1370
S11(여) [동닙] 1433/2177 [임녁] 1382/1490 [심리] - [상상력] -
S12(여) [동닙] 1241/825 [임녁] 1017/1450 [심니] 951 [상상녁] 1356
S13(여) [동닙] 752/781 [임녁] 739/774 [심니] 713 [상상녁] 726
S14(남) [독립] - [입력] - [심리] - [상상력] -
S15(여) [돈닙] -/854 [임녁] 1145/1094 [심니] 1610 [상상녁] 1031
S16(여) [동닙] 1052/964 [임녁] 1042/1002 [심리] - [상상녁] 826
S17(남) [동닙] 1256/671 [임녁] 1456/629 [심니] 1169 [상상녁] 1730
S18(남) [동닙] 849/971 [임녁] 966/1087 [심니] 693 [상상녁] 1099
S19(여) [동닙] 986/827 [임녁] 922/998 [심니] 805 [상상녁] 1344
S20(남) [독립] - [입력] - [심리] - [상상력] -

평균값
N=1734/1613

S=1236/1198

N=1134/1698

S=1183/1212

N=943/

S=1211
N=2159/S=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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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의 경우, 한국인 화자와 학습자들의 /ㄴ/의 반공명주파수 평균값이

각각 943Hz, 1211Hz으로 268Hz의 차이가 났고, ’상상력‘의 경우, /ㅇ/의 평

균값은 각각 2159Hz, 1271Hz으로 888Hz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파열음의 비음화와 달리 한자어에 나타나는 ‘ㄹ’의 비음

화 적용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네 단어는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발음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았다. 가

장 높은 오류율을 나타낸 단어 ‘독립’의 반공명 주파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ㅇ/의 반공명 주파수 값이 /ㄴ/의 반공명주파수 값에 더 가까

이 나타나 ‘ㄱ’의 비음화와 유사한 오류 양상을 볼 수 있다.

2.2. 유음화

유음 /ㄹ/은 자음 중에서 공명도가 높은 소리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소쉬

르의 간극도(aperture) 개념33)에 빗대어 볼 때 입을 벌리는 정도가 큰, 다

시 말하면 간극도가 큰 소리일수록 공명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유음 /ㄹ/

을 발음할 때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모음과 같은 공명이 만들어져서 잘 정

리된 포먼트 구조가 관찰되며 개구도를 나타내는 F1에서 먼저 에너지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던 비음화의 양적 분석과 달리 유음화의 경우, 측정 단위

없이 유음화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한국인 진

단자가 학습자들의 녹음 자료를 듣고 진단한 후에 연구자가 그 결과를 분

석하였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들의 유음화의 적용 실태를 스펙트로그

램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녹음 자료는 모두 60

개(단어 3개 x 피험자 20명)로, ‘실내’, ’끓는’, ‘편리하다’의 3 개 단어의 녹

음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유음화를 하위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되

33) 소쉬르는 파열음 (0도), 마찰음(1도), 비음(2도), 유음(3도), 고모음(4도), 중모음
(5도), 저모음(6도) 등으로 분류하였다(조남민(20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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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내’, ‘끓는’의 발음과 역행적 유음화에 해당되는 ‘편리하다’의 발음 오

류 양상이 다음과 같다.

제시 어휘 표준 발음 오류 양상 오류율

실내(단어 내부) [실래] [실내], [신내] 50%

끓는(용언 어간+어미) [끌른]
[끄른], [끈는],

[끌는]
75%

편리하다 (단어 내부) [펼리] [편리], [편니] 55%

<표 28> 유음화의 발음 오류

유음화에 대한 오류 형태는 표기대로 발음하거나 /ㄹ/을 탈락하거나 /ㄴ/

으로 대체해서 발음하는 것이었다. 세 단어 중에 ‘끓는’의 경우 발음 오류

율이 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비실험에서도 활용형 ‘잃는’의 경우

전체 학습자 중 과반수가 넘는 85%가 받침인 /ㄹ/을 탈락시키면서 [이는]

이라고 발음하였고 나머지 학습자들이 [일는], [이른]이라고 발음하여 유음

화를 적용시키지 못해 오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끓는’ 발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분

석하고 비교하였다.

<그림 10> 한국인 모어 화자의 ‘끓는’의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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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학습자 S5의 ‘끓는’의 스펙트로그램

한국인 모어 화자가 유음화를 적용할 때 발음하는 유음 [ㄹㄹ]이 보여주

는 포먼트 유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음, 비음, 전이음, 공명음 등이

나타내는 것처럼 전 구간에서 포먼트를 뚜렷하게 나타나 파형이 길고 정확

히 관찰된다. 학습자 S5가 발음한 [끄른]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유음화 적

용이 안 되어 ‘ㄹ’의 구간에서 나타나는 파형이 짧고 불규칙적인 모양을 띠

고 있으며 파형 색의 진하기가 위의 [ㄹㄹ]보다 더 흐린 것을 볼 수 있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유음화 오류 양상이 아래 표와 같다.

S=러시아어권 학습자

참여자
실내: [실래] 끓는: [끌른] 편리하다: [펼리하다]

발음 형태 발음 형태 발음 형태
S1(여) [실래] [끌른] [펼리하다]
S2(여) [실래] [끌른] [편리하다]
S3(남) [실내] [끈는] [편리하다]
S4(여) [실래] [끌른] [펼리하다]
S5(여) [신내] [끄른] [편리하다]
S6(여) [신내] [끄는] [편니하다]
S7(여) [실래] [끈는] [편니하다]
S8(여) [실내] [끄는] [편리하다]
S9(여) [신내] [끈는] [편니하다]
S10(여) [실래] [끈는] [편니하다]
S11(여) [실내] [끌는] [펼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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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유음화 오류 양상

 러시아어권 학습들이 나타낸 유음화의 평균 오류율을 보면 세 가지 단위

에서 50% 이상의 높은 발음 오류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어에서

비음과 유음 간의 연쇄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유음화 규칙을 인식

하지 못하면 표기대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활용형 ‘끓

는’의 경우 고급 학습자들도 상당히 높은 오류율을 보여 해당 규칙에 대한

학습과 연습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경음화

경음은 조음기관의 갑작스런 이완을 통해 방출되므로 파열이 시작하는 부

분과 끝나는 부분의 강도(intensity)와 높이(pitch)의 차이가 크며, 성대진동

시작시간(Voice Onset Time: VOT)의 길이가 평음이나 격음에 비해 짧다

는 특징을 갖고 있다.34) 경음화를 나타내는 스펙트로그램을 보면 개방파열

후에 후행하는 모음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성대진동 개방시간이 짧게 나타

난다.

또한 경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경음 앞에 폐쇄기간(Closure

duration)35)이 있다는 것이다. 손일권(2013)에 의하면 ‘감기’(cold)의 ’기‘ 앞

34) 카가야(Kagaya, 1974)에 의하면 파열음의 평균 성대진동개방시간은 경음
15ms, 평음 60ms, 격음은 160ms이다(손일권(2013)에서 재인용).

35) 폐쇄기간은 파열 지연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단어의 두 번째 음절에
경음이나 경음화가 오는 경우 첫 음절의 조음이 끝난 후 이어지는 음절두음의
파열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S12(여) [실내] [끌는] [펼리하다]
S13(여) [실래] [끈는] [펼리하다]
S14(남) [시내] [끄는] [편리하다]
S15(여) [실래] [끈는] [펼리하다]
S16(여) [실래] [끈는] [펼리하다]
S17(남) [실래] [끈는] [편리하다]
S18(남) [실래] [끌른] [펼리하다]
S19(여) [신내] [끌른] [펼리하다]
S20(남) [실내] [끈는]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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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폐쇄기간, 즉 묵음의 시간을 삽입하면 ’감기‘(washing)로 인식되는 반면

에 ‘감기’(washing)에서 폐쇄기간을 없애면 대부분의 청자는 ‘감기’(cold)로

지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성대진동시작시간을 한국어 파열음의 중요한 음향적 특성

으로 보지 않았다. 김(Kim, 1965)에서는 성대진동시작시간이 평음과 경음,

또 격음과 평음 사이에서 겹쳐지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파열음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평음, 격음, 경음이 구별되는 추가

특성으로 후행 모음에서 나타나는 파형의 진폭과 주기, 파열시 나오는 기

류의 세기 등을 들고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경음화의 적용 기준으로 성대진동시작시간 값을 측정하되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들이 어중 위치에서 경음을 발성할 때 나타나는

후행 모음 파형의 진폭, 파열 시 나오는 기류의 세기도 관찰하여 살펴보았

다. 이때 어중 위치 경음의 평균 성대진동시작시간의 기준 측정값은 다음

과 같다.

ㄲ ㄸ ㅃ ㅉ

12~30ms 11~22ms 13~30ms 30~60ms

다음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들의 경음화의 적용 실태를 스펙트로그

램으로 분석하여 VOT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녹음 자료는 모두 280개로 (단어 14개x피험자 20명), ‘입국’, ‘밥도’, ‘잡고’,

‘콧등’, ‘꽃보다‘, ’걷자‘, ’학자‘,’책밖에’, ‘먹던’, ‘감고’, ‘신던’, ‘남지’, ‘넘어질

거예요’, ‘알 듯 모를 듯’의 14개 단어의 녹음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① 파열음 ‘ㅂ’ 뒤의 경음화

먼저 ‘입국’, ‘밥도’, ‘잡고’의 종성이 파열음인 ‘ㅂ’ 뒤에 뒤음절의 초성인

장애음이 경음화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파열음 ‘ㅂ’ 뒤의 경음화를 하위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경음화

36) 이경희 외(2000:14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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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는 단어 내부의 오류율은 45%, 체언+조사의 오류율은 10%, 용언

어간+어미의 오류율은 45%로 나타났다.

‘ㅂ’ 뒤의 경음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 어휘 표준 발음 오류 양상 오류율

입국(단어 내부) [입꾹] [입국], [입쿡] 45%

밥도(체언+조사) [밥또] [밥토] 10%

잡고(용언 어간+어미) [잡꼬] [잡고], [잡코] 45%

<표 30> ‘ㅂ’의 비음화의 발음 오류

‘ㅂ’ 뒤의 경음화에 대한 오류 형태는 표기대로 발음하거나 파열음을 경음

화 대신에 유기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이었다. 세 단어 중에 ‘입국’과 ‘잡고’

의 경우, 발음 오류율이 각각 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밥도’의 경우

발음 오류율이 1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

았던 다른 자음 변동 오류 양상과 유사하게 학습자들이 세 단어에 경음화

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입국’ 발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2>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입국’의 [ㄲ]의 VOT값

한국인 모어 화자가 경음화를 적용할 때 발음하는 경음 /ㄲ/ VOT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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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s으로 짧은 수직줄무늬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ㄲ/ 앞에 폐쇄

구간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음의 음향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림 13> 학습자 S18의 ‘입국’의 [ㅋ]의 VOT값

학습자 S18이 발음한 [입쿡]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경음화 적용이 안 되

어 폐쇄 구간이 53ms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기음 /ㅋ/의 파형이 들

어간 기식 때문에 길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어에서는 무성 파열음이 나

란히 나타날 수 있으나 선행하는 파열음보다 후행하는 파열음 발성 시 경

도의 기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Ⅱ장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의 파

열음의 조음 과정과 달리 러시아어의 파열음 발성 시 구강으로 배출되는

공기가 조금 더 빨리 파열하게 되어 후행 파열음이 완전한 경음처럼 들리

지 않는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음과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ㅂ’ 뒤의 경음화 적용

시 나타나는 VOT값과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

N=한국인 모어 화자, S=러시아어권 학습자/ 단위: ms

참여

자
입국: [입꾹] 밥도: [밥또] 잡고: [잡꼬]

발음 형태 VOT 발음 형태 VOT 발음 형태 VOT
N1(여) [입꾹] 17 [밥또] 11 [잡꼬] 14
N2(남) [입꾹] 15 [밥또] 13 [잡꼬] 12
S1(여) [입꾹] 28 [밥또] 26 [잡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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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ㄲ/, /ㄸ/, /ㅉ/

VOT값 및 발음 형태

위 표를 보면 ‘감고’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의 평균 VOT값은 20ms,

학습자들의 평균 VOT값은 37,3ms로 약 17,3ms 차이를 보이고, ‘신던’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 VOT값은 12,5ms, 학습자들의 평균 VOT값은

27,6ms으로 약 15,1ms의 차이가 나타나 학습자들의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훨씬 긴 VOT값이 측정되었다. ‘남지’의 경우, 한국인 화자와 학습자들의

평균 VOT값은 각각 54ms, 84ms으로 30ms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 과반수

의 학습자들이 경음화를 적용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학습

자들이 비음 뒤의 'ㅈ'을 유기음화하여 [남치]라고 발음한 것으로 나타났

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파열음 뒤의 경음화에 해당되는 ‘걷자’, ‘학자’의 상

대적으로 낮은 오류율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어 자음

체계에는 파열음 /ㄷ/, /ㄱ/, 파찰음 /ㅉ/의 조음 위치가 같은 장애음이고,

러시아어 자음 체계에서도 조음 방법이 같은 장애음이기 때문에 학습자들

이 발음할 때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비음 뒤의 경음화를

적용하는 것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러시아어의 발음

의 편리상 공명음 /ㅁ/ 뒤에 경음 /ㅉ/보다는 유기음 /ㅊ/을 발음하기가 보

다 수월하다는 점이다. 이때 /ㅁ/ 발성 시 공기가 비강을 통과하면서 나오

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와 /ㅊ/으로 발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

S9(여) [감꼬] 28 [신떤] 17 [남찌] 55
S10(여) [감꼬] 28 [신던] 34 [남찌] 60
S11(여) [감꼬] 15 [신던] 30 [남치] 77
S12(여) [감코] 40 [신떤] 15 [남치] 66
S13(여) [감코] 42 [신던] 46 [남치] 136
S14(남) [감꼬] 30 [신던] 28 [남치] 84
S15(여) [감꼬] 24 [신던] 28 [남치] 72
S16(여) [감꼬] 30 [신던] 28 [남찌] 40
S17(남) [감코] 41 [신턴] 69 [남치] 107
S18(남) [감코] 86 [신던] 28 [남치] 106
S19(여) [감코] 40 [신던] 28 [남치] 98
S20(남) [감코] 44 [신던] 30 [남지] 73
평균값 N=20/ S=37,3 N=12,5/ S=27,6 N=54/ S=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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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한국어 평음, 유기음, 경음의 구별과 음운 변동에 대한 인식을 가

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러시아어 발음의 편의성에 따른 결과 위와 같은 오

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을’ 관형사형 어� 뒤의 의� 명사의 경음화

마지막으로 ‘넘어질 거예요’, ‘알 듯 모를 듯’의 ‘-을’ 관형사형 어미 뒤에

서 의존명사의 초성인 파열음이 경음화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를 하위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보이는 오류율과 오류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제시 어휘 표준 발음 오류 양상 오류율

넘어질 거예요 [너머질꺼예요]
[너머질커예요],

[너머질거예요]
85%

알 듯 모를 듯 [알뜯모를뜯] [알튿모를튿], [알듣모를듣] 40%

<표 38>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의 발음 오류 형태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에 대한 오류 양상은 파열음 /ㄱ/, /ㄷ/을

유기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이었다. ‘넘어질 거예요’의 오류율은 85%으로 상

당히 높게 나타났고, ‘알 듯 모를 듯’의 오류율은 40%으로 나타났다. 학습

자들이 주로 보인 발음 오류 양상은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파열음 발성

시 성대를 통과해 나온 공기의 양이 많아 유기음 /ㅋ/, /ㅌ/에 더 가까운

소리를 낸 데 기인한 것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알 듯’ 발음을 스펙트로그램으

로 분석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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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한국인 모어 화자의 ‘알듯’의 [ㄸ] VOT값

<그림 19> 학습자 S20의 ‘알듯’의 [ㄷ] VOT값

한국인 모어 화자가 경음화를 적용할 때 발음하는 경음 /ㄸ/의 성대진동

시작시간은 짧은 수직 줄무늬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음 /ㄸ/ 앞의

폐쇄구간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음의 음향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

다. 학습자 S20이 발음한 [알듣]의 스펙트로그램에서는 경음화가 적용되지

않아 폐쇄구간 없이 유성음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성대진동시작시간도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음과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을’ 관형사형 어미 뒤

의 경음화 적용 시 나타나는 VOT값과 발음 형태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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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한국인 모어 화자, S=러시아어권 학습자/ 단위: ms

위 표를 보면 ‘넘어질 거예요’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의 평균 VOT값은

14,5ms, 학습자들의 평균 VOT값은 47,4ms로 약 32,9ms의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의존명사 ‘알 듯 모를 듯’의 경우, 한국인 화자의 평균 VOT값은

17ms, 학습자들의 평균 VOT값은 30ms으로 약 13ms의 차이가 보여 상대

적으로 평균 VOT값이 짧게 나타나 대부분 학습자들이 경음화를 적용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에서 발음 오류율이 다르게 나

타난 이유는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에서 /l/과 /t/는 같은 조음 위치에 해당

참여자
� 어� 거예요:

[���� 예요]

� � � 를 � :

[� � 를 ]
발음 형태 VOT 발음 형태 VOT

N1(여) [너머질꺼예요] 10 [알뜯모를뜯] 15
N2(남) [너머질꺼예요] 19 [알뜯모를뜯] 19
S1(여) [너머질꺼예요] 21 [알뜯모를뜯] 21
S2(여) [너머질꺼예요] 13 [알뜯모를뜯] 11
S3(남) [너머질커예요] 41 [알튿모를튿] 39
S4(여) [너머질커예요] 49 [알뜯모를뜯] 18
S5(여) [너머질커예요] 75 [알튿모를튿] 61
S6(여) [너머질커예요] 69 [알뜯모를뜯] 20
S7(여) [너머질커예요] 63 [알뜯모를뜯] 21
S8(여) [너머질커예요] 54 [알뜯모를뜯] 22
S9(여) [너머질커예요] 43 [알튿모를튿] 31
S10(여) [너머질커예요] 55 [알뜯모를뜯] 15
S11(여) [너머질커예요] 36 [알튿모를튿] 34
S12(여) [너머질거예요] 49 [알뜯모를뜯] 15
S13(여) [너머질거예요] 36 [알뜯모를뜯] 17
S14(남) [너머질꺼예요] 21 [알뜯모를뜯] 16
S15(여) [너머질커예요] 35 [알뜯모를뜯] 21
S16(여) [너머질꺼예요] 30 [알뜯모를뜯] 16
S17(남) [너머질커예요] 79 [알튿모를튿] 35
S18(남) [너머질커예요] 54 [알듣모를듣] 90
S19(여) [너머질커예요] 63 [알튿모를튿] 28
S20(남) [너머질커예요] 62 [알듣모를듣] 69

평균값 N=14,5/ S=47,4 N=17/ S=30

<표 39> 한국인 모어 화자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ㄲ/, /ㄸ/ VOT값

및 발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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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치음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발음상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러시아어의 /l/과 /k/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다른 자음이고, 학습자들

이 /ㄹ/ 발성 시 공기가 구강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

와 후행 파열음 /ㄱ/이 [ㅋ]으로 발성하게 된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자음 변동의 유형별로 나타낸 평균 오류율은 아래

<그림 20>과 같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류율이 가장 높은 자음 변동은 ‘-을’ 관형사

형 어미 뒤의 경음화(62,5%)였고, 그 다음에 용언 어간말 비음 ‘ㄴ’, ‘ㅁ’ 뒤

의 경음화(61,6%), 유음화(60%), ‘ㅅ’, ‘ㅊ’, ‘ㄷ’ 뒤의 경음화(41,6%), ‘ㄷ’의

비음화, ‘ㄱ’의 비음화, ‘ㅂ’ 뒤의 경음화(33,3%), ‘ㄹ’의 비음화(31,2%), ‘ㅂ’

의 비음화(30%), 마지막으로 ‘ㄱ’ 뒤의 경음화(12,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자음 변동 안에서 일어나는 단어, 곡용형(체언+조사), 활용형(용

언 어간+어미)의 평균 오류율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0>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별 발음 평균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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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학습자들의 단어 및 활용형별 평균 오류율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의존명사에 나타나는 자음 변동 적용 오류율이

62,5%으로 가장 높고, 곡용형(체언+조사), 활용형(용언 어간+어미)에서 나

타나는 자음 변동 오류율이 각각 40%, 39,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단

어 내부, 단어 경계에 일어나는 자음 변동의 평균 오류율이 36,2%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2.4. 발음 오류 유형에 ! 른 자음 변동 적용 양상 및 분석

아래 <표 40>은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자음 변동별로 나타내는 발음 오

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 자음 변동 오류 유형 예시

1 ‘ㅂ’의 비음화
/ㅂ/과 /ㅁ/ 사이에

휴지를 두고 발음함
밥만[밤만]->[밥만]

2 'ㄷ‘의 비음화

변동이 일어나는 받침
/ㅊ/, /ㄷ/ 탈락

빛나는[빈나는]->[비나는]
듣는[든는]->[드는]

변동이 일어나는 받침
/ㅅ/을 탈락시키고
/ㅁ/으로 대체

옷만[온만]->[옴만]

3 ‘ㄱ’ 비음화 변동이 일어나는 받침 먹는[멍는]->[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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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는 50% 이상 발음 오류가 나타난 자음 변동은 다음과 같다.

1) ‘ㅂ’의 비음화: ‘밥맛’

2) ‘ㄷ’의 비음화: ‘옷만’

3) 유음화: ‘실내’, ‘끓는’, ‘편리하다’

4) ‘ㄷ’ 뒤의 경음화: ‘콧등’

5) 용언 어간말 비음 ‘ㄴ’, ‘ㅁ’ 뒤의 경음화: ‘감고’, ‘신던’, ‘남지’

6)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넘어질 거예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자음 변동별로 나타내는 오류 간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37)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살펴보면 모든 자음 변동

/ㄱ/을 탈락 [먼는]

4 ‘ㄹ’ 비음화
변동이 일어나는 받침
/ㄱ/을 탈락시키거나
/ㄴ/으로 대체

독립[동닙]->[도닙],
[돈닙]

5 유음화

유음화 대신에 비음화
적용

실내[실래]->[신내]
편리[펼리]->[편니]

변동이 일어나는 /ㄴ/
탈락, 받침 /ㅀ/을
/ㄴ/으로 대체

끓는[끌른]->[끄른],
[끈는]

6 ‘ㅂ’ 뒤의
경음화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 적용

입국[입꾹]->[입쿡]
밥도[밥또]->[밥토]

7 ‘ㅅ’, ‘ㅊ’, ‘ㄷ’
뒤의 경음화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 적용 콧등[코뜽]->[코틍]

받침 /ㅊ/을 탈락시키고
유기음화 적용 꽃보다[꼳뽀다]->[꼬포다]

8 ‘ㄱ’ 뒤의
경음화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 적용

학자[학짜]->[학차]
먹던[먹떤]->[먹턴]

9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 적용

감고[감꼬]->[감코]
신던[신떤]->[신턴]
남지[남찌]->[남치]

10
‘-을’ 관형사
형 어미 뒤의
경음화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 적용

넘어질
거예요[너머질꺼예요]->
[너머질커예요]
알 듯 모를
듯[알뜯모를뜯]
->[알튿모를튿]

<표 40>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의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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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ㅂ’의 비음화와 ‘ㄷ’의 비음화 간에만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첫 번째 가설이 부분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음 변동 평균 오류율 (# ) $ %

'ㅂ‘의 비음화 30%
0.495 0.05

‘ㄷ’의 비음화 33.3%

<표 41> 자음 변동별 오류간의 상관관계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나타낸 ‘ㅂ’의 비음화 오류 결과와 ‘ㄷ’의 비음화

오류 결과(r=0.495, p<0.05)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ㅂ’

의 비음화 오류를 나타낸 학습자들은 ‘ㄷ’의 비음화 오류도 유사하게 나타

냈다. 특히 학습자들은 곡용형에 해당되는 ‘입맛’, ‘옷만’을 발음할 때 /ㅂ/

과 /ㅁ/, /ㅅ/과 /ㅁ/ 사이에 휴지를 두면서 표기대로 발음하였다. 이는 러

시아어에서 장애음과 공명음 사이에 연쇄제약이 없고, 학습자들은 체언과

조사를 연속해서 발음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그림 21>에 나타나는 자음 변동별 평균 오류율을 보면

유음화, 용언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 ‘-을’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 오류

율이 각각 60%, 61.6%, 62.5%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 오

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38) 즉 유음화를 미적용 시

발음 오류를 범한 학습자들은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 ‘-을’ 관형

사형 뒤의 경음화를 적용하지 못해 발음 오류를 범하였다. 이 세 가지 음

운규칙을 보면 학습자들은 공명음 ‘ㄴ, ㄹ, ㅁ’ 뒤에 오는 자음 (비음, 장애

음)을 유기음처럼 발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어권 학

습자들은 비음과 유음 발성 시 구강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그대로 유지되면

서 나와 후행 파열음을 유기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자음 변동이 나타나는 단위별로 유의미한 차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

37) SPSS 분석은 측정이 가능한 비음화와 경음화만 하였고, 유음화를 분석하지
않았다.

38) 본고에서는 유음화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음 변동의 오류 간
의 상관관계를 평균 오류율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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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음화와 경음화에 대한 분석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석해서 살펴보았다.

자음 변동 & 위 '( & 위 )* S+ , /-

비음화

단어(내부, 경계)
반공명

주파수

1225.77* 553.85
1.414/

0.249
체언+조사 1046.00±335.50

용언 어간+어미 1135.00±367.90

경음화

단어(경계)

VOT

51.26±15.37

1.538/
0.209

체언+조사 46.00±19.18

용언 어간+어미 59.88* 29.22
‘-을’ 관형사형 뒤의

의존명사
52.08±16.86

<표 42> 자음 변동이 나타나는 단위 간 차이

위 <표 42>를 보면 먼저 비음화가 나타나는 단위에 따른 학습자들의 반

공명 주파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단어, 활용

형(용언 어간+어미), 곡용형(체언+조사) 순으로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

경음화가 일어나는 단위별 VOT값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학습자들의 오류는 활용형,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의존명사,

단어(내부, 경계), 곡용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두 번째 가설에 비추

어 보았을 때, 각 자음 변동이 나타나는 단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으나 학습자들이 그 단위별로 유사한 오류율을 보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자음 변동 오류 원인

외국어 학습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목표어 학습에

있어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코더(Corder, 1981)에서는 오류는 학습자의 목표 도달 정도,

언어 습득 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39) 학습자들이 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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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오류 중에서도 특히 발음 오류가 많기 때문에 발음 교육 지도를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발음은 언어적 습관으로서 다른 언어능력

에 비해 초기에 습관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발음

오류를 구분하여 그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발음 지도 교수 방법을 모색해

야 한다.

이 절에서는 음성 산출 실험을 통해 확인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한국

어 자음 변동 오류 양상과 사후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어권 학습자

들이 범하는 자음 변동 적용 오류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 음절구조 간에 차이가 커, 러시아어권 학

습자들이 나타내는 발음 오류 원인은 모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가 가장 많

다.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목표어의 규칙의 복잡성이나 잘못된 적

용으로 인해 스스로 범하는 발음 오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오류는 초

급이나 중급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학습자가 자음 변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발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굿(Gut, 2009)40)에서 제시한 음성적(phonetic) 접근과 음운

적(phonological) 접근에 따른 두 가지 발음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3.1. 음성적 ./ 에 ! 른 발음 오류

음성적 접근에 따른 오류는 모어와 목표어의 음운체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일어나며 음소 조음(articulation)과 관련이 있다. 즉 음성적(phonetic)

오류는 학습자가 모어 사용을 통하여 형성된 발음 습관 때문에 목표어의

39) 코더(Corder, 1981)에서는 오류는 다음과 같은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가. 교사에게는 학습자가 목표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으며 무엇을 더 가르쳐

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나. 연구자에게는 언어의 학습, 습득의 방법과 학습자가 목표 언어 학습에서 사

용하고 있는 전략과 과정을 암시해 준다.
다. 학습자 자신에게는 목표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가설이 타당

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40) Cho C.(2017: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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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를 정확하게 발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브라운(Brown, 2000)41)에

서는 언어 간 차이는 모든 학습자 오류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특히 제2

언어 학습 초기에 모어 간섭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제2 언어

체계에 익숙해지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끌어

들일 수 있는 언어적 체계는 모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크래션(Krashen, 1982)에 따르면 모어의 부정적인 간섭현상은 새로운 지식

이 부족할 때 학습자가 기존의 지식, 즉 모어에서의 지식을 가져오는 경우

잘 나타난다. 본 연구의 중·고급 학습자들의 발음 분석 결과, 음성적 오류

가 많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의 간섭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경음을 기식(01-2$03245)화하여 발음하는 오류

이 오류에 해당되는 자음 변동은 ‘ㅂ’ 뒤의 경음화, ‘ㅅ’, ‘ㅊ’, ‘ㄷ’ 뒤의 경

음화, ‘ㄱ’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말 비음 ‘ㄴ’, ‘ㅁ’ 뒤의 경음화, ‘-을’ 관형

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규칙이다. 학습자들이 파열음과 비음 뒤의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를 적용하는 이유는 편의에 따른 러시아어의 발음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는 무성 장애음의 연결이 허용되어 있지만,

선행 장애음보다는 후행 장애음 발성 시 경도의 기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나친 자음군을 회피하려는 경향 즉, 발음

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41) 이정희(2003:89)에서 재인용.

‘ㅂ’ 뒤의 경음화 오류 입국 -> [입쿡], 밥도 -> [밥토]
‘ㅅ’, ‘ㅊ’, ‘ㄷ’ 뒤의 경음화 오류 콧등 -> [코틍], 꽃보다 -> [꼳포다]
‘ㄱ’ 뒤의 경음화 오류 학자 -> [학차], 먹던 -> [먹턴]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 오류

감고 -> [감코], 신던 -> [신턴],

남지 -> [남치]
‘-을’ 관현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오류

넘어질 거예요 -> [너머질커예요]

알 듯 모를 듯 -> [알튿모를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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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는 공명음 /ㅁ/ 뒤에 경음 /ㅉ/보다 유기

음 /ㅊ/을 발음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 이때 /ㅁ/을 발성할 때 공기가 비

강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나와 /ㅊ/으로 발성

하게 된다. 사후 면담에서 학습자 S1은 경음화 규칙을 알고 있으나 습관이

돼 버려서 그렇게 발음하였다고 하였고, 학습자 S10은 /ㅁ/ 뒤에 /ㅉ/을 발

음하기가 불편해서 /ㅊ/으로 발음하였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평

음, 유기음, 경음을 구별할 수 있고 음운 변동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러시아어 발음의 편의성에 따른 오류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6 /을 /� /78 대체해서 발음하는 오류

‘ㄹ’의 비음화 독립 -> [돈닙]
‘ㄱ’의 비음화 먹는 -> [먼는]

이 오류에 해당되는 자음 변동은 ‘ㄹ’의 비음화, ‘ㄱ’의 비음화 규칙이다.

활용형 ‘먹는’에서 나타나는 ‘ㄱ’ 비음화, 단어 ‘독립’에서 나타나는 ‘ㄹ’ 비

음화 오류 형태는 받침을 누락하거나 /ㄴ/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앞서 보았

듯이, 러시아어는 한국어 종성의 /ㅇ/에 해당되는 러시아어 음소가 없기 때

문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소리 중에 하나이다. 특히 /ㅇ/이 받침에 있

는 경우,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더 쉬운 /ㄴ/으로 대체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사후 면담에서도 대부분 학습자들이 받침에 있는 /ㅇ/을 발음하기가

어려워 탈락하거나 잘못 발음한 것 같다고 하였다.

3.2. 음운적 ./ 에 ! 른 발음 오류

음운적 접근에 따른 오류는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음소의 잘못된 사

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음운적 오류는 학습자가 모어의 간섭과 상

관없이 목표어의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을 잘못 적용할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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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택시 기사에게

“종로 극장에 가 주세요.”라고 할 때 [종노] 대신에 [종로]라고 발음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되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음운적 오류는 학습자가 규칙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아서

발생하거나 규칙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음운적 오류는 음

성적 오류에 비해 교정하기 더 수월하다. 이는 학습자에게 음운 규칙에 대

한 명시적인 설명과 규칙을 충분히 학습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음운적 오류

를 범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음성적 오류는 모어 음소를

발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발음 습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어서 교정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제임스(James, 1998)42)가 제시한 오류 유형인 규칙의 불완

전 적용, 잘못된 유추에 의한 오류와 목표어 규칙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9: 전 적용

‘ㄷ'의 비음화
빛나는 -> [비나는]

듣는 -> [드는]

이 오류에 해당되는 자음 변동은 활용형에 나타나는 ‘ㄷ’ 비음화 규칙이

다. 이정희(2003)에 따르면 불완전 적용 오류는 목표어의 규칙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해 그 규칙을 부분적으로만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ㄷ’ 비음화의

42) 제임스(James, 1998)에서 제시한 목표어에 의한 오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잘못된 유추(false analogy): 새로운 항목 'B'를 ‘A'와 같이 가정하는 것.
나. 오분석(misanalysis): 새로운 항목을 목표어 지식이 아닌 모국어의 지식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

다. 형태소의 잉여적 사용(exploiting redundancy): 불필요한 형태소를 중복해
서 사용하는 것.

라. 공기제약의 무시(overlooking coocurrence restrictions).
마. 과잉 적용, 모니터 과사용(hypercorrection: monitor overuse): 목표어 표현
에서 단순한 표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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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형태는 학습자들이 받침 /ㅊ/, /ㄷ/을 /ㄴ/으로 발음하지 않고 받침을

누락한 것이다. 학습자들과의 사후 면담의 결과, 이러한 오류를 나타낸 과

반수의 학습자들은 한국인이 그렇게 발음해서 본인도 그렇게 발음하는 것

이 맞다고 생각해서 발음하였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용언 ‘빛’, ‘듣’ 뒤

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어서 받침을 누락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셈이다. 또한 테일러(Taylor, 1975)가 지적한 것처럼43) 학습자가 옳은 발음

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누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여 규칙을 잘 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② ;< 된 유=

유음화

실내 -> [신내]

끓는 -> [끈는]

편리하다 -> [편니하다]

이 오류에 해당되는 자음 변동은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규칙이

다.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형태를 보면 유음화 대신에 비음화를 적용하여

두 규칙에 대한 잘못된 유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

S4, S10, S13 등 비음화 규칙을 잘 적용하였으나 유음화의 경우 ‘ㄹ’을 비

음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끓는’의 경우 학습자들의 오류율(75%)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 오류에 대해서 많은 학습자들이 사후 면담에

서 겹받침 /ㅀ/ 때문에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③ 규칙의 복잡성

43) 테일러(Taylor, 1975)는 오류를 규칙의 확대, 언어전이, 번역상의 과오, 어원
불확실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오류의 결과에 따라 대치, 누락, 첨가로
나눈다. 대치는 올바르지 않은 형태를 사용한 경우이다. 누락은 꼭 필요한 형태
를 빠뜨린 것이다. 첨가는 불필요한 형태를 추가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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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의 비음화 옷만 -> [옫만]

‘ㅂ’의 비음화 밥만 -> [밥만]

이 오류에 해당되는 자음 변동은 곡용형에 나타나는 ‘ㄷ’의 비음화와 ‘ㅂ’

의 비음화 규칙이다. 학습자들은 특히 ‘체언+조사’ 형태에서 나타나는 비음

화를 적용하지 않고 표기대로 발음한 오류율이 높게 나왔다. 사후 면담에

서는 학습자들이 체언 ‘옷’, ‘밥’의 받침이 /ㄷ/, /ㅂ/이기 때문에 [옫만], [밥

만]이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음운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음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은 두

자음 간에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반면 러시아어에서는 조음 방법이 같은

자음들이 대립을 이루어 그들 간에 자음 변동이 일어난다. 즉 한국어에서

는 양순음 /ㅂ/, /ㅍ/, /ㅁ/, 치조음 /ㄷ/, /ㅅ/, /ㄴ/ 간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데, 러시아에서는 파열음 /b/, /p/, /d/, /t/, /g/, /k/, 마찰음 /v/, /f/, /z/,

/s/ 간에 조음 동화가 나타난다. 특히 ‘ㅂ’의 비음화의 경우 장애음과 공명

음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아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데, 러시아어권 학습자들

에게 이런 음운 변동은 학습하기 어려운 규칙 중에 하나이다. 그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오류는 /ㅂ/과 /ㅁ/ 사이에 휴지를 두면서 그대로 발

음하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어에서 장애음과 공명음 사이에 음절연쇄제약

이 없고 한국어의 /ㅂ/과 러시아어의 /p/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같

은 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휴지를 두는 이유는 후행 자음을 발음하는 법을 모르거나 더 잘 발음하려

는 의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음 변동별로 나타낸 오류를 보면 규칙의 부분적 적용 현상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해당 자음 변동 규칙이 모든 음운 환경

또는 단위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받은 발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음 변동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학습자

들은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곡용형, 활용형을 발음할 때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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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습득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직감 또는 언어 환경에서 들

었던 기억에 의존해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이 발음 오

류를 발견해 교정하지 못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오류를 빈번하게 보

인다.

이 장에서는 음성 산출 실험 분석과 사후 인터뷰 결과를 통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나타낸 자음 변동 오류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나온 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자음 변동 중에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발음 오류율이 가장 높고, ‘ㄱ’ 뒤의 경음화 발음 오류율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단위별로 보면 ‘-을’ 관형사형 어

미 뒤의 의존명사의 발음 오류율이 가장 높고, 단어 및 단어 경계의 오류

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때 자음 변동별로 나타나는 오류 간에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습자들이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단위

별로 비슷한 오류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의 원인을 음성적 접근과 음운적 접근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고, 음운적 오류보다 음성적 오류 유형이 더 많이 나

타났다. 음성적 오류 유형으로서는 학습자들이 경음을 유기음화하여 발음

하는 오류, /ㅇ/을 /ㄴ/으로 대체해서 발음하는 오류를 보았고, 음운적 오류

유형으로서는 ‘ㄷ’의 비음화의 경우 학습자들이 받침을 누락시키는 오류,

유음화 대신에 비음화를 적용하는 오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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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 변동 교육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 오류 양

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급별로 자음 변동 교육의 목표를 설

정한 후, 그에 적합한 자음 변동 교육의 내용을 기술하고 교수·학습 방법

을 설계하고자 한다.

1. 음운 변동 교육의 중요성 및 목표

1.1. 음운 변동 교육의 중요성

박숙희(2013)는 발음 교육 내용44)을 제시하면서 음운 변동이 단어의 발음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며, 음운의 결합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의 변동

과 개별 어휘들에 존재하는 여러 발음 관습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복

잡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어는 음절연쇄제약이 많아 음운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언어에 속한다. 이때 음운 변동이 하는 역할은 부적격한 음절연

결을 적격한 음절연결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박기영(2009)은 음운 변동 규칙이 교육이 발음의 정확성뿐 아니라 유창성

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음운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교수·학습

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의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다. 반대로 한국어 학습자가 그 음운 변동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발음

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대

한 평가도 떨어질 수 있다.

44) 박숙희(2013:17)는 아래와 같은 발음 교육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음운
→

발음

음절
→

발음

단어
→

발음

운소
→

발음

운율구
→

발음

문장
→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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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변동 학습이 말하기 능력과 문법 능력을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출현의 범위도 넓으며 교정 가능성도 높다. 한국어의 실제 발음 과정

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관찰하여, 그 속에 있는 규칙과 원리를 발견함

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

나이다. 음운론에서 이 음운 변동을 설명하는 일에는 각 음운 변동 과정에

대한 관찰, 음운론적 성격 및 동기의 규명, 규칙화하기 등과 같은 탐구 과

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효과적인 음운 변동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뚜렷한 교수·학습의 목

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의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음운 변동은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습자가 출현 빈도가 높은 단

어 속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규칙은 지킬 수 있으나, 단어와 문법 형태

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적용하지 않아 발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Ⅲ장에서 음성 실험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듯이 같은 ‘ㅂ’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입맛’의 발음 오류율이 35%, 곡용형 ‘밥만’의 발음 오류율

이 50%으로 다르게 나타나 학습자들이 이 자음 변동 규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예문에서 일어나는 비음화는 파열음 /ㅂ/, /ㄷ

/, /ㄱ/ 뒤에 후행하는 비음 /ㅁ/, /ㄴ/이 조음 방법에 닮아가는 동화 현상

으로 한국어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며 단어와 단어, 동사, 형용사와 연결어

미 사이에서 적용되는 매우 강력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한국어 비음화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발음 오류를 범하여 의사소통에 장애

를 일으킬 수 있다.

학습자가 음운 변동 규칙을 초기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내

재화시킨 후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

다. 더군다나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음운 변동의 오류와 교

정이 발음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모든 의사소통은 단어의 연속이며 단어의 발음을 결정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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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단어를 구성하는 각 형태소의 발음과 형태소가

단어를 구성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사

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단어 형태소의 발음

이 어떻게 되는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명

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형태

소의 표기형과 발음형을 구별하여 인식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2. 음운 변동 교육의 목표

양순임(2013)은 음운 변동 교육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첫째, 표기형과 발음형 간의 상호 전환성(convertibility)을 높이는 데

두는 것이다. 음운 교칙의 구조45)를 보면 발음형과 표기형이 일치하지 않

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그 두 가지 발음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

다. 이는 발음 교육에서 ‘분석적-언어적 접근법’이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

를 설명하게 된다. 음운 교칙의 표기형과 발음형에 대한 교수·학습할 필요

성은 음운 규칙의 교육은 말하기, 듣기뿐 아니라 읽기, 쓰기의 기능과도 통

합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둘째 목표는 음운 변동 교육은 문법, 어휘 교육과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위치는 주로 형태소 경계와 단어 경계

인데, 가장 전형적이고 강력한 변동 규칙은 곡용형과 활용형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의미적, 형태적 공통성에 기초하는 한자어 어휘에 음운 변동

이 많이 일어난다.46) 박기영(2013)에서는 음운 규칙 적용 단위의 확장을

45) 배주채(2013)는 음운 규칙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표시해 제시하였다.
'XaY → XbY' ('X'와 'Y' 사이에서 ‘a'가 ’b'로 바뀐다).
a: 입력, b: 출력, X, Y: 환경

46) 양순임(2013)은 ‘-력, -로, -료, -류, -량’의 접미시를 가진 합성어를 예로 들면
서 이러한 의미적 유연서, 형태적 공통성에 기초한 어휘장을 활용하여 음운 규
칙의 교수·학습의 효율성에 대해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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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특히 발음의 유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변동 규칙 교육은 전체적인 발음 교육의 목표와 같이 정확성과 유

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가 단어의 표기형과 발음형에 대한 차

이를 인식해야 하고 ‘끊어 읽기’를 하지 않도록 발음 연습을 하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김중섭 외(2016:32)에서는 ‘총괄 목표’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각 등급의 한

국어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며 각 등급의

세부 목표와 세부 내용을 총괄하여 기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중·고

급별로 구분하여 발음 영역의 총괄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등급 >? 목표

초급
1급

한국어의 자모의 음가, 음절 구조, 기본 문장의 억양을

원어민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2급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하여 천천히 발화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중급
3급

복잡한 음운 변동 규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개별 음운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4급
음운 변동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원어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고급
5급

억양에 나타난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6급 한국의 대표적인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3> 등급별 발음 영역의 총괄 목표 (김중섭 외, 2016:32)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음운 변동에 대한 교육은 주로 초·중급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음운

변동에 관한 내용은 각 음운 변동에 해당되는 어휘 제시, 발음 표기로만

한정되었다.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와 함께 어미와 조사

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보다 확장된

자음 변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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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앞서 기술된 내용과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발음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 자음 체계와

음절제약을 비교·대조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양상을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자음 변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음운 변

동 규칙과 어휘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양순임(2013)의 견

해를 받아들여 본고에서 설계한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음운 변동 교육

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음운 변동 교육의 목표 �

1. 초급 단계의 목표: 음운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음운 규칙이 적용된

기본적인 어휘를 천천히 발화하여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2. 중﹡고급 단계의 목표: 난이도가 높은 어휘 속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서 유창하고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고, 음운 변동

규칙의 예외를 잘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음운 변동 교육 내용의 위계화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학습자들의 등급별 교육 내용의 기준이 먼저 고

려되어야 하는데, 리처즈(Richards, 2001)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47)을 제

시하였다.

첫째, 난이도에 따라 배열한다. 이는 교육 내용을 배열하는 일반적이고 전

통적인 기준으로 단순한 항목에서 복잡한 항목으로, 난이도가 낮은 항목에

서 난이도가 높은 항목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둘째,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교육 내용을 실세계에서 사건이 일어나

47)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2012:5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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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으로, 쓰기에서는 작가가 브레인스토밍, 초고

작성, 교정, 편집의 순서를 글을 쓰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요구에 따라 배열한다.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따라 배열한다.

넷째, 학습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다음 단계의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것

이 무엇인가에 따라 교육 내용을 배열한다.

다섯째, 전체에서 부분, 부분에서 전체로 배열한다. 학습 내용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것을 먼저 학습하고 나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으로 이해하

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여섯째, 나선형 구조로 배열한다. 학습한 내용을 순환적으로 반복 제시하

여 학습 내용을 내재화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김영선(2005)은 발음 교재 구성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단원과 단원, 단원 속에서 제시될 학습 내용은 쉬운 것에서부터 난

해한 것, 사용 빈도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 학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것 순서로 배열한다.

둘째, 단원 속의 내용은 설명 과정이나 내용 전개상 연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발음 교육을 위한 모형은 ‘듣기 단계 - 수용(인지 및 이해)단계 -

발성 단계 - 확인 및 교정 단계’로 상정한다.

넷째, 단원별 학습 내용에 언어권별 차이점을 강조하여 제시한다.

다섯째, 표준어와 다른 각 지역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여섯째, 학습 내용과 관련되는 보조 자료를 예시하거나 직접 제시한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의 음운 변동 교육 내용은 위와 같은 선정 기준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학자들마다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다. 김형복

(2004)에서는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48)를 중요시하면서 그 순서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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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으로 첫째, 규칙의 학습 용이성, 둘째, 규칙의 사용 빈도로 하였다.

박기영(2009)은 발음의 유창성을 강조하면서 음운 변동 규칙의 필수적·수

의적 적용 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삼아 규칙 간의 교수·학습 순서를 결정

하였다. 그는 예외 없이 실현되는 필수적인 규칙인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 관형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를 우선

학습해야 하고 수의적인 규칙인 한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를 중급이나 고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장향실(2010)은 음운 변동 규칙의 교육 순서49)의 기준으

로 사용 규칙의 난이도, 사용 빈도, 일반화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규칙의

난이도를 먼저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 빈도가 높은 규칙이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이라면 그것을 나중에 가르치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은 하나의 규칙을 교육함으

로써 응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본적인 것을 먼저 교

육하고, 확장된 것을 나중에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장향실, 2010:439).

위의 연구들의 공통점은 음운 규칙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음운 규칙의 학

습 용이성, 사용 빈도, 난이도 등을 음운 변동 교육 내용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운 변동 교육은 어휘 교육과 연계하

여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순임(2013)에서 주장한

것처럼, 변동 규칙은 단어 확장을 돕고 단어의 확장은 변동 규칙의 내재화

를 돕는다는 점에서 둘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규칙이 나타나는 어

휘를 중심으로 하는 음운 변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휘와 음운

변동 규칙의 난이도, 출현 빈도가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 변동 교육

48) 김형복(2004)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음운 규칙을 제시하였다. ‘일곱 끝소리 되
기→겹자음 줄이기→소리 이음→ㅎ소리 줄이기→된소리 되기→콧소리 되기→거
센소리 되기→입천장소리 되기→흐름소리 되기→사잇소리 현상’.

49) 장향실(2010)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음운 규칙을 제시하였다. ‘평파열음 화→
연음→장애음 뒤 경음화→격음화→장애음의 비음화→자음군 단순화→설측음화
→설측음의 비음화→동일 조음 위치 장애음 탈락→ㅎ탈락→어간말 비음 뒤 경
음화→구개음화→관형형 {-을} 뒤의 경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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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규칙이 나타나는 어휘를 중심으로 교수﹡학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된 음운 변동 교육의 목표에 따라 김중섭 외

(2016)에서 제시된 표준 교육과정 설계의 원리 즉 등급의 적절성, 기술의

균형성, 적용의 실용성을 중심으로 자음 변동 교육 내용을 등급별로 위계

화하였다.

등급의 적절성은 학습의 등급 범주에 맞는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

자의 환경과 수준에 맞게 등급을 설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해당 음운 규칙이 일어나는 어휘의 난이도와 사용 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의 숙달도 등급을 고려해서 음운 변동 내용을 위계화해야 한다. 민

현식(2003)에서는 문법 지식을 선택하고 위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서 선택 시에 유용성(usefulness)과 빈도(frequency)의 관계를 규명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어교육 교사와의 인터뷰의 결과50)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국

어 통합교재의 해당 단원에 나타나는 음운 규칙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즉

교재의 급수에 따라 제시된 어휘, 문법과 표현, 문형 연습 속에 나오는 음

운 규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한다.
기술의 균형성은 교육 내용이 각 등급별로 점진적이며 순환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

육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포함시켜 각 등급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이

다. 김재욱(2009)에서도 나선형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문법

항목이 여러 단원에서 단계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학습자는 여러 단원

에 걸친 학습을 통해서 이 문법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동일한 음

운 변동 규칙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교수﹡학습되어야
50) 본 연구에서는 2018년5월20일에서 5월30일까지 한국어 음운 규칙 교육의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 5명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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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박기영(2009)은 유음화를 예로 들어서 음운 변동 규칙의 제시 방법을

소개하였다. 즉 유음화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하위분류되고,

각각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유음화를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박기영, 2009:19). 이처럼 각 음운 변동 규칙을

세분화하여 해당 규칙이 일어나는 어휘의 난이도, 출현 빈도를 고려하여

각 등급별로 순환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적용의 실용성은 교육 내용이 표준적인 공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춰 적절하고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 또한 자음 변동 교육과 연계하면 교육 내용을 설

계할 때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의 모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보았

듯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보여준 대부분 발음 오류 양상은 모어의 영

향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만 나타내는 특정 발음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등급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운 체계 비

교·대조를 함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보이는 발음 오류 유형에 따른 교육 내용을 학습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Ⅲ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

여 각 음운변동 규칙에 대한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2.1. 학습 등급@ 교육 내용 선(

본 절에서는 등급의 적절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맞게 음

운 변동 규칙 내용을 위계화하였다. 음운 변동 교육 내용을 등급별 위계화

하기 위해서는 Ⅱ장에서 분석한 한국어 통합교재, 조남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발간된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을 기준으로 하여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규

칙이 일어나는 어휘를 추출하여 등급별로 정리하였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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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규칙이 나타나는 어휘 항목은 강현화(2010)에서 제시된 결합형 문법

항목에 따라 제시하였다. 즉 해당 규칙이 나타나는 단어, 단어 경계와 함께

고빈도로 사용되는 곡용형, 활용형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2.1.1. 초급 & 계의 교육 내용

초급 학습자는 복잡한 자음 변동에 대한 이해 수준이 아직 낮으며, 모어

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어 정확한 발음에 있어 많은 부담을 느낀다. 이 단

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음 변동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자가 자음 변동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김중섭 외(2016)에서는 초급 단계에서의 발

음 교육의 총괄 목표는 음운 변동을 듣고 이해하며 천천히 발화하면 정확

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급 학습자가 자음 변동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범하는 발음 오류가 중·고급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의 자음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인식하도록 하고,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되는 ‘평음, 경음, 격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수·학

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경음화 규칙 내용

초급 학습자를 위한 경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을 아래 표

와 같이 제시하였다.

51) 위 교재의 단원에 나온 교육용 어휘를 다음과 같이 등급화하였다.
1) 한국어 통합교재:
1~2권 - 초급, 3~4권 - 중급, 5~6권 - 고급

2)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1단계(A등급) - 초급, 2단계(B단계) - 중급, 3단계(C등급) -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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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초급 학습자를 위한 경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

경음화 & 어 & 어 경계 A 용형 활용형

‘ㄱ, ㄷ,
ㅂB뒤

갑자기, 걱정,

걷기, 극장, 낙

지, 노약자석,

독서, 목도리,

똑바로, 맥주,

미역국, 밥솥,

복잡하다, 세탁

소, 숙소, 숙제,

숟가락, 식당,

식사, 십대, 약

국, 약속, 역사,

엽서, 옷장, 인

기 있다, 작동,

잡지, 접수, 직

진, 청첩장, 책

상, 축제, 출장,

택배, 특별, 하

숙집, (대)학

생, 학점, 해수

욕장

가족사진, 꽃다

발, 몇 번에, 몇

사람, 몇 시, 몇

잔, 목감기, 못

가요, 분식집,

생각 중, 옷가

게, 일곱 시, 중

국집, 초록빛,

하숙비, 한식집

가족들, 값도,

꽃과, 꽃들, 목

욕도, 반대쪽도,

밥도, 새벽부터,

생각보다, 소설

책도, 수박도,

시합도, 연극도,

저녁도

귀엽게, 넓지,

눕기 전에, 늦

거나, 늦게, 늦

었겠네요, (주사

를) 맞고, 듣고,

듣지만, 묻고,

맵게, 맵지만,

먹고, 덥습니다,

듣고, 받지 않

다, 붓고, 뵙겠

습니다, 쉽고,

쉽기 때문에,

아름답고, 어렵

지 않다, 없고,

읽습니다, 입고,

잡고, 짧고

‘� 을’
관형사
형 뒤

갈 거예요, 갈 기회, 갈 사람, 공부할 거예요, 구경할 곳, 내릴 곳, 내

리실 분, 늦을 거예요, 더러울수록, 만날 거예요, 만들 줄 알아요/몰

라요, 문의할 게, 살 지, 올 것 같아요, 올 수 있어요, 입을 거지요,

전화할게, 좋을지, 준비할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

할 줄 알아요/몰라요
사이시
옷에
의한
C

꽃값, 눈빛, 머릿결, 바닷가, 발가락, 뱃살, 불꽃, 불빛, 비빔밥, 숲길,

아랫집, 어젯밤, 오랫동안, 옷값, 윗집, 이삿짐, 햇빛, 후춧가루

한자어
국적, 상품권, 성격,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일정, 학생증, 항공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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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음운 규칙 중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어휘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음화, 유음화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음화가 일어나는 어휘 목록을 보면 파열음 ‘ㄱ, ㄷ, ㅂ’ 뒤의 경음

화가 적용되는 어휘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을’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한자어에 나타나는 경음화 순으로

나타났다. 음운 규칙이 일어나는 단위는 단어, 단어 경계, 곡용형, 활용형,

한자어, ‘-을’ 관형사형 뒤의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이며, 초급 단계에서 음운

변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위는 단어와 활용형이다.

파열음 뒤의 경음화의 경우, 음절연쇄제약으로 인해 어떤 장애음 뒤에서

다른 장애음이 경음화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때 경음화되

는 자음이 표기상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자음의 두 가지 발

성 유형인 평음과 경음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어에서 자음 간에 대립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한국어에서 자음 간에

대립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장애음의 ‘평음, 경음, 격

음’의 발성하는 법을 반복적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실제 발

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학습자가 습득해야 하는 것은 어느 장애

음 간에 연쇄가 허용되지 않는지와 그 장애음을 올바르게 발성하는 방법이

다.

‘-을’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의 경우, 대부분

의 기존 논문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규칙으로 선정하여 중﹡고급 단계에서

제시해야 하는 규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어 통합교재를

한 분석 결과, 초급 교재의 단원에 그 두 가지 규칙이 일어나는 어휘가 많

이 나타나 초급 단계부터 교수﹡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경음화가 일어나는

한자어는 주로 학습자가 자신의 한국어 숙달도와 상관없이 꼭 알아야 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학습 시간에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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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음화 규칙 내용

초급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을 아래 표

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5> 초급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

위 표를 보면 장애음 뒤 비음화가 일어나는 어휘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활용형, 단어 경계, 곡용형 순으로 출현 빈도가 나타났다.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어휘의 출현 빈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에게는 장애음의 비음화와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익히

도록 교수·학습해야 한다. 음절연쇄제약으로 인해 장애음과 비음의 연쇄,

장애음과 /ㄹ/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비음 때문에 어느 장애음

이 비음화되는지, 또 장애음과 /ㄹ/이 결합할 때 어떤 동화 현상이 일어나

는지를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학습자들이 비음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ㅂ,

ㅍ/이 비음 앞에서 [ㅁ]으로 동화되는 것, /ㄷ, ㅌ, ㅅ ,ㅆ, ㅈ, ㅊ, ㅎ/이

[ㄴ]으로, 그리고 /ㄱ, ㅋ, ㄲ/이 [ㅇ]으로 동화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

비음화 & 어 & 어 경계 A 용형 활용형

장애음
뒤

거짓말, 겉모양,

국내, 국립, 국

물, 국민, 대학

로, 바닷물, 박물

관, 밥맛, 빗물,

시립미술관, 앞

문, 옛날, 업무,

윗니, 잇몸, 작

년, 적립, 콧물,

학년, 학력, 한국

말, 한옥마을

귀국 날짜, 몇

명, 못 만나요,

못 먹어요, 밥

먹고, 백 년, 옆

마을, 육 만, 생

각나다, 십 년,

십만 원, 책 내

용, 첫눈에 반하

다, 출국 날짜

값만, 계획만,

꽃만, 맛만, 앞

만, 한 시간씩만

가깝네요, 같네

요, 끝나고, 닫

는, 닦는, 덥네

요, 듣는데, 맞

는, 먹네요, 먹

는, 없는, 웃는,

읽는, 입는, 짓

는, 찍는

‘ㄹ’의
비음화

강릉, 대통령, 등록금, 보험료, 양로원, 음력, 음료수, 입장료, 정리하

다, 종로, 종류, 정류장,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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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교수·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습자들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조음

위치가 같은 장애음과 비음 간에만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음

운 규칙에 따른 발음을 교육할 때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주목하

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가 음운 규칙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

음을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어권 학습

자들이 범하는 오류 원인 중에 하나는 모어에 익숙해진 자음 조음 방법 또

는 발음 편의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음 오류가 잘못된 발음

의 화석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두 언어의 음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어 자음 조음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유음화 규칙 내용

초급 학습자를 위한 유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을 아래 표

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6> 초급 학습자를 위한 유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

위 표를 보면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는 어휘의 출현 빈

도가 높지 않고 단어와 단어 경계에서만 적용된다.

유음화는 음절연결제약 때문에 ‘ㄹ+ㄴ’, ‘ㄴ+ㄹ’의 연결이 허용되지 않은

음운 규칙이며 모든 단어와 구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필수적 규칙이다.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두 가지어서 다른 음운 규칙에 비해 비교적 학

유음화 & 어 & 어 경계

순행적 실내
과일나무, 달나라, 돈을 넣다, 물놀이, 설날, 일 년, 잘

넣으세요, 칼날, 하늘나라, 한글날

역행적
권리, 난로, 신랑, 연락(처), 편리하다, 진료, 진리, 천리, 출입국관리사

무소,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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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기 어렵지 않는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Ⅲ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러시

아어권 학습자들이 높은 발음 오류율을 보였다. 발음 오류 양상으로서는 학

습자들이 유음화 대신에 비음화를 적용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습

자들이 유음화 규칙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유음

과 비음의 결합의 원리를 교수·학습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였다.

초급 단계의 음운 변동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초급 단계의 음운 변동 교육 내용

2.1.2. 중﹡고급 & 계의 교육 내용

중급 학습자는 음운체계와 음절구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내재화되어

음운

규칙
D 경 규칙 설명

경음화

① ‘ㄱ,ㄷ,ㅂ’ 뒤

◇ 곡용형(조사): 과, 도, 들, 보다, 부터

◇ 활용형(어미): -거나, -게, -고,

- 기 전에, -기 때문에, -습니다, -

습니까, -지만, -지 않다

② ‘-을’ 관형사형 어미: -(으)ㄹ의

존명사/자립명사, -(으)ㄹ거예요, -

(으)ㄹ 것 같다, -(으)ㄹ거지(요), -

(으)ㄹ게요,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줄 알다/모르다, -(으)ㄹ지

③ 사이시옷 (가락, 가루, 값, 길, 빛, 집)

④ 한자어 (권, 증 등)

○ 음절연쇄제약으로 인해 어느

장애음 뒤에서 다른 장애음이

경음화되는지 설명함

○ 장애음의 ‘평음, 경음, 격음’

의 발성하는 법을 반복적으로

교수﹡학습함
○ 곡용형, 활용형의 경우 체언

과 조사, 용언과 어미라는 문법

적 정보를 제공하며, 형태소 간

에 일어나는 경음화를 하위분류

로 나누어 교수﹡학습함

비음화

① 장애음 뒤

◇ 곡용형(조사): 만

◇ 활용형(어미): -네(요), -는, -는데

② 장애음+/ㄹ/

○ 음절연쇄제약으로 인해 장애음

과 비음의 연쇄, 장애음과 /ㄹ/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설명함.

○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 간에

비음화가 일어남을 설명함

유음화
① ‘ㄹ+ㄴ’

② ‘ㄴ+ㄹ’

○ 음절연쇄제약으로 인해 ‘ㄹ+

ㄴ’, ‘ㄴ+ㄹ’의 연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설명함



-116-

있지만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보다 오류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정희(2003)에 따르면 초급 단계에서는 주로

반복 연습이나 단기 기억 장치를 이용하여 그 음가를 개별적으로 암기하고

있지만, 중급 단계에서는 그 음가들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것보다는 유창

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고급 학습자는 초급과 중급 단계에서 학습한 음운체계, 음절구조, 기본 음

운 규칙을 거의 정확하게 인지하지만, 실제 발음에서 범하는 오류가 여전

히 나타난다. 물론, 고급 학습자의 발음 오류가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을 주

지는 않지만 원어민처럼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 발음을 하고자 하는 욕구

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급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성 실험의 결과, 대부분

의 발음 오류가 음운 규칙에 대한 부족한 인식, 모어의 영향으로 인해 나

타났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급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고난이도 음운 규

칙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하되 필요에 따라 특정 자음의 조음 방법, 모어와

의 대조·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 경음화 규칙 내용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경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경음화 & 어 A 용형 활용형

‘ㄱ, ㄷ,
ㅂB뒤

가입자, 각도, 각자, 개막식, 간접적,

결제, 계획성, 고속도로, 고속버스, 곧

잘, 곧장, 공식적, 교육자, 국제적, 궁

극적, 규칙적, 껍질, 꼭대기, 극복, 급

격, 눈길, 늦더위, 납골, 답장, 덕담, 덕

분, 도둑질, 독서, 뜻밖, 막상, 맞벌이,

무엇보다, 아

무것도, 생각

대로, 집조차

넓지, 눕자

마자, 맑지,

먹다가, 무

섭던데(요),

밟지, 아쉽

게도, 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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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경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

경음화가 일어나는 어휘 목록을 보면 파열음 ‘ㄱ, ㄷ, ㅂ’ 뒤의 경음화가

적용되는 어휘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이시옷에 의한 경

음화, 한자어, ‘-을’ 관형사형 어미 뒤에 나타나는 경음화 순으로 나타났다.

‘ㄱ, ㄷ, ㅂ’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목록을 보면 파생어 ‘간접적, 철

맥박, 목숨, 목적, 목사, 목소리, 몰두

하다, 몹시, 무조건, 문득, 물질, 밥솥,

법적, 복도, 복수, 복습, 비과학적, 사

회복지학, 석방, 선착순, 손가락질, 솔

직하다, 수집광, 습관, 습도, 습득하다,

실적, 악수, 압도, 액정, 억지로, 업적,

업종, 열정, 열중, 유적지, 일단, 입구,

입장, 입증, 적성에 맞다, 적성, 절대

로, 접속, 즉석, 지속적, 직장, 직접, 집

들이, 철학적, 축복, 축소, 충격적, 특

별, 특성, 특징, 특집, 풋과일, 학대, 학

벌, 학술, 학자, 한국적, 홀수, 확장, 확

정, 효과적

어 렵 거 든 ,

없던, 없도

록, 짧지, 춥

긴 하지만,

하고 싶대요

‘� 을’
관형사
형 뒤

갈 걸 그랬어요, 나올 정도로, 내릴 듯하다, 닥칠지라도, 묵을 곳, 벌

기회, 볼 수 있듯이, (스트레스) 풀 겸, 어찌할 바를 모르다, 할수록

용언
어 말
‘� ,� ’뒤

감고, 넘고, 삶지 말고, 신고, 심고, 젊고, 참고

사이시
옷에
의한 C

걱정거리, 관심거리, 길가, 길거리, 나뭇가지, 눈동자, 내과, 당뇨병,

말다툼, 문제점, 물결, 발걸음, 볼거리, 부잣집, 사업가, 사업자, 성인

병, 시냇가, 신문시가, 열기구, 외갓집, 이야깃거리, 일자리, 잠자리,

조리법, 줄거리, 지름길, 출발점, 치료법, 콧등, 퇴근길, 화병, 회원권

한자어

갈등, 갈증, 결정, 글자, 단점, 만점, 멸종, 민족주의, 물가, 발달, 발

전, 별도, 불법, 실제, 안과, 외과, 우울증, 인격, 인권, 일상, 자격증,

장점, 중독증, 재산권, 조건, 증권, 출세, 통증, 필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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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늦가을, 풋과일, 도둑질’, 합성어 ‘걱정거리, 지름길, 치료법’ 등 출현

빈도가 낮지 않다. 이 단계에서 ㄱ체언, ㄷ체언, ㅂ체언과 접두사 또는 접

미사가 구성하는 파생어, 사이시옷이 개입되는 합성어와 개입되지 않는 합

성어를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경음화가 적용되는 단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때 특히 합성어의 의미관계와 사이시옷의 개입의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문과 일어나지 않는 예문을 충분히 제시

해야 한다.

경음화가 일어나는 곡용형과 활용형의 경우, 교사가 평음 ‘ㄱ, ㄷ, ㅅ, ㅈ’

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미 목록52)을 참고하여 같은 장애음으로 끝나는 체

언과 용언 어간과 결합하여 제시한다.

52) 배주채(2013)에서 제시한 어미의 목록을 참조함.

파생어

접두사

풋-: 풋고추, 풋과일, 풋사랑

늦-: 늦가을, 늦벼, 늦보리

덧-: 덧가지, 덧붙이다

헛-: 헛기침, 헛수고, 헛되다

접미사

-적: 과학적, 한국적

-질: 도둑질, 손가락질

(한자어)-가: 사업가, -자: 기술자, 사업자

합성어

사이시

옷이

개입됨

1) A가 B의 시간: 어젯밤, 아침밥, 겨울밤, 봄비

2) A가 B의 장소: 길거리, 물고기, 산돼지, 코감기

3) A가 B의 용도나 목적: 담뱃갑, 돈벌이, 맥주병, 잠자리

4) A가 B의 기원이나 소유주(식물이나 사물): 나뭇가지, 눈동

자, 등불, 밀가루

사이시

옷이

개입되

지

않음

1) A와 B의 대등한 관계: 논밭, 비바람, 손발

2) A가 B의 모양: 구멍가게, 뱀장어, 이슬비

3) A가 B의 재료: 물거품, 유리병, 김밥, 페트병

4) A가 B의 수단이나 방법: 물장난, 볶음밥, 불고기, 칼국수

5) A가 B의 기원이나 소유주(사람이나 동물): 개고기, 여우비,

토끼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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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E조사’에서 일어나는 파열음 뒤의 경음화>

<‘용언 어 E어� ’에서 일어나는 파열음 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는 ㄴ용언, ㅁ용언과 평음 ‘ㄱ, ㄷ, ㅅ, ㅈ’으

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은 음운규

칙이다. 교사가 ㄴ용언, ㅁ용언의 목록을 참조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2) 비음화 규칙 내용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평음 조사: '대로, 도, 들, 밖에, 보다, 부터, 조차‘

ㄱ어�

-겠-(선어말어미), -건, -고, -고서, -고자-, -게, -거나, -거

니와, -거든, -기에, -길래, -기로서니(연결어미), -고 말고,

-구나, -군, -구먼, -게, -거라(종결어미), -기, -기는(명사형

어미)

ㄷ어�

-다가, -다시피, -더니, -더라도, -던데, -던지, -도록, -든, -

든가, -든지, -듯이(연결어미), -다, -다니까, -더라, -더구나,

-더냐, -데, -디, -던가, -던고(종결어미), -던(관형사형 어미)
ㅅ어� -사옵-(선어말어미), -습니다, -습니까

F 어�
-자옵-, -잖-(선어말어미), -자-, -자마자-, -지(연결어

미), -자, -지, -지요(종결어미)

� 용언 신다, 안다, 껴안다

� 용언

감다(눈을), 감다(머리를), 검다, 남다, 넘다, 담다, 뿜다, 삼다,

숨다, 심다, 참다, 품다, 다듬다, 더듬다, 머금다, 보듬다, 일삼

다, 가다듬다, 쓰다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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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비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

위 표를 보면 장애음 뒤 비음화가 일어나는 어휘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

고, 활용형과 곡용형의 출현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하지만 앞

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이 ‘체언+조사’에서 일어나는 비음화 오류를 많

이 나타낸 이유는 체언의 받침을 그대로 발음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다수였

기 때문에 중급 단계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곡용형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음의 비음화가 적용되는 ‘용언 어간+어미’에

해당되는 예문을 제시할 때 조음 방법이 같은 장애음과 비음이 연속될 때

일어나는 비음화의 예문을 제시한다.

비음화 & 어 & 어 경계 A 용형 활용형

장애음
뒤

격려, 국무, 넉넉

하다, 덕목, 독립,

막내, 막론하다,

묵념, 소꿉놀이,

숙면, 숙명, 식량

난, 식료품, 식목

일, 악마, 악몽,

앞날, 얽매이다,

윷놀이, 입력, 폭

력, 협력, 확립,

훗날

깜짝 놀라다, 결

혼식 날, 교육 모

델, 딱 맞다, 복

많이 받으세요,

사고를 내다, 수

백 년, 육 리터,

집 문제, 한턱내

다

사업만큼, 집

집마다

굶어죽는, 돕

느라, 맑네,

믿는, 빼앗는,

얻는다

‘ㄹ’의
비음화

결속력, 경력, 경쟁력, 능력, 동료, 등산로, 맹렬하다, 명랑하다, 박람

회, 발생률, 상류, 상상력, 설득력, 수강료, 수업량, 승리, 시청률, 식

료품, 심리, 양력, 염려, 영리하다, 영향력, 원심력, 의견란, 인상률,

잡곡류, 장래성, 장려, 장례, 장르, 저항력, 적응력, 정신력, 점령하

다, 표현력,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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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방법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표기 /ㅂ,G / /ㄷ,H ,ㅅ,I ,F ,� ,J / /ㄱ,K ,L /
발음 [� ] [� ] [6 ]

용언 어간+어미
잡는[잠는]

덥네[덤네]

걷는다[건는다]

찾니[찬니]

깎는[깡는]

먹네[멍네]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어휘의 출현 빈도가 초급 단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ㄹ’의 비음화가 주로 한자어에서 적용되고, 김종덕(2017)에서

지적한 것처럼 ‘겹비음화’가 일어난다. 학습자들에게는 ‘ㄹ’ 비음화의 두 가

지 변동을 제시할 때 /ㄹ/이 비음화되어 /ㄴ/이 되면 환경이었던 장애음은

/ㄴ/ 때문에 비음화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즉 장애음과 비음 뒤

에 /ㄹ/이 놓이면 장애음, 비음과 동시에 /ㄹ/도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3) 유음화 규칙 내용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유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50>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유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교육용 어휘
목록

위 표를 보면 순행적 유음화보다 역행적 유음화가 나타나는 어휘의 출현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유음화 & 어 & 어 경계 활용형

순행적

고무줄놀이, 배울 나이, 별나

다, 사물놀이, 용기를 내다,

주말 내내, 화를 내다,

끓는, 잃는

역행적

곤란하다, 관람, 관련, 관리, 근래, 근로, 난리, 논란, 논리, 단련하다,

반란, 분량, 분리, 신라, 언론, 연령, 온라인, 원래, 인력, 인류, 전람회,

전래, 전략, 진로, 한류, 혼란, 훈련



겹받침 용언: 넓다->넓네[널레], 끓다->끓는[끌른], 핥다->핥니[할리]

‘ㄹ’ 받침 용언: 만들다->만드는, 울다->우는, 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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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의 음성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활용형에

서 일어나는 순행적 유음화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특히 겹받침

이 있는 용언의 경우 일부인 /ㅎ/, /ㅂ/이 탈락되면서 유음화가 적용되는

규칙과 받침에 /ㄹ/이 있는 용언의 경우 /ㄹ/이 탈락되어 유음화가 일어나

지 않는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수·학습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

가 있다.

<‘용언 어 E어� ’에서 일어나는 순행적 유음화>

유음화 교육이 다소 까다로운 이유는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간의 차이

때문이다. 김종덕(2017)에서는 ‘원룸’, ‘신라면’을 예로 들면서 이 단어들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모

어 화자들이 역행적 유음화를 적용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원눔], [신나면]

이라고 발음하거나 심지어 표기대로 [원룸], [신라면]이라고 발음한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러한 음운 규칙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

해서 학습하지 않고, 그 음운 규칙을 무조건 적용해서 발음하면 한국인 모

어 화자들에게 그 발음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급 단계에서는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나

신조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을 파악하여 염두에 두고, 실제 담화 상황

에서 자연스럽고 유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발음 교육 지도를 해야 한

다.

중﹡고급 단계의 음운 변동 교육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운 규칙 D 경 규칙 설명

경음화
① ‘ㄱ,ㄷ,ㅂ’ 뒤

◇ 곡용형(조사): 대로, 조차

○ 경음화가 일어나는 파생어

와 합성어를 분류하여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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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중﹡고급 단계의 음운 변동 교육 내용

2.2. 발음 오류@ 교육 내용 선(

학습 등급별 선정된 교육 내용과 함께 러시아어권 학습자들만 범하기 쉬

◇ 활용형(어미): -고 싶대(요), -거

든, -게도, -긴 하지만, -다가, -던,

-던데(요), -도록, -자마자, -지

② ‘-을’ 관형사형 어미: -(으)ㄹ걸

그랬어(요), -(으)ㄹ겸, -(으)ㄹ듯하

다, -(으)ㄹ수록, -(으)ㄹ수 있듯이,

-(으)ㄹ정도로

③ 사이시옷 (가, 가지, 거리, 결,

병, 자, 점)

④ 한자어 (과, 증 등)

고, 합성어의 의미관계와 사이

시옷의 개입의 여부 간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면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문과 일어나지 않

는 예문을 제시함

○ 평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미 목록을 참고하여 같은 장

애음으로 끝나는 체언, 용언 어

간과 결합하여 제시함

○ ㄴ용언, ㅁ용언의 목록을 참

조하여 어미와 결합하여 다양

하게 제시함

비음화

① 장애음 뒤

◇ 곡용형(조사): 만큼, 마다

◇ 활용형(어미): -네(요), -느라, -는

② 장애음+/ㄹ/

○ ‘용언 어간+어미’에 해당되

는 예문을 제시할 때 조음 방

법이 같은 장애음과 비음이 연

속될 때 일어나는 비음화의 예

문을 제시함

○ ‘겹비음화’를 명시적으로 설

명함

유음화

① ‘ㄹ+ㄴ’

② ‘ㄴ+ㄹ’

○ 활용형의 경우, /ㅎ/, /ㅂ/이

탈락되면서 유음화가 적용되는

규칙과 받침에 /ㄹ/이 있는 용

언의 경우 /ㄹ/이 탈락되어 유

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규칙 설

명함

○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예

외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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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발음 오류를 교육 내용으로 삼아 이를 순환적으로 교수﹡학습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어교육 교사들도 나라별로 특정한 발음이 안 되는 발음이 있

어 이를 개별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본고의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중심으로 주된 교육 내

용으로 삼을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모어의 자음

체계의 간섭으로 인해 일정한 오류 양상을 보여, 이를 학습 단계와 상관없

이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 경음의 기식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낸 오류 양상은 경음화 적용 시 경

음을 기식화하여 발음한 것이다.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에는 장애음의 ‘평

음, 경음, 격음’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고습 학습자들도 이 장애음의 발성

이 잘 안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경음화가 일어나는 어휘를 발

성할 때만 이러한 발음 오류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

지 않는 어휘를 발음할 때도 발음 오류를 범한다. 예를 들어, 평음 ‘ㄱ, ㄷ,

ㅂ’이 초성인 경우 경음 [ㄲ], [ㄸ], [ㅃ]처럼 발음하고 파열음이나 비음 뒤

의 경음을 기식을 넣어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집

중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오류 발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음 오류 양상 오류 예시 교육 내용

‘ㅂ’ 뒤의 경음화

오류
입국 -> [입쿡], 밥도 -> [밥토]

선행 장애음 뒤 후행

장애음 발성 시

기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계적

연습을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함

‘ㅅ’, ‘ㅊ’, ‘ㄷ’ 뒤의

경음화 오류

콧등 -> [코틍], 꽃보다 ->

[꼳포다]

‘ㄱ’ 뒤의 경음화

오류
학자 -> [학차], 먹던 -> [먹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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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별 교유 내용

2) M성 /6 / 오류

러시아어 자음 체계에는 비음 /ㅇ/에 해당되는 음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발음으로 학습자들은 종성인

/ㅇ/을 /ㄴ/으로 대체하는 오류를 많이 범한다. Ⅲ장에서 분석한 발음 오류

결과를 보면 많은 학습자들은 ‘ㄱ’의 비음화와 ‘ㄹ’의 비음화가 얼어나는 어

휘 ‘음식물’, ‘약만’, ‘먹는’, ‘독립’에서 비음화를 적용하되 /ㅇ/ 대신에 /ㄴ/

을 대체하여 [음신물], [얀만], [먼는], [돈닙]이라고 발음하였다. 즉 학습자

들은 음운 규칙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특정한 발음이 안 되면 발음 오류를

범하게 되는 법이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종성 /ㅇ/을 잘 발성하기 위해

/ㅇ/의 조음 방법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어의 /n/과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3. 자음 변동의 발음 지도 방안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하고 유창하게 의사

소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범하는 오류를 발견하여 교정해 주는 것

이 발음 교육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발음 오류의 유

형과 원인을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발음 지도 방안의 수

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

오류

감고 -> [감코], 신던 -> [신턴],

남지 -> [남치]

선행 비음, 유음 뒤

후행 장애음 발성 시

기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연습을

지도해야 함

‘-을’ 관현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오류

넘어질 거예요 -> [너머질커예요]

알 듯 모를 듯 -> [알튿모를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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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활용하여 발음을 효과적으로 교정

하기 위해 노리쉬(Norrish, 1983)의 5단계의 교정교육 방법(‘DDEPP':

Demonstrate errors; Demonstrate correct forms; Explain; Practice

exercises; Perform activities)을 기반으로 자음 변동 교수·학습의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앞서 오류 분석 결과를 참조해서 학습자들에게 발음 오류를 발견할 수 있

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들이 나타내는 발음 오류를 식별하여 ‘조음 초점 접

근법’(Focus on Articulation)을 통해 자음 변동 발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발음 오류를 보여주고 학습자들

로 하여금 그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

다.

자음 변동 교수·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 자음 변동 교수·학습 방법

3.1.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N&

오류 진단 단계는 전체 교육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텍

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각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발견하여 분류하도록 한

다. 코더(Corder, 1981)는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교

& 계 학습 과( 학습 내용

오류 N&
자음 변동 자료 제시 및 학

습자들의 오류 발견

읽기·듣기 영역에서 발음

진단용 자료 제시
오류 제시

및

교(

분류된 오류를 제시 및 수

정

범한 오류와 정확한 발음을

비교하여 오류의 양상 파악

설명

조음 초점 접근법 이용, 모

국어와의 비교·대조를 이용

하여 제시

오류 원인에 따라 자음 조

음법 파악 및 모국어와의

차이점 파악
연습 및 수

행

실제 맥락에서의 자음 변동

적용

쓰기·말하기 영역에서 자음

변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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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류를 판정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은애(2006)에서는 발음 오류 진단 방법으로는 학습자가 발화하는 것을

교사가 바로 청취하며, 진단은 면대면 진단과 녹음을 통한 진단, 실험음성

학적 진단을 제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학습자들

의 연습 및 수행 단계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첫 학습자가 발화

하는 것을 교사가 바로 청취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이때 발음 진단용 문장은 학습 등급에 따라 단어 내부와 단어 경계,

곡용형, 활용형에서 일어나는 자음 변동이 포함된 다양한 문장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발화하고, 교사는 오류를 정확

하게 판단하여 분류해야 한다.

발음 진단용 자료는 읽기·듣기 영역에서 제시될 수 있다. 읽기 영역에서

는 교사가 학습자의 발화를 듣고 오류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듣기 영역에

서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받아쓰고 교사가 그들이 쓴 문장에서 오류를 발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영역에서 문장을 제시하였을 때 학습자들이 자음

변동의 ‘발음형’과 ‘표기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한 알 수 있다.

김은애(2006)에서 제시된 교사를 위한 오류 기록표를 재활용하면 아래

<표 54>와 같다. 이때 학습자들의 오류를 발음형과 표기형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때 렌게커(Langacker, 1972)에서 제시된 음운의 표시(/ /)와 음성의

표시 ([ ])를 이용한다.53)

53) 렌게커(Langacker,1972)에서 음운 변동을 제시한 기저 음운 표(underlying
phonological representation)와 표면 음성 표시(phonetic representation)로 나누
어 설명한다. 변동 규칙이 적용되기 전 기저형은 음운으로 보고 / /로 표시하고
변동 규칙이 적용되어 생성되는 표면형은 음성으로 보고 [ ]로 표시하였다(신
현숙(2016:92)에서 재인용).

학습자
비음화

‘ㅂ’의 비음화 ‘ㄷ’의 비음화 ‘ㅂ’의 비음화 ‘ㄹ’의 비음화

발음 표기 발음 표기 발음 표기 발음 표기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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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화를 사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발음 오류 진단용 문장을 제시한다.

① O기 P 역에서 N& 용 문장 제시

학습자의 자음 변동 규칙에 대한 발음 오류를 진단하기 위해서 변동이 적

용되는 단위를 짧은 문장에 넣어 해당 문장을 읽는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읽은 내용을 듣고 앞서 제시된 오류 기록표의 ‘발

음형’ 셀에 학습자의 발음을 적는다.

다음 문장을 크게 읽어 보세요.

1. QR 만에 고향에 다시 와 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2. 앞만 보고 달리자!

3. 은퇴를 하면 나는 제일 먼저 요리 학원에 등록S C 이다.

② 듣기 P 역에서 N& 용 문장 제시

읽기 영역과 달리 듣기 영역에서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진단하기 위해 음

운 규칙이 적용되는 문장, 담화 단위가 아니라 단독 단어를 듣게 하여 쓰

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는 듣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발음과 표시

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교사는 학습

자가 쓴 단어의 오류를 발견하여 오류 기록표의 ‘표기형’ 셀에 적는다.

S2

S3

<표 54> 비음화 규칙 오류 기록표

다음 단어를 잘 듣고 쓰세요.

1. 십년 4. 작년 7. 옷마다

2. 앞만 5. 겉만 8. 등록

3. 씹는 6. 걷는다 9. 꽃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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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습자들의 오류 제시 및 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분류하여 정리한 후

학습자들에게 그 오류를 제시한다. 학습자는 주로 자신이 어떤 자음 조음

을 어려워하고 자주 틀리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어 구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오류 항목을

제시하여 정리하게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정희(2003)에서는 특히

고급 단계에서 새롭게 학습하는 문법 항목의 대부분이 초﹡중급에서 학습한

기본적인 항목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많이 틀리는 것

들을 기초로 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항목들을 정리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학습자들의 오류를 제시한 후 바로 오류를 교정하여 같이 제시한다. 이는

리스터(Lyster, 2004)에서 명시적 교정(explicit correction)이라고 하여 즉,

학습자에게 형태 오류를 명확하게 지적하거나 교정된 형태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나타낸 발음 오류 항목들과 교정된 형태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a) 오류: [사용량]

(1b) 교정 후: [사용냥]

(2a) 오류: [등록하다]

(2b) 교정 후: [등녹하다]

(3a) 오류: [십년마네]

(3b) 교정 후: [심년마네]

(4a) 오류: /암만/

(4b) 교정 후: /앞만/

(5a) 오류: /씸는/

(5b) 교정 후: /씹는/

(6a) 오류: /부언만/, /부엉만/

(6b) 교정 후: /부엌만/

3.3. 오류에 대한 명시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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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오류 설명을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과 음

절구조를 비교·대조하는 것과 조음 초점 접근법을 통해서 제시한다. 앞서

보았듯이, 학습자들이 나타낸 발음 오류는 주로 음성적 오류인데 이는 모

어와 목표어의 구조적 차이, 모어의 음소의 조음 방법에 익숙해진 발음 습

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이다. 본 연구에서 조음 초점 접근법 (Focus on

Articulation)은 롱(Long, 1998)에 의해 제안된 형태 초점 접근법 (Focus

on Form)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형태 초점 접근법은 학습자들이

문법 규칙과, 어휘, 음운, 형태 등의 언어적 요소들에도 주목하게 하여 입

력 자료의 이해를 돕고 발화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다.54)

따라서 조음 초점 접근법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자음 조음 방법에 집중하

여 정확한 발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음 변동의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자음 변동이 일어날 때 대체되는 자

음의 특징 즉,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음절연쇄제약 등 익힐 수 있도록 교

수·학습한다. 예를 들어, ‘ㅂ’의 비음화를 설명할 때 먼저 한국어의 장애음

/ㄷ/, /ㅂ/, /ㄱ/과 공명음 /ㄴ/, /ㅁ/, /ㅇ/을 제시하면서 이들 간의 연쇄가

허용되지 않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자음에 대한 음운 정보를 인식하지 못

하는 학습자는 자음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발음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할 것이다. 이때 러시아어에는 장애음과 공명음의 연쇄가 허용되어 있으

며 한국어의 비음화와 달리 조음 방법이 같은 자음 간에 일어나는 동화

(assimilation)의 예시를 제시하여 한국어의 자음 변동과의 차이점을 명시

적으로 설명한다.

(1) 한국어의 ‘ㅂ’의 비음화의 예시

</ㅂ/ E /� /, /� /, /6 /> � T 용U 지 V 음.

가. 입맛->[임맏], 국물->[궁물]

나. 밥만->[밤만]

다. 굽는->[굼는]

54) 홍진혁(2017:3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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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어의 자음동화의 예시

</ㄱ/, /ㄷ/, /ㅂ/ E /� /, /� /, /6 /> � T 용U 어 있7 나 </W/,

/X/, /Y/, /Z/ E /[ /, /\ /, /3/, /1/> T 용U 지 V 음

가. копна [kʌpna], потный [potnyi], к мужу [kmuzhu]

나. травка [trafkʌ], губка [gupkʌ]

경음화의 경우, 평음 ‘ㄱ, ㄷ, ㅂ, ㅅ, ㅈ’이 각각 경음 ‘ㄲ, ㄸ, ㅃ, ㅆ, ㅉ’로

바뀌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과 러

시아어의 장애음을 대조하여 비교한다. 이때 러시아어의 무성 장애음 ‘k, t,

p, s’가 한국어의 경음 ‘ㄲ, ㄸ, ㅃ, ㅆ’과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경음화를 적용할 때 후행 경음이 유기음으로 발성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다.

(3) 한국어의 ‘ㄷ’ 뒤 경음화의 예시

</ㄷ/, /ㅅ/, /F / E /ㄱ/, /ㄷ/, /ㅂ/, /ㅅ/, /F /> � T 용U 지 V 음

가. 돋보기->[돋뽀기], 옷고름->[옫꼬름]

나. 꽃보다->[꼳뽀다]

다. 벗고->[벋꼬]

(4) 러시아어의 자음동화의 예시

</\ /, /3/, /- /, /1/ E /\ /, /3/, /- /, /1/> � T 용U 어 있7 나 </X/,

/Y/, /] /, /Z/ E /\ /, /3/, /- /, /1/> T 용U 어 있지 V 음.

※후행 무성 자음 발음 주의

가. откос [ʌtkʰos], утка [utkʰʌ]
나. дубки [dupki], сделать [zdelʌt']

조음 초점 접근법에서 교사가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특정 자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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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위치와 변별적 자질이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개념 자체를 가르치는 것

이 아니라 두 자음이 변동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이 경음화를 적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발음 오류는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습

자들이 음운 규칙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스펙트로그램

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22>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입국’의 [ㄲ]의 VOT값

교사가 두 가지 스펙트로그램을 비교하여 학습자의 발화 구간에 나타나는

<그림 23> 학습자의 ‘입국’의 [ㅋ]의 VO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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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의 파형에 주목하도록 한다. 또한 경음 /ㄲ/이 가지고 있는 ‘긴장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학습자가 /ㅂ/ 뒤에 /ㄱ/을 발화할 때 그 ‘긴장성’을 어떻

게 조정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학습자가 경음의 조음법의 특징을 잘 습득하기 위해 무의미한 경음

화가 일어나는 자음 결합을 제시하여 ‘기계적 연습’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

다.

압가, 압다, 압사, 압자, 압바

옥다, 옥가, 옥사, 옥자, 옥바

웃가, 욷다, 욷사, 웇자, 웃바

3.4. 연습 및 수행

연습 및 수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나타낸 발음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다양한 연습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 단계의 목표는 학습자가 연습을 통하

여 발음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새로 습득한 발음을 자기 자신의

발음으로 고정화하는 데 있다. 팔메(Palmer, 1957)가 언어 학습의 세 가지

과정, 즉 지식이나 자료를 받아들이는 과정, 반복해서 그것을 기억 속에 고

착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기술이 될 때까지 실제적인 상황에

서 연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

서는 연습의 중요성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 수업 시간 중에 이 단계에

할애되는 시간이 가장 많아야 한다.

본 절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자음 변동 교육 내용

과 발음 지도 방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습 과제의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

다. 연습 과제는 쓰기, 말하기, 읽기 영역을 통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

운 변동 원리 차이를 지각하는 활동과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과 관련된 활동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1) 음운 변동 원리를 지^ 하는 연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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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은 자음 변동이 일어날 때 서로 대체되는 자

음의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음절연쇄제약을 익혀야 한다. 학습자들은 자

음 변동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해 다양한

연습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① O기 P 역에서 자음 변동 규칙을 발_ 하는 활동

러시아어권 학습자가 한국어의 자음 변동의 원리, 러시아어의 자음 변동

과의 차이를 인지하기 위해 읽기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음운 규칙이 적

용되는 단어, 문장,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구드

먼(Goodman, 1967)55)에 따르면 읽기는 표집(sampling), 예측(predicting),

점검(testing), 예측한 내용 확인(confirm), 수정(revising)의 단계를 통해 내

용의 의미를 파악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학습자가 읽기 활동을 통해 음

운 규칙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어휘와 정형화된 표현을 습득할 수 있다.

읽기와 통합된 음운 변동의 연습 활동으로서는 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읽은 내용을 말로 요약하기, 지문을 요약하기 등 활동을 들 수 있다.

<활동 과제1> 밑줄 친 동사의 발음에 주의하면서 아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①과 ②의 발음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① 손을 잡아요. 문을 닫아요. 꽃을 꽂아요. 밥을 먹어요. 배를 깎아요.

② 손을 잡는다. 문을 닫는다. 꽂을 꽂는다. 밥을 먹는다. 배를 깎는다.

<활동 과제2> 다음 텍스트를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55) 용경화 외(2016:77)에서 재인용.

이 책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유망 직종으로 분류된 직업들을 구체

적인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많은 직업들이 시대에 따라 새로

생겨나고 유망한 직업으로 인기를 끌고, 또 사라졌음을 새삼 느낄 수 있다.

그 중에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직업들도 꽤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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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위 활동을 통해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규칙이 일어나는 다양한

어휘를 접하면서 음운 규칙을 의식적으로 주목하게 되어 그 규칙이 어떤

음운적 환경에서 일어나는지를 발견하여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글에 대한

질문을 읽고 답할 때 텍스트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어휘와 표현을 그대로 발음하게 되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를 바로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다.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중에 하나는 단어와 단어 경계와

곡용형의 경우 학습자들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와 단어 경계, 체언

과 조사의 경계 구간에 휴지를 두고 발음하여 음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휴지는 발화 속도(speech rate)와 관련 있는 것이며, 헤

이케(Heike(1985)에 따르면 발화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발화하는 음절의

양을 의미하며 조음 속도(the rate of articulation)는 전체 발화에서 휴지

시간을 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56) 따라서 학습자들은 휴지를 두지 않고

조음 속도를 유지하면서 음운 규칙을 적용시키기 위해 양순임(2014)에서

제시된 끊어 읽기 위치를 조절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6) 이향(2017:116)에서 재인용.

안내원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버스 요금을 받고 벗의 행선지를 안내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 버스 안내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8년이었는데 지

금의 항공기 승무원 이상으로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그러다가 경제 발전을 위

해 전 국민이 노력을 기울이던 1960년대에 들어 여기저기 큰 길이 놓이고 버스

들이 하나 둘씩 늘면서 버스 안내원이라는 직업이 일반화되었다. 그 후 버스에

자동문을 비롯한 각종 자동화 기기가 설치되면서 버스 안내원은 설 자리를 잃

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 텍스트를 읽어보고 음운 규칙이 적용된 부분을 적어 밑줄로 쳐 보세요.

2.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3. 버스 안내원은 시대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1920년대 ➔     1960년대 ➔     1980년대



-136-

<활동 과제3> 사선으로 끊어 읽는 위치를 잘 보고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

요.

위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두 문장의 발음의 차이를 인시하고 음운 규칙이

적용하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여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의미 단

위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된다.”57)

② ` 기 P 역에서 자음 변동의 ‘표기형’을 지^ 하는 활동

학습자가 자음 변동 규칙의 다른 ‘발음형’과 ‘표기형’을 인식하고 내재화하

는 것은 자음 변동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자음 변동의

발음형을 연습하는 것은 말하기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자음 변동의 표기형

을 연습하는 것은 쓰기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태까지 음운 규칙 교

육 관련 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적 접근법에 기반한 발음 교육의 주요 기능

인 말하기는 물론, 듣기에 대한 연습 활동을 강조해 왔다.58) 장아남(2016)

은 음운 규칙의 사용과 지각은 말하기 과정 및 듣기, 이해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음운 규칙 교육에 있어서 쓰기

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음 변동의 표기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결국 해당 변동이 나타나는 언어 단위를 올바르게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쓰기와 통합된 자음 변동의 연습 활동으로서는 비담화적 연습 또는 기계

적 연습을 들 수 있다. 신성철(2017)에서는 기계적 연습은 특정 오류가 발

57) 양순임(2013:161) 참조.
58) 정명숙(2002)에서는 발음은 음성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말하기와 가장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면서 음성 언어의 정확한 이해를 목
적으로 하는 듣기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1) ㄱ. 밥만 주세요. [밥 / 만 / 주세요].

ㄴ. 밥만 주세요. [밤만/ 주세요].

(2) ㄱ. 사진이 잘 나왔어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ㄴ. 사진이 잘 나왔어요. [사진이/ 잘라와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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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소위 ‘외과 치료법(surgical remedy)'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비음화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연습 활동을 제시한다.

<활동 과제 4> 다음 단어와 문장59)을 듣고 적어 보세요.

이 연습은 앞의 단계에서 학습한 음운 변동 규칙이 나타나는 단어들만 받

아쓴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적 연습도 학습자들에게 목표 구문에 더

욱 익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활동이라 볼 수

있다. 학습자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어휘, 곡용형 또는 활용형을 듣고 발음

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고 두 자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어휘의 틀린 표기형을 텍스트나 문장에 넣어

학습자가 올바른 표기형으로 수정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

다.

<활동 과제 5> 자음 변동의 틀린 ‘표기형’을 올바르게 수정하세요.

59) 단어와 문장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2011)에서 발췌하였다.

단어:

집문, 앞날, 없는, 끝내, 꽃만, 닫는, 국립, 심리학

문장:

1)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꽃나무는 목련입니다.

2) 작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었어요.

3) 청량리역에서 1호선을 타면 종로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손전뜽이나 촛뿔을 켜십시오. 어두울 때 움직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움직여야 함니다. 그리고 다른 집또 전기가 나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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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활동을 통해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규칙이 나타나는 어휘의 틀린 표

기형을 학습자가 올바른 표기형으로 수정하는 능력을 점검하여 음운 규칙

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듣기﹡말하기 P 역에서 의사a 통적 연습

이 연습은 습득한 발음을 듣고 실제 담화 상황에서 정확하게 발음하고 사

용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이제 교사에 의해 주

어진 문형을 반복하는 형태가 아닌 그들 스스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용원(2012)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말하기 지도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첫째, 수업에서 사용하는 과제와 자료가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 환경 역시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 학습

자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정확성과 유창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지도한다.

한편 상향식 이해 처리과정에 맞춘 듣기 활동은 “말을 분석하여 소리 신

호로부터 어휘를 찾고 단어, 구문을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이해, 외부적 요

소, 즉 들은 자료에 근거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60)으로서, 학습자가 음운

규칙을 지각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학습자가 듣기﹡말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음 변동 규칙을 주목

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도록 하면서 학습자가 짧은 담화를 듣고 자유롭게 말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학습자가 음운 규칙이 적용된 부분

60) 용경화 외(2016:29)에서 재인용.

지 확인 보십시오. 다른 집또 불이 나갔을 때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들어올 검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짐만 전기가 나갔을 때는 먼저 전등 스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불을 켜 보십시오.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자 제품의 코드를 모두 빼십시오.

그리고 괄리실에 전화를 한 후에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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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의하기 위해 교사가 학습자의 발화를 녹음한 후 발음에 학습자가 다

시 그 녹음된 발화 내용을 듣고 발음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시간

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과제 활동 6> 다음 텍스트를61) 잘 들어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또한 드라마를 통해 듣기﹡말하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제 활동 7> 다음 내용을 들어보고 음운 규칙이 적용된 부분을 적어보

세요.

61) 단어, 문장은 『서울대 한국어 5A』(2015)에서 발췌하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사라진 직업이 있다면 새로 생겨나 크게 성장하고 있

는 bc 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 분야를 들 수 있다. 이제는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컴퓨터 관련 자de 을 따야 c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1. 텍스트를 읽어 보세요.

2. 텍스트 내용 중에 받침 /ㅂ/ 뒤에 경음화가 나타나는 단어, /ㅂ/이 [ㅁ]

으로 바뀌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3. ‘자격증’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자격증을 꼭 따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fcZRqOYb0_Q

남: 가자고!

여: 아 나 진짜…나 계 탔네 계 탔어~나 열 장 찍어도 돼요 진짜?

남: 완판 기념으로 상 주는 거야. 딱 열 장만 찍어.

여: 응.

남: 사진 줘 봐.

여: 아직 덜 찍었는데요…

남: 줘 봐!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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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학습자가 유튜브(Youtube) 동영상을 통해

주인공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자연

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이어서 학습자의 발화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역할극을 진행할 수 있다.

2) 발음 오류를 교( 하는 연습 활동

앞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모어의 음운 체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범하는 발음 오류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많이 나타낸 음성적 오류에 대한 발음 연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① 경음 연습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파열음과 비음 뒤의 장애음을 기식화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어에서 무성 장애

음의 연결이 허용되어 있지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선행 장애음을 경음처

럼 발음하지만 후행 장애음 발성 시 경도의 기식을 넣어 발음하는 특징이

있고, 비음 뒤의 장애음을 발성 시 비강 내 공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경음

화 대신에 유기음화를 적용하여 발음하는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학습자들

은 장애음 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가 나타나는 어휘

를 중심으로 경음 조음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활동 과제 1> 다음을 듣고 발음을 비교해 보세요.

여: 아 왜요? 잘 나왔는데?

남: 야! 나 이 쪽 얼굴이 낫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다시 찍어!

여: 응 다시. 오빠, 입술 핥는 거 한번만 갑시다.

남: 자꾸 반항한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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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활동 과제에서는 경음화가 나타나는 어휘 올바른 발음 표기와 함께 학

습자들이 주로 범하는 틀린 발음 표기를 제시하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두

발음 간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이때 경음화가 일어나는 두 음절의 경

계를 나누어 천천히 발성하도록 하여 구강이나 비강 내 폐쇄된 공기를 내

보내지 않도록 조음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맥주’의 ‘맥’과 ‘주’를 나

누어 천천히 발음하여 ‘주’의 [ㅈ]을 경음으로 발성하도록 연습시킨 후 조

음 속도를 내어 [맥쭈]로 발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활동 과제 2> 다음을 듣고 발음을 비교해 보세요.

위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어의 경음 ‘ㄲ, ㄸ, ㅃ’과 러시아어의 무성

장애음 ‘k, t, p’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인지한 후 한국어에서 경음화를 적

용할 때 후행 경음이 유기음으로 발성되지 않도록 연습할 수 있다.

② M성 /6 / 연습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어에는 한국어의 종성 /ㅇ/에 해당되는 음소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더 쉬운 /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발음 오류는 중﹡고급 학습자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발음 양

상으로 올바른 발음 연습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대 [법때] 법대 [법태]

맥주 [맥쭈] 맥주 [맥추]

꽃보다 [꼳뽀다] 꽃보다 [꼳포다]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꼬]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코]

갈 곳이 있어요. [갈 꼬시 이써요] 갈 곳이 있어요. [갈 코시 있어요]

한국어 러시아어

속담 [속땀], 앞방 [압빵] октава [ʌktʰavʌ], отпуск[otpʰusk]
벗고 [벋꼬], 잡고 [잡꼬] откос [ʌtkʰos], утка [utkʰʌ]
한달 넘도록 [한달넘또록] самка [samkʰʌ]
구두를 신고 [구두를신꼬] синкопа [sinkʰop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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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과제 3> 다음 발음 쌍의 차이를 잘 듣고 발음해 보세요.

위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연구개음 /ㅇ/과 치조음 /ㄴ/을 발성 시 혀의

위치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면서 기계적 연습을 통해 발음을 습득할 수 있도

록 연습할 수 있다.

또한 <활동 과제 1>처럼 비음화가 나타나는 어휘 올바른 발음 표기와 함

께 학습자들이 주로 범하는 틀린 발음 표기를 노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두 발음 간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활동 과제 4> 다음을 듣고 발음을 비교해 보세요.

[앙] - [안] 악마[앙마] - 안마

[엉] - [언] 석류[성뉴] - 선거

[영] - [연] 미역나물[미영나물] - 연극

[옹] - [온] 옷만[옹만] - 온도

[웅] - [운] 숙면[숭면] - 운명

[잉] - [인] 익명[잉명] - 인간

먹는 [멍는] 먹는 [먼는]

독립 [동닙] 독립 [돈닙]

사과를 깎는다 [사과를 깡는다] 사과를 깎는다 [사과를 깐는다]

작년 식목일 [장년 싱목일] 작년 식목일 [잔년 신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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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어 발음 교육에 있어서 자음 변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하며,

자음 변동의 학습이 말하기 능력과 문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한국어의 실제 발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음 변동을 관찰하여

그 속에 있는 규칙과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한국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자음 변동의 발음

오류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았고, 또한 자음 변동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정확하고 유창한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연

구의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유기음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양상을 알아보았

다. 분석 결과,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의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 자음 체계, 음절구조, 음절제약 및 음

운 변동을 비교·대조하였을 때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고 많은 오

류를 나타내는 음운 규칙은 바로 자음 변동이었다. 특히 러시아어권 학습

자들이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대치 현상에 해당되는 경음화, 비음화, 유음

화 적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며, 해당 규칙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Ⅱ장에서는 자음 변동의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 음절구조, 음절제약, 자음 변동을 비교·대조하였다. 두 언어의 자음

변동의 큰 차이점은 러시아어에서 자음 변동은 유·무성 대립, 연·경자음 대

립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음 방법이 같은 자음 간에 자음 변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은 두 자음 간에 자음 변동이 일어난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통합교재에서 자

음 변동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세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교재마다 <발음>, <발음 연습> 등의 영역이 구성되어 있지만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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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규칙의 핵심에 대한 설명, 즉 음절의 어떠한 위치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고, 음절이 둘 이상 결합하여 단어를 이룰 때 다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재마다 배열

된 음운 규칙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꼭 익혀야 할 몇 몇 규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단원 내 음운 규칙에 대한 내용은 본문 내용과

의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재에서는 연습 활동이 부족하

거나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규칙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한다.

Ⅲ장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자음 변동 적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음성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와 Ⅱ장의 내용을 토대로 각 자음

변동이 나타나는 30개의 단어와 문법형태소를 문장에 포함시켜 600개의 녹

음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각 자음 변동을 하위분류에 따라 세분하였고

단어 내부와 단어 경계, 형태소 경계 (체언+조사, 용언 어간+어미)에 나타

나는 자음 변동 적용 양상을 검토하였다. 총 20명의 러시아어권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각 자음 변동별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류율이 가장 높은 자음 변동은 ‘-을’ 관형

사형 뒤의 경음화(62,5%), 다음 용언 어간말 비음 ‘ㄴ’, ‘ㅁ’ 뒤의 경음화

(61,6%), 유음화(60%), ‘ㅅ’, ‘ㅊ’, ‘ㄷ’ 뒤의 경음화(41,6%), ‘ㄷ’의 비음화,

‘ㄱ’의 비음화, ‘ㅂ’뒤의 경음화(33,3%), ‘ㄹ’의 비음화(31,2%), ‘ㅂ’의 비음화

(30%), 마지막으로 ‘ㄱ’뒤의 경음화(12,5%) 순으로 나타났다. 자음 변동이

일어난 단어 및 활용형 (체언+조사, 용언 어간+어미)의 평균 오류율을 비

교하여 보았을 때 ‘-을’ 관형사형 뒤의 의존명사에 나타나는 자음 변동 적

용 오류율이 62,5%으로 가장 높고, 체언과 조사, 용언과 어미 간에 나타나

는 자음 변동 오류율이 각각 40%, 39,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단어 및

단어경계에 일어나는 자음 변동 평균 오류율이 36,2%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그리고 SPSS 결과에 따르면, 각 자음 변동이 나타나는 단위별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학습자들이 그 단위별로 비슷한 오류

율을 나타냈음을 확인하였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이 나타낸 자음 변동의 발음 오류는 음성적 접근에

따른 오류와 음운적 접근에 따른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성적 접근

에 따른 오류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체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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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음소 조음(articulation)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오류에 해당되는 것

은 경음을 기식(aspiration)화하여 발음하는 오류와 /ㅇ/을 /ㄴ/으로 대체해

서 발음하는 오류이다. 음운적 접근에 따른 오류는 의미전달에 기여하는

음소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오류에 해당되는 유형은

음운 규칙의 불완전 적용, 잘못된 유추, 음운규칙의 복잡성이다.

Ⅳ장에서는 실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에게 효과

적인 자음 변동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초·중·고급별

로 자음 변동에 대한 교육 과정의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적합한 자음 변

동 교육의 내용을 기술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의 한

국어 발음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하고 유창한 의사소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내는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하는 것이 발음 교육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발음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교육적으

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발음 지도 방안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

해 노리쉬(Norrish, 1983)의 5단계의 교정교육 방법(‘DDEPP': Demonstrate

errors; Demonstrate correct forms; Explain; Practice exercises; Perform

activities)을 기반으로 자음 변동 교수·학습의 방법을 설계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성 실험의 결과

를 바탕으로 자음 변동별로 나타나는 오류 양상과 유형을 살피고 자음 변

동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설정된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규

칙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자음 변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이들로부터 나온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셋째, 피험자들의 학습수준을 중·고급으로 설정하였기 때

문에 초급 학습자들이 나타나는 오류 양상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

토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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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록> 러시아어권 학습자용 설문지

Здравствуйте!

 Данное анкетирование и тест проводятся с целью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обучения произнош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Все о

тветы и записанная звукозапись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только в целях 

научной работы.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помощь и участие в эт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Декабрь 2017г. 

С уважением, Лим Юлия

Громко прочитайте предложения. 

Общ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л 
①  мужчина ② женщина 

Возраст 

Уровен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 TOPIK

По какому учебнику вы учи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 입맛이 없어요. 16. 교통이 편리해요. 

1. 밥만 주세요. 17. 입국 카드. 

2. 다른 사람을 돕는 일. 18. 내 밥도 주세요. 

3. 빛나는 별. 19. 손 잡고 가요. 

4. 옷만 볼게요. 20. 콧등이 가려워요. 

5. 듣는 노래. 21. 꽃보다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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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식물 반입 금지. 22. 조금만 걷자. 

7. 약만 주세요. 23. 미국 학자. 

8. 먹는 음식. 24. 책밖에 없어요. 

9. 독립 날. 25. 먹던 라면. 

10.  입력이 안 돼요. 26. 눈 감고 있어요. 

11.  심리학 책. 27. 신던 구두.

12.  상상력이 좋아요. 28.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13.  실내 운동. 29. 지금 넘어질 거에요. 

14.  끓는 물. 30. 알 듯 모를 듯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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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for

Russian Speaking learners

- Focusing on Phonological rules related to Consonants -

Lim, Yul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and causes of

pronunciations of phonological rules related to consonants, and to study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consonant variation rul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Russian phonological

systems, syllable structures, and phonological variations. This is why

Russian speaking learners often make pronunciation errors up to

advanced levels. The Russian syllable type is much more diverse than

the Korean syllable type, so there are not many syllable structure

constraints as in Korean.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sonants are as follows. Consonant variation in the Russian language

is caused by silent / non-silent, soft / non-soft consonant confrontation.

In Russian, consonants vary between consonants with the same

articulation method, where as consonants vary between consonants in

the same consonant position in Korean. Because of the different

standards for consonant variation, Russian speaking learners have

difficulty learning and applying the various and complex rules of

phonological variation in Korean.

In order to examine the patterns and causes of pronunciation errors of

phonological rules related to consonants in Russian speaking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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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a speech output experiment using

nasalization, liquidization, and glottalizatio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that utilize the error types of the learners are devised and

the flow of the paper is as follows.

In chapter Ⅱ, we examined the concept and goal of pronunciation

education in the second foreign language. The contents and method of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the significance and goal of

phonological change education in pronunciation education were

examined. Next, to explain the causes of pronunciation errors caused by

the interference of the mother tongue, we structurally compared and

contrasted the consonant system, syllable structure, and consonant

variation type between Korean and Russian. In addition, we analyze

how the consonant variation is presented in the textbooks us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nd summarize the

problems of presentation of rules.

In chapter Ⅲ, we conducted a speech output experiment to examine

the usage patterns of consonants in Russian learners. For this purpose,

we recorded and compared the utterances of two Korean native

speakers and 20 advanced Russian learners.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30 sentences including nasalization, liquidization, and

glottalization in 30 sentences, each containing 30 words with varying

phonemes. After analyzing 600 records with the Praat voice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to evaluate the perception of

pronunciation errors of consona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consonant fluctuation with the highest error rate is as follows. the

glottalization behind the tapered mother '-을', glottalization behind 'ㄴ'

and 'ㅁ', the glottalization after liquidization, 'ㅅ', 'ㅊ', 'ㄷ', the

nasalization of 'ㄷ', the nasalization of 'ㄱ', the glottalization behind 'ㅂ

', the nasalization of 'ㄹ', the nasalization of 'ㅂ', Finally, glottalization

after 'ㄱ'.



-159-

When the average error rate of the combination of the words and

words with the consonant fluctuations is compared(uninflected word +

postposition, predicate + end of a word), The error rate of the

consonant variation applied to the dependent noun after '-을' modifier

form 'end of a word' was the highest. Then, the error rate was found

in the order of consonant fluctuation between uninflected word and

postposition, predicate and end of a word, and consonant change

occurring in word order. The causes of erro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phonological approach and the phonological

cause.

In Section IV,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ffective consonantal change education for Russian learners

were presented. First, after establishing the goals of the curriculum for

the change of consonants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level, the

content of the consonantal change education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re suggested. Based on the five-step 'DDEPP'

(Demonstrate errors; Demonstrate correct forms; Explain; Practice

exercises; Perform activities), it is stepped into 'Error Diagnosis - Error

Presentation and Correction - Rule Explanation - Rule Exercise and

Performance'.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ed contents and method

of consonantal change education along with learn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Russian speaking learners.

* nop q4$Y1: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nunciation education,

phonological rules related to consonants, nasalization, liquidization,

glottalization, error analysis, Russian speaking learners

* S3rYo53Nrs]o$ : 201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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