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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중에서 이중모음 발
음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
적을 둔다. 스리랑카에서는 수업 시간 외에 한국어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가 거의 없고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어 발
음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스리랑카의 경우 현재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어 학
습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육 내용과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
다. 본고에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현황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은 문법이나 기능 교육과 마찬가지로 제2언
어 학습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학습자의 모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발음에는 이중모음 
체계가 있지만 스리랑카어에는 이중모음이 2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국어의 이중모음 발음은 스라랑카어의 이중모음과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의 특성과 차이성에 집중하여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한국어 이중모음의 특성을 살펴
보면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는 스리랑카어에 아예 없는 한국어 이중모
음 발음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스리랑카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이중모음의 
발음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학습 수준이나 모어 같은 요인에 따른 차이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음성을 녹음
하여 분석하고,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전반적인 인
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도 살펴보
았다. 그리고 실제 이중모음 발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SPSS의 
MANOVA 검정을 시행하였다.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한국인과 스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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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 학습자 총 30명의 12개의 이중모음 발음을 녹음해서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류 
분석 결과 및 설문조사 인식 분석 결과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은 현재 한국
어 발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의 교육보다 더 많은 학습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발음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이중
모음이라고 인식 결과가 나타났으며, 실제 이중모음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
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학습자가 많
았다. 
  본고에서는 녹음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의 특성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오류 특성에 따른 발음 내
용은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 특성에 관한 지식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스리랑카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ㅢ/ 발음과 함께 분석 결과 /ㅒ, ㅚ, ㅢ/ 
같은 것들이 교육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내용을 인식시킬 수 있는 
지도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모양 사진
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과 Praat 및 음성 설비를 활용한 소리
의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인 이중모음 교육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습득을 위해서 본고에서
는 학습자의 발음 현황을 다각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중모음 발음 실태와 오류 양상을 고찰하였다. 본고의 조사 대상자들은 
켈라니야 대학교의 학생들만으로 진행한 연구이지만, 스리랑카의 모든 지
역이 포함된 연구 대상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질적
인 한국어 발음에 노출되기 힘든 다른 영역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한국어 이중모음, 한국어 발음 교육,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 스리랑카어, 오류 분석, 음향·음성 분석, 음운 체계

학  번: 2016-2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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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한국어와 스
리랑카어1)는 문법, 발음이나 기능 교육에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발음 교육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발음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로 음성·음운론적 특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 
  스리랑카에서는 2004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급
증하고 있다. 2004년에 처음으로 스리랑카 켈라니야 대학교(University 
of kelaniya)의 현대 언어학과에 한국어 학과가 설립되어 한국어 전공을 
가르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국어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문법이나 쓰기 중심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발음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하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언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
니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
저 학습하는 것은 그 언어의 자모이며 그 자모의 발음이다. 또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에서 발음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
문에 발음은 한국어를 배울 때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요소로 지적할 수 있
다. 게다가 스리랑카 학습자를 위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며 한국어와 스

1) 스리랑카의 공식어는 ‘싱할라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기존  
   연구들과 같이 ‘스리랑카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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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랑카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도(Lado, 1957)는 생소한 언어의 자모를 학습하게 될 때 학습자는 모
국어의 자모 체계를 목표어의 자모에 전이시켜 학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전이는 오류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화석화되면 이후
에 이를 교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다가 이를 교정하는 데도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발음 문제 때문에 정확성과 유
창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급 단계 제2언어 습득에서 정확한 발음을 배우는 것은 효
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이 시기에 발음에 
대한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발음의 형태가 지속되어 
불균형적인 언어 수행을 하게 되며, 발음 오류가 지속적으로 생긴다. 그 
결과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 동기가 점점 없어지며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 더 낮게 보일 수 있거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
조차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제2언어 학습 초반에 정확한 
발음에 대한 교육은 전체적인 언어 학습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중요한 분
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급 학습자에게 완벽한 한국어 발
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발음의 난이도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습
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리랑카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자모음은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며, 자모음의 
발음을 충분히 연습시키지 않고 어려운 문법이나 어휘를 중심으로 더 학
습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자모음은 차
이점이 많고 특히 모음은 그 구성 및 체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장유진, 2016). 또한 오늘날 외국어 학습에서 발음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급에서 중급은 물론 고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발음은 의사소통에서도 장해를 일
으키기 쉽고 이로 인해 학습 의욕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
급보다 초급 단계에서는 발음 오류 교정이 더 쉽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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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발음 교육을 반드시 정확하게 시켜야 학습자가 더 바람직한 언어 학
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음을 가르칠 때 단모음부터 가르치고 이중모음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고 학습자는 단모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으
면 이중모음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활음(y, w, ɨ)과 단모음을 결합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단모음을 
잘 파악하면 이중모음도 쉽게 인식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스리랑카어와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얘기(yɛgi)’라는 한국어 어휘는 스리랑카인 학습자는 ‘애기(ɛgi)
처럼 단모음으로 발음하거나, ‘에기(egi)’처럼 발음하거나, ‘워기(wəgi)’나 
‘웨기(wegi)’처럼 다른 음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중모음 
‘의’ 발음은 스리랑카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어
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한국어 이중모음 중에서도 거의 비
슷한 발음을 가진 이중모음이 있어 학습자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스리랑카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 체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음성 분석 프
로그램인 Praat을 사용하여 두 언어의 이중모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
히고자 한다. 
  발음 교육 부분에서는 두 언어권의 발음이 상당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리랑카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
모음 발음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
음 발음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
로 실제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양상을 살펴보고 
또는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정확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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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설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어의 모음 체계와 스리랑카어의 모음 체계는 음운적으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제시하여 그로 인한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
어 발음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실제 한국인의 이중모음 발음과 스리랑카인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
음을 음향 음성학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를 분석하고 이중
모음 발음 향상을 위한 발음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1)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교육 연구

  최근에 스리랑카에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위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아직까
지 이루어진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문법 교
육이나 쓰기 교육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한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6년 이후부터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차투리카(Chathurika, 
2010), 말하리(Malhari, 2011), 가야(Gaya, 2013), 니산셀라(Nisansala, 
2014), 이말리(Imali, 2015), 차투리카(Chathurika, 2016), 메누(Menu, 
2016), 아예샤(Ayesha, 2016), 두라니(Dulani, 2017), 세카(Seka, 2017)
까지 총 10편이다. 이 연구들 중에서 메누(Menu, 2016)는 설문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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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자 주제 유형 대학교
2010 Subasinghage

Chathurika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격조사 교육 연구

석사학
위논문

서 울 대 학
교

2011 Megha Malhari 
Gokula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사
동법 대조 분석 연구

석사학
위논문

경 희 대 학
교

2013 Wijayamuni 
Gaya Rangani 
Ariyawansa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

석사학
위논문

연 세 대 학
교

2015 Nisansala 
Pathirana

스리랑카어(싱할라)와 한국
어의 시제 비교 연구

석사학
위논문

전 주 대 학
교

2015 Imali   
Ruwanthika 
Edirisooriya

스리랑카 대학의 한국어 교
육과정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석사학
위논문

고 려 대 학
교

2016 Chathurika 
Diddeniya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글쓰기 오류를 통해 본 쓰
기 교육 방안

석사학
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2016 Menu Dilhara  
Karunathilaka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을 위
한 한국어 교원 양상 과정 
개발 연구

석사학
위논문

고 려 대 학
교

2016 Ayesha 
Dayarathna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싱할라
어) 공손 표현 비교 연구

석사학
위논문

전 주 대 학
교

2017 Dulani Pabasara 
Edirisinghe

스리랑카 학습자를 위한 한
국어 높임 표현 교육 연구

석사학
위논문

배 재 대 학
교

2017 Weerasinghe 
Pathirage Seka 
Kalani 
Weerasinghe

스리랑카 학습자를 위한 한
국어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석사학
위논문

한 국 외 국
어대학교

스리랑카 학습자의 발음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도별로 스리랑카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연도별로 스리랑카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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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투리카(Chathurika, 2010)에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어와 스리랑카어의 격조사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
자들의 언어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격조사 사용 양상을 파악한 후에 오류 
원인을 찾아내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오류를 격조사의 누락 
오류, 격조사의 대치 오류, 그리고 격조사의 첨가 오류라는 세 가지로 유
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학습자 오류 중 대치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원인은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일으키는 오류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첫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말하리(Malhari, 2011)는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사동법을 대조 분석하
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봤다. 이 연구는 켈라니야 대학교에 1, 2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언어의 사동법을 대조 분석한 결과 두 언어에서 사동법의 형태적, 문법
적 의미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가야(Gaya, 2013)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
정에서 나타내는 오류의 양상을 살펴본 후에 그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특수 오류에 대한 기초 교육 방안을 마
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오류를 어휘, 문법과 철자 오류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니산셀라(Nisansala, 2014)는 한국어와 싱할라어의 시제 표현의 차이점
을 대조 분석을 통해 알아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위한 시제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싱할라어의 
차이점이 종결에서 보이는 차이점, 관형사형에서 보이는 차이점, 상대 시
제에서 보이는 차이점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했다. 종결형에서 보이는 차
이점은 과거 시제에 ‘-았었/었었-‘과 ‘-더-‘를 통해 대조하고 관형사형에
서 보이는 차이점은 ‘-았던/었던-‘과 ‘-던’ 또는 ‘-ㄹ-‘을 통해 대조해 보
았다. 상대 시제는 한국어의 안긴문장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이 설문 조
사는 전주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대학생과 스리랑카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
보면서 한국어 학생들의 응답 차이를 대조하였다. 이 연구는 스리랑카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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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어 시제에 있어서 나타내는 오류를 찾아낸 후, 오류 방지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차투리카(Chathurika, 2016)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가 겪고 있는 
쓰기 교육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글쓰기 오류를 알아보기 위해 2, 3학년 학
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이 직접 쓴 
글에 나타나는 글쓰기 오류를 통해 어려움을 찾아보고 그것을 단어 차원
과 문장 차원으로 나눴다. 오류 유형 및 그 원인을 언급한 후에 쓰기 교육 
방안을 마련했고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에 적용할 수 있는 쓰기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메누(Menu, 2016)는 스리랑카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찾아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원 5명과 한
국어 교원을 희망하는 켈라니야 대학교 수료생 12명 대상으로 요구 조사
를 하였다. 연구 결과 절반 이상의 교원들이 한국어 교원의 교육을 받지 
않은 한국어 학습 경험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한국어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에
서는 그런 교원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아예샤(Ayesha, 2016)는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공손 표현의 개념과 특
성을 설명하고, 두 언어에서의 실제 대화 상황에서 나타내는 공손 표현 실
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손 표현은 명시적, 비명시적 공손 
표현으로 크게 나누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어와 싱할라어의 문법 안팎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라니(Dulani, 2017)는 스리랑카어와 한국어의 높임 표현을 대조분석
하고 스리랑카 대학기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높임 표현을 습득할 때 범하는 오류와 오류의 원인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산출해 낸 오류를 범주별 오류와 양상별 오류로 크
게 분류하였고 원인에 따른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와 목표어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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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오류로 다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높임 표현 교육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2)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연구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연구는 주로 8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중모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
국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중모음
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현대 컴
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음의 성질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실험
적인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연구도 대부분 영어권, 중국어권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강봉수(2007)는 대학생과 원어민이 발화한 이중모음의 음향학적 비교를 
하였다. 한국인이 발화한 영어 이중모음과 원어민이 발화한 이중모음을 비
교하고 제2포먼트 값의 변화와 F0값의 변화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영어원어민의 수는 4명밖에 되지 않아, 대학생과 영어원어민이 발
화한 이중모음을 비교할 때, 실험에 참가한 영어원어민이 발화한 이중모음
의 음향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남궁화경(2008)은 실험음성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현대 서울말의 /ㅚ
/, /ㅟ/의 음가와 이중모음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음성 분석 프로그
램인 Praat를 이용한 포먼트 분석을 통해 ‘ㅚ’와 ‘ㅟ’의 음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포먼트 측정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한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을 했다. 발화 실험 분석 결과 /ㅚ/의 
경우는 20대와 60대 모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ㅟ/
의 경우는 20대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지만, 60대에서는 아직 단모음
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서울말에서는 /ㅟ/가 이
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정욱(2009)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이중모음 체계를 대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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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를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어 발음
을 학습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이미 나타난 
오류에 대해서는 대조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음 음성학적 설명을 
통한 발음 방법 지도 방안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한 발음 연습 지도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모음에 대
한 난이도 인식과 모음 발음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실제로 나타나는 
오류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학습자들의 난이도 인식과 오류 예측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오류 예측과 실제 발화 시에 나타나는 
오류는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진주(2009)는 한국인이 발화한 영어 이중모음과 영어 원어민이 발화
한 영어 이중모음의 음향적(실험적) 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나는 발화 오류
와 문제점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원어민이 이중모음 발화를 
매우 다르게 발음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으며 한국인의 이중모음 발화가 
원어민의 발화와 비교했을 때 발음상의 오류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
혔지만,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림(Zhulin, 2011)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중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예측하였다. 실험 대상은 중국인 대학원생 5명으로 
이들이 발음한 이중모음에서 각 시간 점의 평균값 및 평균 편차를 측정하
였다. 실험 분석 시 나온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
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였고 실험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모음의 실험음성학적으로 오류 분석을 했지만, 교육 방안
을 제시하지 않았다. 
  왕징징(Wangjingjing, 2012)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이중모
음을 단독 발음할 때 ‘초성+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이중모음+종성'을 발
음할 때, '초성+ 이중모음+종성'을 발음할 때 어떤 오류가 나타나는지, 그
리고 단어와 문장에서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 이중모음 교육 방안
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체계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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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냈고, 이러한 연구 결과로 한국어 이중모음 
/야, 얘, 와, 워/ 와 유사한 중국어 이중모음은 /iɑ ie, wɑ wo/ 4개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다. 
  안서올(Ansoul, 2013)은 한국어 모음의 간섭 영향을 알아내어 아랍어 
모음의 발음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랍어 모음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인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아랍어 모음의 특질을 밝히고 동시에 한국어 모
음과 한국인 학습자의 발화 결과를 대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음과 관
련된 발음의 진단과 오류 교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음성 분석기
(Praat)와 포먼트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은 아랍어
의 단모음, 장모음과 이중모음 /ay/, /aw/의 조음적 특징만 음향 음석학
적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차리싸(Charisa, 2013)는 태국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을 분석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나타내는 오류를 찾아내고, 지배음
운론을 통해서 발음 오류의 종류와 원인을 밝혔다. 이 연구는 초급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y계열 이중 모음’, ‘w계열 이중 모음’, 그리고 
‘ɯ 계열 이중모음’으로 모음 계열에 따라서 나누었고 각 계열마다 ‘어두 
자음이 없는 이중모음’, ‘이중모음+종성’, ‘어두 자음이 있는 이중모음’, 
‘초성+ 이중모음+ 중성’의 음절구조를 가지면 어떤 발음 오류가 나타난 것
인지 순서대로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어렵고 오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어두 자음이 있는 y계열 이중모음이
고, 어두 자음이 없는 y와 w계열 이중모음이 가장 쉽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초급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자 총 11
명이므로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조단(Zhahodan, 2015)은 중국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 이중모음을 단독
으로 발음할 때와 ‘어두 위치에 초성이 없는 이중모음’과 ‘어두 위치에 초
성이 있는 이중모음’의 순서로 선정한 한자어를 단독으로 발음할 때, 그리
고 문장 속에서 한자어를 발음할 때에 나타나는 이중모음에 대한 오류 실
태를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로 나타난 발음 오류 유형을 크게 대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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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확장으로 나눴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이중
모음을 비교 분석하고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교육 방
안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이중모음 발음 교육은 주로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리싸(Charisa, 2013)는 
이중모음 오류 분석을 하였지만,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선
행 연구를 검토할 때 연구의 대부분은 음성학적 실험을 하였지만, 학습자
의 발음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스리랑카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 연구는 드물다.2)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모음 음운 체계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음성도 녹음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를 밝히고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성인이 된 후에 제2외국어를 배울 경우에 모어의 간섭으로 원어민에 가
까운 발음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조 분석을 통해서 모어의 간섭으로 인
해 일으킬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내고 스리랑카 학습자들이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억양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가는 논의이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발음하기 어려운 음운을 밝히고 효율
적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발음 교
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모어의 음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모어는 아주 다양하
며 선행연구에 따라 발음 교육 연구는 특정 언어권에 한하여 이루어져 왔
다. 그러므로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권별 발음 교육이 필요하

2) 장유진(2016)은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단모음을 대조한 연구이고 이 연구는  
   스리랑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성·음운 연구의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스리랑  
   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모음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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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의 발음 교육을 위해 한국어와 스
리랑카어의 모음 체계를 분석하면서 한국어 발음에 있어 한국어 이중모음
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고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양상
을 살피고 그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리랑카어를 모어로 사
용하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3)를 그 대상으로 삼아 한국어 발음에 대한 인
식과 발음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전공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교는 켈라니야 
대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켈라니야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과목은 전공 3개 중 하
나로만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 전체 학습 기간 150시간 정
도이므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습자 모두 초급 수준의 학습자로 삼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 이중모음을 음성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인 모
어 화자와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교·대조 조사를 실시하
였다. 

  

3) 이정희(2003: 32-34)에서 제시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고시한 등급별 기준과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 기관의 등급별 교육 목표를 참고하여 본고의 연구 대  
   상자를 초급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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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발음 교육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두 나라 언어의 모음 
음운 체계 및 이중모음의 특성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 과정을 거쳤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 발음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모음 체계를 
각각 살펴보고 이중모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통
적으로 존재하는 음운,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음운, 스리랑카어에만 존재하
는 음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오류에 대
해서 예측하였다. 
  둘째,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를 조사하여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켈라니야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들(초급 단
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녹음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조사한 이중
모음 발음을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연구에서는 발음을 분석할 때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각 피험자의 발음을 측정할 수 있어 한국인 모어 화자와 스리랑카인 한국
어 학습자의 음향 음성학 실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공통
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중모음의 특성으로 인해 예측된 오류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오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문제지를 통해서 조사하여 오류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 단계별 세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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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방법

Ⅱ장

제2언어 습득 원리 고찰 음성습득모형(SLM), 대조분석 가설과 
오류분석가설 고찰

두 언어의 음운을 고찰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모음 음운 
체계 이론적 분석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음운과 발음의 차이점 
모색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모음 체계
 1) 단모음 체계
 2) 이중모음 체계  
 3) 이중모음 특성        

Ⅲ장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사용 양상

연구 대상: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31명 
연구 방법: 
1) 발음 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지
2) 학습자 개별 발음 녹음
3) 양적 분석을 통해 발음 오류의     
   경향 조사

학습자의 음성학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 모색

연구 대상: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15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15명 총 30명 
연구 방법: Praat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제2포먼트 값 측정 및 분석 

Ⅳ장

음향 음성학 방법 제시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

음향 음성학적으로 발음 교육 분석
Ⅲ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스리랑
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에 대한 학습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 
1) 오류 특성에 따라 발음 교육 내용
2) 한국어 이중모음 교육 방안 제안

<표 Ⅰ-2>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 및 방법

  Ⅱ장에서는 제2언어 발음 습득을 고찰하기 위해서 음성습득모형, 대조
분석가설과 오류분석가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2언어 교육에서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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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발음 교육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와 스리랑카어
의 모음 체계를 분석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도 예측하였다. 특히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 발음에 초점
을 두어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 
설문지와 인터뷰, 학습자의 발음 녹음과 분석을 통해 한국어 발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의 
발음을 통해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밝히고 이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
고, 스리랑카 학습자와 한국인 두 집단 간의 한국어 이중모음을 음향 음성
학적으로 대조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을 토대로 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
모음 발음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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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제2언어 발음 습득의 이론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유창한 표현과 이해이다. 발음은 이
러한 의사소통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표현과 이해 영역 중에서 표
현에 집중된다. 허용(2013)에서는 발음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외국어 혹은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발음의 첫 번째 성격은 이론만으로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음 자체가 언어의 다른 영역과 달리 인
체공학적인 면이 훨씬 중요하여 소리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정확한 발음으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면 어휘와 문법 같은 경우 그것의 의미나 용법을 알면 언제든
지 사용할 수 있고 잠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이나 문법책을 통해 찾
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발음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머릿속으로 발음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발음이 가능한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본다고 해도 그 발음 방법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찾았다고 해도 그대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그래서 발음의 이론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음
은 혀의 움직임과 같은 근육 운동과 관련되므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
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발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격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
으로 보았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가 모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며 모
어의 특성에 따라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이나 어휘 오류
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발음을 잘못할 때 개인적인 노력의 
부족하다고 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모어의 체계와 발음 특성을 기준으로 삼
아서 모어에 의한 오류로 판단한다. 그래서 음운 체계 같은 모어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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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격을 고려하여 발음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음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성격은 초·중·고급과 같은 학습 수준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휘와 문법과는 다른 발음이 갖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알 수 있다.4)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학습 수준이 높아
지면 일반적으로는 발음 습득도 높아진다고 인정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발음은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득적으로 지니
는 소리 식별 능력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학습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발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법이
나 어휘 교육과 달리 이러한 특성을 간주하여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를 배울 때 학습자들 간에 성공 여부 또는 성공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Lee, 1968)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의 
곤란과 오류의 주된 원인 또는 유일한 원인조차도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라센-프리만과 롱(Larsen-Freeman and Long, 
1991)에서 개인 간에 차이가 나게 하는 요인들로 나이, 적성(aptitude), 
동기나 태도 같은 사회 심리학적 요소, 인성(personality), 인지 양식
(cognitive style),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ies) 등을 제시하고 학습자
의 모어나 모어와 목표어 간의 유사성은 중간언어(interlanguage)에 영향
을 끼치는 요인으로 학습자 요인과는 별개로 다루었다.
  엘리스(Ellis, 1994)는 왜 인간마다 언어 습득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
지에 대한 살펴보고자 외부 환경, ‘블랙박스(black box)’5), 학습자의 개인

4) 허용(2013)에서는 발음이 갖는 모든 부분이 문법이나 어휘와 다른 것은 아니  
   라고 제시하였다. 음운변동 중 일부가 여기에 포함하는데 외국어 습득과 관련  
   해서는 자연생성음운론, 싱과 포드(Singh & Ford, 1987)의 적형조건         
   (Well-Formedness Condition)에 따른 간섭 원리, 파라디와 란차리테        
   (Paradis & Lancharité, 1997)의 보존원리(Preservation Principle), 허용   
   (2004)의 기존의 원리 등이 제설된다.
5)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2언어 습득을 지배하는 내적 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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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과 같은 제2언어 습득의 세 측면을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엘리스(Ellis, 1994)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은 사회적 요인 혹은 
환경, 언어 처리 기제, 학습자의 개인적 요인이며 이는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제2언어 습득을 설명하는 틀
을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1] L2 습득을 설명하는 틀(권성미, 2009)
  
  목표어의 발음이 입력할 때 기존에 학습자의 지식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모어의 지식이 언어 처리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제2언어에 대한 정보를 
받아드릴 때 제1언어를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
에서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언어적 특성과 구조의 차이가 크면 같은 언어 
처리 방법을 사용한다면 산출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발음은 다른 언어 지식보다도 모국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이므로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 간의 차이나 언어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음성습득모델(SLM)과 대조분석가설(CAH)
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말한다(권성미, 2009).
6) L1은 제1언어(first language; native language)를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모   
   어, 모국어 혹은 제1언어 같은 것으로 정의한다. L2는 제2언어(second       
   language)를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목표어(target language)와 같은 것으로   
   정의다.  

사회적 요인/환경 → 입력 →    → 산출

 ↑
  개인적 요인
 (individual factors)

다른 지식(예를 들어 L1)6)

      ↓
     언어 처리 →      L2 지식(IL)
(language processing)  (L2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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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성 습득 모형(Speech Learning Model, SLM)
 
  플레그(Flege, 1995)의 음성 습득 모형 또는 음성 학습 모델(SLM)은 제
1언어가 완전히 습득된 다음에도 음성 습득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
행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인간은 이왕에 사
용해온 것과 또한, 체계적으로 다른 음성 체계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 계속해서 음성을 습득하게 되므로, 성인이 된 후 제2언어를 배우기 시
작한 학습자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Flege, 1996). 이러한 음성학
습모델을 통해 제1언어와 제2언어 사이의 유사성에 따라 음성을 습득하는
데 성공과 실패 여부를 추측가능하게 하였다. 음성습득모형에 따르면 제1
언어와 제2언어의 음성적 하부 체계를 조직하는 음성적 요소는 ‘음운론적 
공동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1언어와 제2언어는 서로 상호적으로 영
향을 주고받는다. 
  음성습득모형에 따르면 제1언어와 제2언어 음성(speech sound)은 별개
의 두 기제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두 기제 중 하나는 ‘음성 범주 
동화(phonetic category assimi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음성 범주 이화
(phonetic category dissimilation)’이다. 음성 범주 동화는 제2언어의 음
성과 가장 접근한 제1언어 음성 간에 인식할 수 있는 차이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성 범주의 형성을 이루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작동하게 
되는 기제이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ㅓ[ə:]’와 ‘ㅗ[o]’
를 들을 때 두 음성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스리랑카
어에 ‘[o]’로 생각하여 새로운 음성 범주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음
성 범주 이화는 제2언어 음성을 위한 새로운 범주가 설립될 때 작동이 되
는 기제이다. 음성 범주 이화는 새로운 제2언어 범주가 나타나게 하고, 그
것과 접근한 제1언어 음성 범주는 음성 영역에서의 서로 거리를 두면서 
만든다. 단일 언어 화자(monolinguals)가 자신들의 제1언어 음성 영역을 
조직하는 요소들 간에 음성적 대조를 유지하는 것과 이중 언어 화자들
(bilinguals)이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음성 영역에서도 제1언어와 제2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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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요소들 사이에 대조를 유지하게 하려는 형상이 음성 범주 이화에 
해당한다(Flege, J., Schirru, C., & Mackay, I. 2003). 예를 들어 제1언
어와 제2언어의 음운론적 공동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음성적 요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음운론적으로 같은 음성적 요소를 다른 음운으로 설정
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성적으로 매우 유사한 음운에 대한 
습득이 정확한 발음 습득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2) 대조분석가설
 
  대조 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은 Fries(프리즈, 
1945)가 주장한 이후 라도(Lado, 1957) 등의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 
더욱 연구되었던 가설이라고 알 수 있다. 이 가설은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대조 분석적 지식이 목표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가설이다. 이것이 
외국어 습득에서 중요한 요인인 모어의 역할을 설명해 준다. 또한, 학습자
의 언어 습득 양상을 설명하기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음운론 분야에서 유
용하다. 또한, 대조분석가설은 각 언어 간의 대조 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 준 가설로 볼 수 있다. 제2언어 학습자
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어의 영향을 다루
는 대조 분석 가설은 현재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즈(Fries, 1945)는 목표어 학습 또는 제2언어 학습에서는 모어 습득
과는 매우 다른 과제를 부여받는데 제2언어 학습의 문제점은 목표어의 특
성에 있지 않고 모국어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의 
문제점을 모국어의 간섭현상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목표 언어의 언
어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모국어와 신중하게 대조 분석한 자료는 
외국어 교수의 효과적인 자료라고 하여 외국어 교수는 학습자의 모어에 
대한 체험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도(Lado, 1957)에서는 언
어들은 서로 간의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많으며 언어 간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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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이점은 기술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제2언어 학습자에
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전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프라터
(Prator, 1967)은 대조분석가설의 입장에서 언어의 문법적 특징과 음운적 
특징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 위계를 여섯 단계 수준으로 분류하
였다. 

<표 Ⅱ-1> 언어 학습 난이도 6단계에 따른 한국어 모음 분류
(Prator, 1967; 김정욱, 2009: 10 재인용)

난이도 수준 정의

수준0 전이
두 언어 사이에 서로 다르거나 대조되는 점이 나타
나지 않는 단계

수준1 합체
모국어의 두 항목이 목표어에서 본질적으로 한 항목
으로 합쳐지는 경우

수준2 구별부족
모국어에 있는 항목이 제2언어에 전혀 없는 경우

수준3 재해석
모국어의 어떤 항목이 목표어에는 새로운 형태로 나
타나거나 그 분포가 다른 경우

수준4 과잉구별
모국어에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항목이 목표어에 있어서 배워야 하는 경우

수준5 분리
모국어의 한 항목이 목표어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
의 항목으로 분리되는 경우

  브라운(Brown, 2003/2007)은 습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학습자의 
나이, 목적, 학습 과정 그리고 모국어 등을 제시하였다. 성인의 경우 제2
언어를 집중할 때 주변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언어 정
보, 또는 모어와 제2언어, 교사, 동료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규칙을 만
들려고 시도한다. 대조분석가설(CAH)은 이러한 모어인 제1언어가 학습자
의 제2언어 습득에 큰 영향을 주는데다가 발음 교육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이론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설은 모국어인 제1언어의 
차이에서 제2언어 발음 습득이 어려운 이유를 지적한다. 새로운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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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데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모어가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면서 
제2언어가 학습에서 제1언어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가스와 셀린커(Gass 
& Selinker, 1994)에 의하면 대조분석가설은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차이를 
분석하여 가장 상이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등식을 적용하려는 시
도라고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상이함의 정도가 학습의 
난이도가 결정되고 또한 의사소통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이 대조분석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외국어 학습의 
일정한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의 모국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성인의 
외국어 학습이 모어 습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 중심으로 하여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 언어 습득 시 모어의 영향은 음운론적 측면에서 보면 목표어의 음
운을 배울 때 모어에도 있는 소리를 습득하는 것은 용이하나 모어에 없는 
소리가 제2 언어의 음운 체계 중에 있다면 이를 습득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들이 대조분석가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전이
(transfer), 촉진(facilitation)과 간섭(interference)으로서 학습자가 새로
운 언어를 습득할 때 기존의 지식이 습득을 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
도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전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목할 때 모어와 목표어 사이에서 서로 다르거나 대조되는 지점이 없이 
학습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촉진 또는 유용이
라 쓴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목할 때 모어로 이미 습득된 지식들이 기능·
의미상 동일한 지점에서 목표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 목표어에 모어의 
유형이나 규칙을 사용하여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간섭이라 말한다. 여기에
서는 선행 지식이 새로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전이 중 두 언어의 차이
성이 클수록 부정적인 전이, 또는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간섭은 학습자가 제2언어를 습득할 때 제2언어 자체의 영향을 받아서 생
기는 내적인 간섭 또한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차이로 생긴 언어 간
(interlingual) 간섭이 있다. 또한, 제1언어의 지식을 제2언어에 적용시켜 
간섭을 일으키는 언어 간 간섭은 대조분석가설에서는 더욱 관심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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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외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모어 지
식이 목표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두고 연
구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조분석가설에는 주장에 강도에 따라 강설(strong form)과 약설(weak 
form)이 있다. 강설은 모어가 언어 습득을 설명하고 오류를 예측할 수 있
다는 주장으로 모어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 약설은 모어가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주장으로 모어의 역할을 다소 축
소시킨 것이다. 
  1960년대에 제2언어 습득 연구자들은 대조 분석이 난이도의 정도가 언
어 간 차이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열(split)과 
융합(coalesced)이라는 요소가 있다. 제1언어에 있는 요소가 제2언어에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분열의 경우와 제1언어의 두 가지 요소가 제2
언어에서 하나로 합쳐져 사용되는 융합의 경우에도 어려움의 정도가 큰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두 언어에 완전히 서로 유사한 것은 그에 해당
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것은 초기의 대조분석가설에서 주장한 차이가 작을수록 습득하기 쉽고 
차이가 클수록 습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새롭거나 존재하지 않
는 것보다 더 어려운 요소가 있다고 예측한다. 
  대조분석가설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학습자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주
의해야 할 요소들을 추측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조분석가설은 
지금까지도 외국어 교육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가설이다. 
  대조분석가설은 개별 학습자의 언어권별 특성에 따라 모어와 관계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설이다. 그러나 모든 오류들이 
제1언어 간섭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언어 간 
체계적인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석할 때 그 모
든 것들은 다루기가 힘들다. 
  학습자의 실제 오류를 분석한 결과 모어와 목표어의 이중모음 발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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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다르기 때문에 대조분석가설로 학습상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없었고 
모어와 목표어의 이중모음 체계의 특성을 살펴봐도 여전히 다른 점은 존
재하기 때문에 다른 양상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
제 학습자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 오류분석가설을 살펴보
고자 한다. 

 3) 오류분석가설

   (1) 오류분석가설의 개념

  오류분석가설(Error Analysis Hypothesis)은 오류 자료를 수집하고 조
직적으로 분류, 분석하여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오류가 일어나는 
빈도수에 따라서 난이도를 측정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코더(Corder, 
1967)는 오류분석가설에서는 오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오류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목
표어를 배우는지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한 갈피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학
습자 오류에 관한 원인 분석은 교수·학습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로 인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목표
어를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Corder, 1967). 
  오류 분석은 대조 분석의 대안으로 출현하여 1960년대부터 응용 언어학
의 한 분야로 발전하였다. 오류의 원인의 대해서는 그동안 영어교육과 한
국어 교육에서 다양한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는데 오류의 발생 원인에 따라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 
내적 전이(intralingual transfer), 교육과정, 학습자 요소(의사소통 전략 
및 학습 배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류를  분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학습자가 언어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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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하는 전략을 밝히기 위해, 둘째,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밝히기 위
해, 셋째, 교육에 도움을 주거나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 넷째, 언어 학습 
시 흔히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코터(Corder, 1981)는 다음과 같은 오류 분석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① 언어 분석용 자료를 선정한다. 
 ② 표본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식별한다.
 ③ 오류를 분류한다.
 ④ 오류를 설명한다.
 ⑤ 오류를 평가한다.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오류는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오류(error)란 목표어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잘못을 일컫는다. 그러나 오류를 찾아 
낼 때 오류가 아닌 실수(mistake)가 있을 수 있어서 오류와 실수를 구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코더
(Corder, 1967)는 오류를 정확한 규칙에 대한 지식의 결핍 때문에 초래되
는 학습자의 일탈로 보고 이를 실수와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브라운(Brown, 1994/1999)도 오류는 원어민의 성인 문법으로부터 
일탈된 것으로 학습자의 중간 언어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누난(Nunan, 1988)은 오류를 표준 문법 규준에서의 일탈이 아닌 부분적
으로 바르고 불완전한 발화로 보며, 이를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았다. 오류에 관한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다수의 학자들
은 오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학습자의 언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그래서 오류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라면 누
구나 범하게 되며 중간 언어 단계에서의 언어 능력 부족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언어 수행’과 ‘언어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실
수와 오류를 구분해 낸다. 이는 오류의 규칙과 불규칙을 뜻하는데 전자가 
오류라면 후자는 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류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외국어 학습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식 체계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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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는 오류는 대조분석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난이도를 가정하여 원인을 규명한 후 교육 방안을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김유미, 2000). 
  오류 분석은 오류문만을 제한적으로 관찰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
다. 여기에서 오류문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다. 따라서 학습자 언어에 대한 전체적인 
관찰과 함께 오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류 분석은 듣기, 읽기
와 같은 이해 과정의 오류를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로 말미암아 표현 언어
인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산출한 언어 자료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오류 분석은 회피 전략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
어 보편성을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하고 특정 언어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도록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어 수행 분석 혹은 중간 언어 분석을 통
해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학습자의 전체적인 언어 수
행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더 유용한 오류 조사를 시행하는, 비교적 덜 
제한적인 분석 방법이다(이정희, 2003).   
  한국어 교육에서 오류는 잘못된 것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전
제하에 그것의 예방과 규정을 목적으로 두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
지만 학습자의 측면이 아닌 습득의 관점에서 오류를 관찰하는 연구는 거
의 없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언어 습득을 교실 학습으로만 한정시켜 문법 
교수나 발음 교수 시에 나타나는 오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만 관
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류는 언어 양
상 중 하나이다. 그래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인 전이가 아니라 
모국어와 목표어가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전이가 오류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1984년에 한국어 교육에서 오류 분석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 연구
가 점점 증가하며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류 분석 연구는 언
어권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어권, 일본어권, 영어권 학습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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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을 모어로 사용하는 학습
자들의 오류를 분석한 논문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터키어, 인도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등 기타 언어권에 
관한 오류 분석 연구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오류 분석 연구의 주제별 동
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문법적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 문법은 역시 발음, 담화, 화용, 어휘까
지 영역이 확대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습자의 증가와 교사 수의 증
가로 인해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권별로 오류 분석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스리랑카 학습
자들이 발음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중모음 발음 오류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오류의 유형

  오류의 유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내용적인 접근
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접근이다. 내용적인 접근은 오류의 원인에 따
른 유형 분류라고 하며 형식적인 접근은 오류의 판정에 따른 분류이다. 제
2언어로서의 영어 교육학자들은 오류 분석의 많은 관심을 끌고 오류의 유
형 분류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내용적인 접근으로는 리차드(Richard, 1971)와 코더(Corder, 1974, 
1981)를 들 수 있다. 리차드(Richard, 1971)에서는 오류를 원인에 따라 
간섭 오류(interference error), 언어내적 오류(intralingual error)와 발
달 오류(development error)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간섭 오류는 모국
어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오류이고 언어내적 오류는 목표어 규칙의 
과잉 적용과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 등 규칙 습득 과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오류로 보았다. 발달 오류는 교실 또는 교과서와 같은 한정된 경
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나름대로 목표어에 대한 가설을 세워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세 오류 유형을 각각 음성적 오류,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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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오류, 의미적 오류, 통사적 오류, 화용적 오류로 층을 세분화하여 살펴
보았다. 코더(Corder, 1971)에서는 오류 발생의 원인에 따라 그 오류 유
형을 언어 간 전이, 언어내적 전이,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로 나누어 
기술하여 특히 언어 간 전이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간주하였다. 
  둘레이, 버트와 크레센(Dulay, Burt & Kreashen, 1982)에서는 학습자
의 오류를 크게 언어학적 범주 유형(linguistic category classification)
과 표면 전략적 오류 유형(surface strategy taxonomy)으로 구분하였다. 
언어학적 범주에 따른 분류 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의 오류로 나눠 살펴
보았다. 표면 전략적 유형은 학습자가 필수적인 요소를 누락, 첨가 또는 
변형이나 표면구조가 바뀌는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제2언어
로서의 영어 교육에서는 오류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권별로 이중모음에 대한 오류를 분석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봉수(2007), 남
궁화(2008), 이진주(2009), 주림(Zhulin, 2011), 안서올(Ansoul, 2013) 등 
이중모음에 대한 연구는 실험음성학적 연구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나머지 이중모음에 연구는 오류 분석한 연구이었다. 이승환·배소영·
심현섭·김영태·김향희·신문자 외(2001)는 조음장애7)에서 조음 오류의 형태
를 생략, 대치, 왜곡과 첨가로 구분하였다. 김정욱(2009)은 이승환 외
(2001)의 오류 유형을 참고하여 중국 학습자의 모음에 관한 오류는 생략, 
확장, 대치 오류로 나눴다. 왕징징(Wangjingjing, 2012), 치리싸(Charisa, 
2013)과 조단(Zhahodan, 2015)은 김정욱(2009)을 참고하여 이 같은 방법
으로 오류를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승환 외(2001)와 김정욱
(2009) 등 이 연구들을 참고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오류 유
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는 

7) 조음장애란 조음기관을 통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결합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조음장애를 보이면 불명료한 말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의사소  
   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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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축소, 확장, 대치 오류로 나눠 Ⅳ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2.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모음 체계

  본 장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음운 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모음은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
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따위의 장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8). 
한국어의 모음은 21개가 있고, 이는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허용·김선정, 2006). 한국어의 단모음은 발음할 때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모음,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그리고 
저모음으로 나뉜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반모음이 첨가되면서 
만들어지는데 한국어 이중모음은 반모음(활음)의 종류에 따라 ‘y계열 이중
모음’, ‘w계열 이중모음’, 그리고 ‘ɨ계열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스리
랑카어의 모음 형태는 총 18개가 있으며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장모음으
로 구분하는데 각각 8개의 모음은 단모음과 장모음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
다. 

   1)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단모음 체계

  두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의 모음 음운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어 단모음 체계

8) 표준어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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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모음(monophthong, simple vowel)이란 하나의 소리로 구성하여 발
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음을 말하며, 단
순 모음이라고도 한다. 한국어 단모음 체계는 혀의 전후 위치, 혀의 높낮
이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또한, 단모음 체
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단모음의 숫자가 약간씩 다른데 표준 발
음법에 의하면 한국어 모음 가운데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10개의 단모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9). 
  단순모음은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과 혀가 움직이지 않고 같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현대 한국어의 단순모음은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앞뒤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
음과 같다.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구분된
다. 원순모음은 [ㅟ, ㅚ, ㅜ, ㅗ] 4개가 있다. 평순모음은 [ㅣ, ㅔ, ㅐ, ㅡ , 
ㅓ, ㅏ] 6개가 있다. 혀의 전후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구분된다. 전설모음은 [ㅣ, ㅔ, ㅐ, ㅟ, ㅚ] 5개가 있고 후설모음은 [ㅡ, 
ㅓ, ㅏ, ㅜ, ㅗ] 5개가 있다.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흔히 고모음, 중
모음, 저모음으로 구분된다. 고모음은 [ㅣ, ㅟ, ㅡ, ㅜ] 4개가 있다. 중모음
은 [ㅔ, ㅚ, ㅓ, ㅗ] 4개가 있다. 저모음은 [ㅐ, ㅏ] 2개가 있다. 이는 다음
표로 확인할 수 있다10).

9) 현대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세대와 지역 또한,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다양  
   한 체계를 살펴보면 최대 10모음 체계로부터 최소 6모음 체계까지 나타난다   
   (배주채, 2013).

 모음 사각도의 위쪽에 표시되는 모음은 혀
의 최고점이 입천장에 가까이 접근해서 발음
되고 아래쪽에 표시되는 모음은 혀의 최고점
이 입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발음된다. 또
한,  오른쪽에 표시되는 모음은 혓몸이 뒤로 
후퇴해서 발음되고, 왼쪽에 표시되는 모음은 
혓몸이 앞으로 전진해서 발음된다. 

10) 한국어 단순모음의 음가를 모음 사각도 안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호영,   
    1996). 

 



- 31 -

<표 Ⅱ-2> 한국어 단모음 체계(허용·김선정, 2006: 97)
혀의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i] ㅟ [ü/wi] ㅡ [ɨ] ㅜ[u]
중모음 ㅔ [e] ㅚ [ö/we] ㅓ [ə:] ㅗ[o]
저모음 ㅐ [ɛ] ㅏ [a]

  허용·김선정(2006)에 따르면 ‘ㅐ’와 ‘ㅔ’ 두 소리는 입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이유는 ‘ㅐ’는 저모음이고 ‘ㅔ’는 중모음이다. 따라서 
‘ㅐ’는 ‘ㅔ’보다 혀의 높이가 낮고 입도 더 많이 벌어진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ㅐ’와 ‘ㅔ’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런데 ‘ㅐ’와 ‘ㅔ’의 이런 차이
를 알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이진호, 2005).
  한국어의 /ㅟ, ㅚ/는 모음으로 봤을 때 입의 벌어짐에서는 차이를 보이
지만, 공통적으로 전설모음이면서 원순모음이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 구조
상 전설모음이면서 원순모음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모음의 구별은 기본
적으로 입의 벌어짐이 우선하고 혀의 앞뒤 위치는 이차적인 것이다. 이러
한 이유로 한국어의 /ㅟ/ 발음도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으로 발음
되기보다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허용·김선정, 2006: 95). 따라서 본고에
서는 한국어의 ‘ㅟ’와 ‘ㅚ’를 이중모음으로 본다.

   (2) 스리랑카어 단모음 체계

  스리랑카어의 단모음을 살펴볼 때 먼저, 스리랑카어의 분포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스리랑카어11)는 싱할라 주민의 모국어이며 스리랑카의 공식
어이다. 스리랑카어는 인도 유럽어족 인도 아리아어군에 속한 언어이다.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마하왕사에 따르면 기원전 5세기경 위쟈야 왕과 측

11) 스리랑카의 공식어는 싱할라어/스리랑카어(Sinhala Language), 타밀어      
    (Tamil Language), 영어인데 약 2천만의 인구 중 74.9%가 스리랑카어      
    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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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들이 동북 인도에서 실론 섬(과거 스리랑카 섬의 이름)에 건너왔다고 한
다. 위쟈야 왕은 원래 실론 섬에 있던 얏카(Yakka)족과 나가(Naga)족으로 
구성된 헬라(Hela)족을 통합하여 "싱할라(Sinhala)국가"을 건국했으며 싱할
라국의 건국 후부터 쓰이는 언어는 스리랑카어가 되었다. 특히 스리랑카어
의 분포를 고려할 때 신민지배로 인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영어와 같
은 유럽 언어의 구조와 어휘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산스
크리트어(Sanskrit), 팔리어(Pali)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산스크
리트어는 동일한 어족에 속한 언어이고 팔리어는 불교 경전과 교리를 읽
고 쓰는 수단으로써 어휘에 영향을 끼치며 스리랑카어와 관련이 매우 깊
다.  
  현재 스리랑카의 인구는 약 20,000,000명이며 그 중에서 74.9%가 스리
랑카어를 모국어로 쓴다12). 스리랑카어 알파벳은 ‘싱할라 호디야’라고 한
다. ‘시닷 사그라워(13세기)’라는 책에 나왔던 ‘시닷 사그라 호디야’는 스
리랑카에 처음으로 만든 알파벳이다. 싱할라 호디야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
라 새로운 글자를 들여오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은 글자는 없어지기도 하
고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30개(시닷 사그라 호디야)
이던 글자가 이후 32개, 50개, 54개, 60개, 61개13)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쓰이는 싱할라 호디야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스리랑카어의 모음 형태는 총 18개가 있다. 스리랑카어의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모음은 단모음과 장모음의 
짝으로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단모음 ‘w’[a]의 장모음 짝은 ‘wd’이고 표
시할 때 [a:]로 쓴다. 하나의 소리로 구성되어 발음 시 혀의 위치나 입모
양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모음을 발음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단

12) https://en.wikipedia.org/wiki/Sri_Lanka
13) 1996년에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ISO)에서 제시한 스리랑  
    카어 알파벳에 글자가 61개가 존재하는데 이는 컴퓨터 사용이 편리하게 사용  
    하기 위해 만든 알파벳이며  ‘싱할라 호디야’에 자음 ‘{’ 하나가 추가해서   
    만든 것이다(Disanayak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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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과 장모음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단모음과 장모음을 구분하여 사용하
고 장단의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음운 
자질로 볼 수 있다.

<표 Ⅱ-3> 스리랑카어의 모음 18개 (IPA)14)
w ʌ wd ɑː we æ wE æː b ɪ B iː
W ʊ W! u: R ṛi RD ṛÍ Ì ļ Ï Í
t ɛ ta e: ft ai T ɒ  ´ ɔ:  T! aʊ

  Gunasekara(1986)에 따르면 스리랑카어에는 두 가지 알파벳이 있다. 
하나는 순수 싱할라어(스리랑카어)의 알파벳이고 다른 하나는 산스크리트
어, 팔리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알파벳(mixed alphabet)이다. 위에 
제시한 알파벳은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알파벳
의 제시한 모음 체계이며 모음은 18개가 있다고 본다. 순수 알파벳은 
‘Eḷu alphabet’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스리랑카어에는 모음이 12개
가 존재한다. 이를 다음 <표 Ⅱ-4>와 살펴볼 수 있다15). 
 

14) 이 모음 체계는 스리랑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리랑커어 알파벳의 모음   
    체계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파벳의 모음 체계는 1932년에 Perera 신부  
    가 쓴 ‘Sinhala Language'이라는 책과 Kumarathunga 학자의            
    ‘Vyakarana Viwaranaya'라는 책의 제시한 알파벳이며 이에 따라면        
    모음은 총 18개이다(Disanayake, 2006).
15) 스라랑카어에 현재 쓰이는 알파벳의 모음은 18개가 존재하지만, 이는 순수       
    알파벳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순수 알파벳을 대조 분석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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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스리랑카어의 모음 분류(Nisansala, 2015: 10)
  혀 위치
혀높이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단모음 장모음 단모음 장모음 단모음 장모음

고모음 b i B I: W u W! u:
중모음 M e tA e: T o ´ o:
저모음 we æ wE æ: w a wd a:

  위에 표를 살펴보면 스리랑카어의 모음은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중설, 
후설 모음으로 나뉘며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뉜
다. 그리고 각각의 모음을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위에 표를 살펴보면 혀의 높낮이에 따라 나눌 때 스리랑카어의 고모음
에는 ‘b [i], W [u]’ 2개가 있고 중모음에는 ‘M [e], T [o]’ 2개가 있으며 
저모음에는 ‘we [æ], w [a]’ 2개가 있다.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나눌 때 
스리랑카어의 전설모음에는 ‘b [i], M [e], we [æ]’ 3개가 있고 중설모음에
는 ‘w [a]’ 1개가 있으며 후설모음에는 ‘W [u], T [o]’ 2개가 있다.

 2)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 체계

  (1) 한국어 이중모음 체계 및 특성

  이중모음(diphthong)이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에 변화가 일
어나는 모음이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두 개 이상의 모음이 결합된 소리
이기에 발음 시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한다. 즉,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활음(glid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활음은 발음될 때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 볼 때 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혀가 입
천장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음과 거의 비슷하지만 모음
과 달리 스스로 음절을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활음을 반모음 또는 반
자음이라고도 한다. 



- 35 -

ㅣ(=/y/)계 이중모음 ㅑ[ya], ㅕ[yə], ㅛ[yo], ㅠ[yu],  ㅖ[ye], ㅒ[yɛ]

ㅜ(=/w/)계 이중모음 ㅘ[wa], ㅝ[wə], ㅟ[wi], ㅙ[wɛ], ㅞ[we], ㅚ[we]
ㅡ(=/ɨ/)계 이중모음 ㅢ[ɨy]

  이중모음에서 두 개의 모음 중 하나는 대체로 고모음/y/ 또는/w/모음
이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중모음을 공명도(sonority)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공명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상향이중모음(rising 
diphthong)과 반대로 공명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하향이
중모음(falling diphthong)이라고 한다. 공명도는 모음 의성 질이므로 반
모음인 활음은 모음보다 공명도가 낮다. 따라서 ‘모음 활음’은 공명도가 
높은데서 낮은 데로 가는 하향 이중모음이고 ‘활음 모음’은 상향 이중모음
이다. 상향 이중모음은 활음이 단모음에 선행하는 이중모음 말하는 것이
며, 하향 이중 모음은 활음이 단모음에 후행하는 이중모음을 말한다.

상향이중모음: 활음+단모음: ㅑ[ya], ㅕ[yə], ㅛ[yo], ㅠ[yu], ㅒ[yɛ], 
                          ㅖ[ye], ㅘ[wa], ㅝ[wə], ㅞ[we], ㅙ[wɛ]

하향이중모음: 단모음+활음:  ㅢ[ɨy]

  이중모음을 크게 상향 이중모음(반모음+단순모음)과 하향이중모음(단순
모음+반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 Ⅱ-5>와 같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
라 ‘의’를 상향이중모음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16)      

<표 Ⅱ-5> 한국어의 이중모음 (허용·김선정, 2006: 99)17)

16) 본고에서는 허용·김선정(2006)에 따라 ‘의’를 상향이중모음으로 본다.   
17) 차리싸(Charisa, 2013), 조단(Zhaodan, 2015), 왕징징(Wangjingjing,  
    2012)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12개로 보며,  



- 36 -

음운 환경/문법 요소 발음 예
첫음절 [ㅢ] 의지[의지], 의미[의미]

둘째 음절 이하 [ㅢ]/[ㅣ] 주의[주의/주이], 민주주의[민주주이]
자음+ㅢ [ㅣ] 희망[히망], 띄다[띠다]
조사 ‘의’ [ㅢ]/[ㅔ] 우리의[우리의/우리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ㅚ’와 ‘ㅟ’는 이중모음으
로 발음된다. 
  한국어 이중모음의 특성을 고려할 때 ‘ㅢ’ 는 음운 환경이나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어 ‘ㅢ’ 발음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학
습자들은 ‘의’ 발음의 특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18).

<표Ⅱ-6> 이중모음 /ㅢ/의 발음(허용·김선정, 2006: 99) 

   (2) 스리랑카어 이중모음 체계 및 특성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 체계는 따로 보이지 않지만, 스리랑카어에 이중
모음이 2개가 존재한다. 이중모음 체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숫
자가 약간씩 다르지만19), 대부분의 연구에서 스리랑카어에 이중모음이 2
개가 존재한다.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은 /ai/, /au/로 활음/y/와/w/가 
모음/a/ 뒤에 오는 하향이중모음이다.

    허용·김선정(2006)에 따라 본고에서도 이중모음 체계는 12개로 살펴보다. 
18)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현재 쓰고 있는 서강한국어(2008)에서는 이러  
    한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2009: 34)에서는 ‘ㅢ’ 발  
    음은 따로 설명되어 있다. 
19) Wasala & Gamage(2005)는 /iu/, /eu/, /æu/, /ou/, /au/, /ui/,        
     /ei/, /æi/, /oi/, /ai/ 10개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대부분에 자료에서 스  
     리랑카어에 이중모음이 2개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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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Disanayake, 2006: 227)
w [a] + b [i]  = ft [ai]

 w [a] + W [u] = T! [au]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 특징으로는 한국어 이중모음과 달리 스리랑카어
에 존재하는 이중모음 2개가 저모음과 고모음으로 결합되는 방법으로 만
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한국어 이중모음 특성을 바탕으로 이어지
는 Ⅲ장에서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 대상으로 오류 분석과 음향 음
성학적 분석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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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조사 및 분석 
  
 1. 조사 개요

   1)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스리랑카인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스리랑카어
의 이중모음 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을 음향 음성학적으
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인 학습자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효율적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
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연구 과제 3개로 나눠 살펴보았다.
  첫째, 녹음 조사를 하기 전에 학습자의 수준, 성별, 학습 기간, 학습 목
적,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인
터뷰를 통해 발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둘째,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 연구 과제는 
학습자에게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중 조사지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어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를 발음할 때, 스리랑카인 학습자
가 어떤 오류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오류 
분석은 똑같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20).
  셋째,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산출 양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학
습자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녹음하였다. 학습자를 각각의 이중모음을 발음

20)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의 인식을 살펴본 것이고 오  
    류 분석을 통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어떤 오류가 나타나는지 또한 그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습자의 인식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오  
    류 분석은 학습자의 발음을 전사하여 오류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예측하였다. 따  
    라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째 연구 과제를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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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녹음하였고 그 녹음한 자료를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통해
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의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도 녹
음하였다. 두 집단에서 각각 15명씩21)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연구 대상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구 과제에서 조사 대상자는 스리랑카어를 모어
로 하는 켈라니야 대학교 학습자들이다.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교는 켈라니야 대학교 밖에 없기 때문에 켈라니야 대학
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대상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초급(1학
년, 2학년, 3학년) 한국어 학습자들을 총 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초급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정도 되었지만22), 한
국어 발음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은 편이다. 그 학습자들 중에서 한 명
도 한국 거주 경험이 없는 학습자였고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본 경
험이 있는 학습자는 2명밖에 없었다. 피험자 모두 연령 22~24세 사이였
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자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21) 켈라니야 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켈라니야 대학교에  
    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학습자는 여성이다. 그리  
    고 남녀를 똑같은 기준으로 삼고 싶었지만 이 조사를 진행할 때 대학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찾기 어려워 2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집단  
    간의 차이가 없애기 위해 그에 따라 한국인 화자를 똑같은 기준으로 삼았다.
22) General Degree 과정에서 전공 3개 중에서 한국어를 한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1년에 2학기로 한 학기에 15주 동안 15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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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별 연령 한국어 학습 기간
S-1 여 20 9개월
S-2 여 22 9개월
S-3 여 21 9개월
S-4 여 21 9개월
S-5 여 21 9개월
S-6 여 22 9개월
S-7 여 21 9개월
S-8 여 22 9개월
S-9 여 21 9개월
S-10 여 22 9개월
S-11 여 22 9개월
S-12 여 22 9개월
S-13 여 21 9개월
S-14 여 22 9개월
S-15 여 24 2년 9개월
S-16 여 23 2년 9개월
S-17 남 24 1년 9개월
S-18 여 24 1년 9개월
S-19 여 24 1년 9개월
S-20 여 22 1년 9개월
S-21 남 23 1년 9개월
S-22 남 22 1년 9개월
S-23 여 22 1년 9개월
S-24 여 22 1년 9개월
S-25 여 22 1년 9개월
S-26 여 22 1년 9개월
S-27 여 23 1년 9개월
S-28 여 24 1년 9개월
S-29 여 22 1년 9개월
S-30 여 23 1년 9개월
S-31 여 22 1년 9개월

* S =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표 Ⅲ-1> 스리랑카인 조사 대상자 정보 

  본  연구의 세 번째의 연구 과제에서 한 집단의 조사 대상자는 한국어 
학습자들23)이고 다른 집단의 조사 대상자는 한국인 화자들이다. 두 집단

23)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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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대상자는 연령은 22~32세이다. 따라서 두 집단에서 각각의 15명
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Ⅲ-2> 스리랑카 학습자의 기본 정보
녹음 대상자 성별 나이 학습 기간

S-1 남 24 1년 9개월
S-2 남 22 1년 9개월
S-3 여 24 1년 9개월
S-4 여 22 1년 9개월
S-5 여 22 9개월
S-6 여 22 1년 9개월
S-7 여 23 1년 9개월
S-8 여 25 3년
S-9 여 25 3년
S-10 여 25 3년
S-11 여 25 3년
S-12 여 25 3년
S-13 여 26 3년
S-14 여 26 3녀
S-15 여 22 1년 9개월

* S= 스리랑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보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번째 연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단독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한 자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연구 과제에 한국어 학습자들 중  
    정확하게 발음한 녹음 자료 8개를 선정하고 추가 자료는 다른 학습자들에    
    게 요구하여 수집하였는데 모든 녹음 자료는 15개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연  
    구 과제 2개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켈라니야 대학교의 한  
    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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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한국어 모어 화자의 기본 정보
녹음 대상자 성별 나이 거주지

K-1 남 30 서울
K-2 남 28 수원
K-3 여 27 수원
K-4 여 25 서울
K-5 여 28 서울
K-6 여 27 서울
K-7 여 25 서울
K-8 여 27 서울
K-9 여 29 수원
K-10 여 28 서울
K-11 여 24 수원
K-12 여 26 서울
K-13 여 32 서울
K-14 여 28 서울
K-15 여 27 수원

* K= 한국인 모어 화자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다음 [그림 Ⅲ
-1]과 같다.
 

[그림 Ⅲ-1] 설문조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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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내용

  한국어에는 12개의 이중모음 체계를 볼 수 있지만 스리랑카어에는 이중
모음이 2개 밖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중모음 2개가 한국어의 이중
모음과 비슷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 과
제에서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느끼는 어려
움 또는 그에 대한 인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연구 과제로는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어떤 식으로 오류가 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초급 남
녀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을 총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실험을 위
한 어휘 조사지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한 『외국인을 위한 발
음 47』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리랑카인 초급 한
국어 학습자의 발음 시 총 403개24) 이중모음 어휘를 분석 자료로 살펴보
았다. 이중모음 발음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실제로 
피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및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구 과제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독 이중
모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한국인과 스리
랑카인 학습자를 각각 15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개별적으로 한국어 이
중모음 발음을 녹음하여 그 음소를 Praat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음성학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인식과 발음 오류와 달리 한국어 학습자
들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한국인 화자보다 실제 발음이 다른지를 찾아
내려고 진행한 것이며 이 연구 과제에서 현대 발음 연구를 하기 위해 많
이 사용하고 있는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의 제2포먼트 값을 측정하여 그 값을 SPSS의 MANOVA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두 집단 간 각각의 이중모음과 그룹 전체에서 값의 

24) 학습자의 음성은 발음 오류 여부와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전문  
    가 2명이 듣고 오류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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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항 질문의 내용

개인 정보 7

이름
성별
나이
학년
한국어능력시험응시 경험
-성적증명서 있는 경우: 급
한국 거주 경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인식 분석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 특히 이중모음 발음의 어려움
을 알아보기 위해 1, 2, 3학년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느끼는 발음의 어려
움과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는 정형화된 기존의 
도구인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로 마련된 설문지를 스리랑카어로 번역해서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설문지는 〔부록-1〕, 〔부록-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자료 분석 방법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특히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마련한 설문지를 본 장에서 분
석한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설문지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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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경험 있는 경우:
   년         월
한국어 학습 기간
e-mail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대한 질문

1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한국어 전공수업에 
대한 질문

1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영역 

발음에 대한 질문 3

-발음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한국어를 발음할 때 스리랑카어가 미  
 치는 영향
-발음을 연습할 때 사용하는 전략 또는  
 학습 방법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질문

8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학습자의 인  
 식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어려움을 느  
 끼는 정도
-가장 어려운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
-가장 쉬운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  
 식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교육
-이중모음을 교육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
-이중모음을 연습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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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스리랑카의 켈라니야 대학교 한국어 학습자 총 31명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으며 올바른 의미와 내용 전달을 위해 한국어로 설계한 설
문지를 스리랑카어로 번역하여 응답도 스리랑카어로 쓸 수 있게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중모음 발음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마련한 설문지를 본 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설문 분석

  ①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

  먼저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 사항을 묻는 질문이다. 응답자
의 성별, 연령, 학습 기간, 학년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5>과 같다.

<표 Ⅲ-5> 연구 대상자의 세부 정보
학년 성별 학습자 수 합계

1 학년
남학생
여학생

0
14

14

2 학년
남학생
여학생

3
12

15

3 학년
남학생
여학생

0
2

2

합계 31

  총 31명의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20세~24세 사이였다. 총 31명인 연구
대상자 중에서 한국에 거주 경험 있는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한국 거주 경험으로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 학습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총 31명 중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25)을 본 경험이 있는 2명이 
찾을 수 있었으며, 그 학습자 2명은 2급(초급) 합격자였다. 한 명은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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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

생이고 한 명은 2학년생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에서 3학년생 2명밖에 없
었기 때문에 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으며, 한국어 수준은 초급
으로 삼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한국어 수준은 아직 낮은 편
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②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대한 질문

  다음은 본 연구 대상자의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관련되는 질문이다.

  본 연구 대상자 중에서 취업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가 제일 많았는데 총 31명 중 10명(31.2%)을 차지하였다. 그다음, 기타를 
선택한 학습자가 많았으며 그 학습자의 목적은 ‘관광학과 관련이 있어서, 

25) 2013년에 처음으로 스리랑카에서 30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1  
    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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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관련이 있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여행하고 싶어서, 취미’ 
등 여러 응답이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
어를 배우는 학습자(5명)가 많았다. 진학을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
습자 4명이 있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
자는 3명이었다. 분석 결과 취직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다
른 여러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한국어 전공수업에 대한 질문
 
  한국어를 배울 때 매우 어려운 영역을 선택하는 질문이다. 이 부분에서 
복수 선택 가능하며 어려운 영역 3개를 고를 수 있었다. 어려운 영역은 
발음, 문법, 어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나열하였다. 전공수업
을 받으면서 이 영역 중에서 어려움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되는 질문이고 
조사대상자들이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6>과 같다. 

<표 Ⅲ-6>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영역 선택하기
어려운 영역 학습자의 응답 수 비율(%)

발음 28 90.32%
문법 16 51.61%
어휘 0 0.00%
듣기 15 48.39%

말하기 16 51.61%
읽기 9 29.03%
쓰기 9 29.03%

  <표 Ⅲ-6>에서 볼 수 있듯이 ‘발음’ 28명, ‘문법’ 16명, ‘말하기’ 16명, 
‘듣기’ 15명, ‘읽기’ 9명, ‘쓰기’ 9명, ‘어휘’ 0명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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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영역 선택하기

라서 발음 영역은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일 어려운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스리랑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발음’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 학습자의 어려운 영역에 대한 인식 결과를 다음 [그림 Ⅲ-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④ 발음에 대한 질문

  다음은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
음 교육 중에서도 연습할 때 가장 어려운 영역을 묻는 질문이다. 이는 ‘단
모음, 이중모음, 자음, 받침, 기타’라는 선택 순으로 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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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발음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표 Ⅲ-7> 발음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가장 어려운 영역 학습자의 응답 수 비율(%)

단모음 0 0.00%
이중모음 28 90.32%

자음 1 3.23%
받침 1 3.23%
기타 1 3.23%

  발음 교육 중에서도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
인지 알아보고자 한 질문에서 ‘이중모음’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학습자
가 많았다. 연구 대상자 총 31명 중에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이 어렵다
는 인식은 28명(90.32%)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는 
발음 습득 중 한국어 이중모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전공 수업에서 어려운 영역은 ‘발음’이고 그 발음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중모음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해서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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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스리랑카어의 발음의 영향

  ⑤ 한국어를 발음할 때 스리랑카어의 발음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한 질문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발음할 때 스리랑카어 발음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질문에 응답은 다음 [그림 Ⅲ-5]와 
같다.

  스리랑카어의 발음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영
향을 어느 정도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총 31명 중에서 
23명은 ‘그렇다’고 선택하였고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조사 대상자는 한 명이 있어 연구 대상자의 전반 이상은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울 때 스리랑카어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⑥ 발음을 연습할 때 사용하는 전략 또는 학습 방법

  다음은 연구 대상자가 발음을 연습할 때 사용하는 전략 또는 학습 방법
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본 질문이다. 본 질문에서 응답 중 듣기 연습, 듣기
와 발음 연습, 발음은 스리랑카어로 메모하기, 한국 드라마 보기 및 노래 



- 52 -

듣기, 받아쓰기 연습,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음을 연습하기, 교재 및 인터
넷을 사용하기, 음성 자료를 듣기, 읽기, 읽기 텍스트를 큰소리로 읽기, 쓰
기 연습, 따라하기, 영화 보기, 항상 발음 연습하기 등 여러 가지 대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약간 다르
게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음 연습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
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⑦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질문

<표 Ⅲ-8>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
이중모음을 알고 있다/없다 학습자의 수 총 비율
이중모음을 이미 알고 있는 

학습자 22 71%
이중모음을 모르는 학습자 9 29%

  다음은 이중모음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스리랑카 학습자 총 
31명 중 22명은 이중모음을 알고 있었고 9명은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중
모음을 알고 있는 학습자는 많았지만, 다음에 언급할 한국어 학습자의 오
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중모
음을 잘 모르는 학습자 9명(29%)이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질문은 조사 대상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이 어느 정도의 어
려움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표 Ⅲ
-9>와 같다.
 



- 53 -

<표 Ⅲ-9>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이중모음 
발음의 

어려운 정도

아주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학습자 수 1(3.2%) 17(17%) 11(35.5%) 2(6.5%) 0(0.0%)

  위에 표와 같이 연구 대상자 31명 중 아주 어렵다, 어렵다고 대답한 학
습자 18명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
어 이중모음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어 이중모음 13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중모음
을 묻는 질문이다. 

<표 Ⅲ-10> 가장 어려운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
한국어 이중모음 학습자의 수

야 0
여 0
요 0
유 1
예 2
얘 2
와 0
워 0
웨 12
외 2
왜 3
위 0
의 9

합계 31

  연구 대상자 중에서 ‘웨’ 발음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습자 12명이었다. 
그리고 그 발음은 왜 어려운지 묻는 질문에는 ‘웨’ 발음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이중모음이 있음, 발음 두 개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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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 ‘웨’를 발음하기와 인식하기 어렵다, 스리랑카어에 있는 발음과 비
슷하지 않음 등 여러 응답을 하였다. 그다음으로 연구 대상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이중모음은 ‘의’ 발음이다. ‘의’ 발음은 왜 어려운지 묻는 
질문에는 ‘의’ 발음이 사용되는 것에 따라 어려움을 느낌, 빨리 발음할 수 
없음, 스리랑카어에는 그 발음이 존재하지 않음 등 여러 대답이 있었다. 
한국어 이중모음 ‘의’ 발음 실제 스리랑카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기 때
문에 따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어려운 발음은 ‘왜’ 발음이라
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는 3명이 있었고 그 이유는 ‘왜’를 발음할 때 혀
를 움직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느낌과 자음과 함께 발음할 때 어려움을 
느낌 등 응답이 있었다. 학습자에게 이중모음 발음 중에서 ‘왜’ 발음도 어
렵게 느끼기 때문에 ‘왜’ 발음을 고려해 봐야 한다.
  다음은 한국어 이중모음 중에서 가장 쉬운 이중모음을 묻는 질문이다. 
조사 대상자는 어려운 발음과 마찬가지로 쉬운 발음은 무엇인지 그 인식
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가장 쉬운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인식
한국어 이중모음 학습자의 수

야 17
여 0
요 2
유 2
예 0
얘 2
와 2
워 1
웨 0
외 1
왜 1
위 2
의 1

합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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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자 총 31명 중에서 한국어 이중모음 ‘야’ 발음은 가장 쉬운 발
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는 스리랑카어에 비슷
한 발음이 있다는 것과, 스리랑카어의 자음과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중 대부분의 대답이었다. 한국어 이중모음 중에서 ‘요’, ‘유’, ‘얘’, 
‘와’, ‘위’ 발음은 2명씩 쉬운 발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얘’ 발음은 왜 
어려운지 그 대답을 하지 않았고 ‘위’ 발음이 사용되는 것에 따라 쉽게 느
낌, 빨리 발음할 수 있음 등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요’ 발음은 기억하기 
쉬운 발음으로 인식한 학습자가 있었고 ‘스리랑카어에 발음되는 자음 ‘요’ 
발음과 비슷함 등 대답하였다. 교육 내용 순서를 선정할 때 쉬운 것부터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⑧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교육에 관  
    한 질문

[그림 Ⅲ-6]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교육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교육이 어
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스리랑카 학습자 6명이 ‘많이 있
다’라는 대답을 선택하였고, ‘약간 있다’라는 학습자 10명을 대답하였으므
로 교재 내 이중모음 교육 방안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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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⑨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식에 관한 질문

  이중모음 발음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복수 선택 가
능)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표 Ⅲ-12> 한국어 이중모음 교육을 받은 방식
이중모음 교육을 받은 방식

(복수 선택 가능)
학습자의 수 총 비율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 17 54.8%
음성 자료를 듣고 따라하기 11 35.5%
시청각 자료를 보고 따라하기 2 6.5%
문자적 설명 및 입모양 사진 제시하기 10 32.3%
기타 0 0.0%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알아보
기 위한 질문이다. 본 질문은 복수 선택을 가능한 질문이었다. 조사 결과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방식(54.8%)은 가장 많았다. 음성 자료를 듣
고 따라하기(35.5%) 그다음을 이루어졌고 문자적 설명 및 입모양 사진을 
제시하는 방식(32.3%) 다음으로 나타냈다. 본 질문에서는 복수 선택을 가
능하지만, 시청각 자료를 보고 따라하기(6.5%)라는 대답을 선택한 한국어 
학습자는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믿기 어
렵다. 최근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이기
도 하지만, 스리랑카 교육에서 시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교사는 미리 그런 자료를 잘 준비해 두
면 학습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질문은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중모음 발음을 제시할 때 
어떤 방식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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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이중모음을 교육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

이중모음을 교육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

학습자의 수 총 비율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 6 19.4%
음성 자료를 듣고 따라하기 10 32.3%
시청각 자료를 보고 따라하기 9 29.0%
문자적 설명 및 입모양 사진 제시하기 5 16.1%
기타 1 3.2%

  총 31명의 연구 대상자 중에서 10명은 음성 자료를 듣고 따라하는 방식
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시청각 자료를 보고 따라하는 방식
은 그다음을 이루었다. 그리고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방식은 학습
자 중 6명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답하였고 문자적 설명 및 입모양 사진 제
시하는 방식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습자는 5명(16.1%)이다. 기타를 선
택한 학습자는 한 명 밖에 없었는데 그 학습자는 위에 제시한 4개의 방식
이 다 효과적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전체 학습자의 응
답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연습할 때 어떤 방식은 가장 효과적인
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다음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 이중모음을 연습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

이중모음을 연습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 학습자의 수 총 비율

듣기 연습 9 29.0%
읽기 연습 14 45.2%
받아쓰기 연습 5 16.1%
따라하기 연습 1 3.2%
기타 2 6.5%

   한국어 이중모음을 연습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응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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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명 중에서 학습자 14명은 ‘읽기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응답을 하였
고 그 중에서 9명은 ‘듣기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대답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5명은 ‘받아쓰기 연습’을 선택하였고 2명은 ‘기타’를 선택하였다. 그 학
습자 두 명은 ‘듣기와 읽기 연습하기’라는 대답을 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묻는 질문이지만, 두 명은 복수 대답을 하였다. ‘따라하기 연
습’은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조사 대상자 한 명 밖에 없었다. 설
문조사 분석 결과 한국어 이중모음을 연습할 때 ‘읽기’와 ‘듣기’ 연습을 많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할 때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하는 질문
이다. 

<표 Ⅲ-15>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기타 의견
이중모음에 대한 기타 의견 조사 대상자의 수 총 비율(%)
질문에 응답하기 4 12.9%
질문에 응답하지 않음 27 87.1%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학생들(87.1%)이 많았지만, 대답한 학생들 중
에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모음 음운 체계 중에서 한국어 이
중모음을 발음하기 어렵다,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이 매우 어렵다, 같은 발
음을 가진 이중모음이 많아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한국어 이중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고려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이중모음이 똑같은 발음으로 들리기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알 수 있었다. 이 의견들과 함께 위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잘 고려
해 보면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스리랑카 학습자가 많
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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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중모음의 발음 실태와 오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실태와 그
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 대상자는 스리랑카인 한국
어 학습자들이다. 이중모음의 발음 실태와 오류 양상은 스리랑카어를 모어
로 하는 켈라니야 대학교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를 위하여 총 31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 이중모음의 발음 실태

  본 연구에서는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시 총 403개 이
중모음 어휘를 분석 자료로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 언급한 이중모음 발음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실제로 피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및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어 조사 대상자들은 절반 정도가 한국어를 배운 지 9개월 정도 되
었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은 편이다. 그리고 설문 
분석 결과 한 명도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다. 또한 2년 9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가 2명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잘못 인식된 발
음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 잘못 발음하는 오류도 많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한국어 이중모음 어휘를 발음할 때,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어떤 오류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에
서는 이중모음 어휘를 13개로 선정하였다26). 어휘의 제작에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출판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47’의 단어를 참고하

26) 표준 발음법 제4항 [붙임]에서 ‘ㅚ, ㅟ’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어  
    실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ㅚ, ㅟ’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본고에  
    서도 이중모음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라 초성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어휘도   
    13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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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작했으며, 어휘 선정 기준으로 초성 이중모음 어휘만 선정하여 발음 
조사지를 만들었다. 본고에서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휘를 발
음할 때 이중모음(야, 여, 요, 유, 예, 얘, 와, 워, 웨, 외, 왜, 위, 의)에서 
나타난 오류만 살펴보았다27).
  Ⅱ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
이 한국어 이중모음의 특징으로 인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① 스리랑카에는 ‘의’ 발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 발음하기 어렵다.
② ‘여’와 ‘요’ 발음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 ‘요’ 발을 구별하지 못  
   한다.
③ ‘예’, ‘얘’ 발음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얘’ 발음을 구별하지 못  
   한다.
④ ‘왜’, ‘외/웨’ 발음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외’, ‘외/웨’ 발을 구별    
   하지 못한다.

  이처럼 초급 학습자는 /얘/와 /예/뿐만 아니라 /왜/와 /웨, 외/를 구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도 구별하지 못하고 실생활에서도 이런 
발음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이 두 발
음의 차이점을 제대로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각각의 이중모음에 따라 어휘 오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욱(2009)
의 오류 유형을 참고하여 스리랑카인 초급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게 어휘 오류는 생략, 축소/축약, 확장, 대치로 구성하였다.  
  조사할 때, 조사 대상자는 이중모음 어휘를 발음하기 전에, 한국어 이중
모음 난이도 인식 조사를 하려고 충분히 시간을 주어 2번 읽었다.

27) 이중모음 중에서 ‘ㅚ’와 ‘웨’는 같은 발음이지만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  
    이 두 발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ㅚ, ㅞ’를 나눠 조사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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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이중모음의 발음 오류 양상

  본 연구에서는 이승환 외(2001)와 김정욱(2009)의 오류 유형을 참고하여 
스리랑카인 초급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표 Ⅲ-16> 스리랑카인 초급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 유형 정의

생략
해당 사항 없음/발음하지 않음
활음을 생략하고 단모음만 발음하는 경우

축소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줄여서 작게 하는 경우28)

확장
음절을 늘려서 발음하는 경우
이중모음을 분석하여 두 개의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대치
생략이나 첨가 오류를 거치지 않고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

  ① 초급 학습자의 오류 양상 

  스리랑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중모음 어휘 발음 
오류는 확장, 축소, 생략, 대치로 나타났다. 대치는 생략이나 첨가 오류를 
거치지 않고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여'를 '요'로 발음하는 오류가 대치에 해당된다. 확장은 음절을 늘
려서 발음하는 경우, 또는 이중모음을 분석하여 두 개의 모음으로 발음하
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의'를 '으이'로 발음하는 것이다. 생략은 활음을 
생략하고 단모음만 발음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예'를 '에'로 발음하는 
경우가 생략에 해당된다. 또한, 이중모음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 생략으로 
본다. 축소는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줄여서 작게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
면 ‘얘기’라는 어휘를 발음할 때 ‘얘’를 장모음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얘’
를 단모음처럼 짧게 발음하는 것이 축소에 포함하였다. 
  다음 <표 Ⅲ-17>은 스리랑카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

28) 본고에서는 ‘얘’ 이중모음을 단모음처럼 짧게 발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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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발음할 때 나타난 오류이며 그 오류의 수 및 총 비율이다.

<표 Ⅲ-17> 스리랑카인 피험자의 이중모음 어휘 오류 발음 실태 

번
호

이중
모음 
어휘

이
중
모
음

이중모음 발음 오류(개수) 
오류
의 
수

총 비율

1 야구 야 여(3), 웨(1) 4 12.9%
2 여기 여 워(1), 요(2) 3 9.67%
3 요리 요 여(3), 유(5), 워(1), 우(1) 10 32.25%
4 유리 유 요(2), 우(1), 유우(1), 4 12.9%

5 예약 예
에(4), 여(6), 오(1), 발음하지 않음
(1)

12 38.70%

6 얘기 얘
애(6), 에(3), 워(1), 웨(2), 얘[단모
음처럼 짧게 발음함](17), 발음하지 
않음(2)

31 100%

7 와요 와
오(1), 유(1), 하(1), 왜(1), 화(1), 위
(1)

6 19.35%

8 워낙 워
웨(5), 발음하지 않음(2), 원(1), 화
(1), 위(1)

10 32.25%

9
웨이
터

웨 애(1), 아(1), 유(1), 위(2), 워(2), 7 22.58%

10 외국 외
와(1), 위(17), 외에(2), 발음하지 않
음(1), 의(1)

22 70.96%

11 왜 왜 위(1) 1 3.22%

12 위치 위
위이(3), 와(1), 왜이(1), 우(1), 외
(1), 발음하지 않음(1)

8 25.80%

13 의사 의
으이(4), 이(5), 아이(3), 과(1), 위
(1), 왜이(1), 애(1) 

16 51.61%

 

  분석 자료는 오류 유형에 따라 다음 <표 Ⅲ-18>과 같이 정리해서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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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 유형
이중
모음

오류 실태(개수)
오류 유형 (개수)

생략 대치 확장 축소
야 여(3), 웨(1) 여(3), 웨(1)
여 워(1), 요(2) 워(1), 요(2)

요
여(3), 유(5), 워(1), 우
(1)

여(3), 유(5), 
워(1), 우(1)

유 요(2), 우(1), 유우(1), 우(1) 요(2) 유우(1)

예
에(4), 여(6), 오(1), 발
음하지 않음(1)

에(4), 발
음하지 않
음(1)

여(6), 오(1) 

얘

애(6), 에(3), 워(1), 웨
(2), 얘[단모음처럼 짧게 
발음함](17), 발음하지 
않음(2)

발 음 하 지 
않 음 ( 2 ) , 
애(6),

에(3), 워(1), 
웨(2), 

얘[단모음
처럼 짧게 
발음함](17),

와
오(1), 유(1), 하(1), 왜
(1), 화(1), 위(1)

오(1), 
유(1), 하(1), 
왜(1), 화(1), 
위(1)

워
웨(5), 발음하지 않음(2), 
원(1), 화(1), 위(1)

발 음 하 지 
않음(2)

웨(5), 원(1), 
화(1), 위(1)

웨
애(1), 아(1), 유(1), 위
(2), 워(2), 

애(1), 아(1), 
유(1), 위(2), 
워(2)

외
와(1), 위(17), 외에(2), 
발음하지 않음(1), 의(1)

발 음 하 지 
않음(1)

와(1), 위
(17),  의(1)

외에(2)

왜 위(1) 위(1)

위
위이(3), 와(1), 왜이(1), 
우(1), 외(1), 발음하지 
않음(1)

발 음 하 지 
않음(1)

와(1), 왜이
(1), 우(1), 외
(1), 

위이(3)

의
으이(4), 이(5), 아이(3), 
과(1), 위(1), 왜이(1), 
애(1) 

이(5), 아이
(3), 과(1), 위
(1), 왜이(1), 
애(1) 

으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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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1명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이중모음 어휘를 발음할 때 오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 Ⅲ-7]과 같다.

[그림 Ⅲ-7]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단어 오류 비율

<표 Ⅲ-19>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단어 오류 개수

이중모음
총 오류 

개수
총 비율

야 4 12.9%
여 3 9.67%
요 10 32.25%
유 4 12.9%
예 12 38.70%
얘 31 100%
와 6 19.35%
워 10 32.25%
웨 7 22.58%
외 22 70.96%
왜 1 3.22%
위 8 25.80%
의 16 51.61%

 

  본고에서는 ‘얘’와 ‘예’는 한국어 모어 화자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하
는 경우가 적을 정도로 거의 통합한 상태이다. 따라서 ‘얘’와 ‘예’의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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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류로 분석하지 않으며 <표 Ⅲ-18>에서 제
외하였다. ‘웨, 외, 왜’도 또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일상 발음에서 거의 
변별하지 못하는 음이므로 ‘웨, 외, 왜’를 분석할 때는 오류로 분석하지 않
으며, <표 Ⅲ-17>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얘/와 /예/, /왜/와 /웨, 외/
는 한국어 음운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음소이므로 기본적인 발음 지침을 
설명한다.   
  위에 <표 Ⅲ-17>을 보면, 31명 학습자의 이중모음 단어에서 총 403개 
발음이 있다. 그중에서 ‘왜’는 오류가 제일 적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본고
에서 ‘왜(1)’ 단어로 선정하지만, ‘왜’ 발음은 단독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적게 나타나고 또한, 학습자는 ‘왜’라는 단어를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발음으로 생각한다. 그다음, ‘여(3)’는 ‘요’와 구별 못
하겠다고 예측하였지만, 학습자 두 명 밖에 틀리지 않았다. 다른 학습자에 
비해 한 학습자가 ‘여’를 ‘워’로 발음하는 것은 ‘여’ 발음하기 어려운 것보
다 초급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아직 이중모음의 절차를 잘 파악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야(ya)’는 스리랑카어 발음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으며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가 없거나 제일 적게 나타난다고 예
측했지만, 세 번째로 발음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야’ 발음도 발음하기 
어려워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유(4)’ 발음에서도 오류 수가 비슷
하게 나타났다. ‘유’는 ‘요’로 발하거나 단모음처럼 발음하거나 늘려서 발
음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요’ 발음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와(6)’ ‘오’로 발음하는 것
을 제외하고 ‘와’ 발음을 많이 다르게 발음한 것이다. 이는 ‘와’ 발음 자체
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려워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으로 ‘웨’ 발음 오류 비율이 높았으며 ‘웨’는 다른 음소로 발음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오류 비율이 높은 발음은 ‘위’이며 이는 발음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류들은 늘려서 발음하거나 단모음처럼 발음하는 
것과 ‘위’는 ‘외’나 ‘와’로 발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요’는 그 다음으로 오류가 많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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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발음 오류 개수 총
확장 유우(1), 으이(4), 위이(3), 외에(2) 10
축소 얘[단모음처럼 짧게 발음함](17) 17

생략
우(1), 에(4),  발음하지 않음(7), 오(1), 애
(6)

19

대치

여(3), 웨(1),워(1), 요(2), 여(3), 유(5), 워
(1), 요(2), 여(6), 워(1), 웨(2), 유(1), 우(1), 
하(1), 왜(1), 화(1), 위(1), 웨(5),  원(1), 화
(1), 위(1), 애(1), 아(1), 유(1), 위(2), 워(2), 
와(1), 위(17), 오에(2), 의(1), 위(1), 와(1), 
왜이(1), 외(1), 아이(3), 과(1), 위(1), 왜이
(1), 애(1),  에(3), 이(5), 우(1) 

88

으며 그 중에서 ‘요’는 ‘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발음이 조금 비슷함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요’는 ‘유’로 발음한 것, 다
른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것과 단모음처럼 발음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 다
음으로 ‘워’ 발음도 오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고에서 다른 음소
로 발음한 경우 많이 나타난 것처럼 ‘워’ 발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발음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예’ 오류가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음소처럼 발음하거나 단모
음처럼 발음한 것과 발음하지 않은 경우 확인할 수 있었다. ‘의’는 그 다
음으로 오류 비율이 높았다. ‘의’에서 ‘과’처럼 전혀 다른 발음으로 인지한 
것은 이중모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 발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 
‘외’ 오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오류 중에서 ‘외’는 ‘위’로 발음한 것이 가
장 많았다. 이런 점은 학습자의 학습이 부족함으로 나타난 오류로 확인한
다. 제일 많은 오류가 나타난 발음은 ‘얘’ 발음이었다. 스리랑카인 초급 학
습자가 ‘얘’를 단모음처럼 짧게 발음한 것을 많았으므로 스리랑카어로 영
향을 받아 나타난 오류로 볼 수 있다. 
           

<표 Ⅲ-20> 이중모음 오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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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서는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치 오류가 원래 
많지만 대치 오류의 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이중모
음 발음 연습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발음에 대한 변별력이 낮아서 철자와 
발음을 유사한 발음으로 인식하는 오류도 있다. 
  초급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운 기간이 짧아서 단어에 대한 인지도가 상
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단어를 읽을 때 느린 속도로 읽는 경우가 많으
며 조금 느리면 '단모음+단모음'의 오류가 나타났다.
  본고에서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모어 화자와 한
국어 전공자 2명 이 녹취 실험의 내용을 들고 오류를 찾아냈다. 
  오류 분석 결과에 나타난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오류를 
각각 유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명의 학습자의 이중모음 단어에서 총 403개의 발음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얘(100%)’는 오류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얘’ 발음은 앞에
서 언급한 설문 분석 결과에서도 가장 어려운 발음 중 하나라고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가 발음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외> 의> 예> 그리고 ‘요’와  ‘워’는 오류 비율이 비
슷하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위> 웨> 와>’ 또한, ‘야’와 ‘유’ 발음 오류의 
수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여> 왜’ 순으로 오류가 나타났다. 각각 이중모음
에 따라 오류가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가 아직 이중모음
의 절차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❶ 대치 오류

  본 조사에서는 오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대치 오류에서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에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이중모음 발음 연습을 충분히 못 받아 
나타난 오류이다. 또한 대치 오류 중에서 ‘하(1), 화(2), 원(1), 과(1)’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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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중모음과 전혀 다른 발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학습자의 이중모
음에 대한 지식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치 오류에서 ‘외’를 ‘위’로 발음한 학습자가 17명이 있었는데 그 학습
자는 ‘외’를 ‘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볼 수 있다. 이는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변별력이 낮아서 일으킨 
오류로 알 수 있다. ‘워’를 ‘웨’로 발음해서 나타난 오류를 5개가 있었는데 
‘워’ 발음은 학습자가 ‘웨’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범한 오류로 살펴볼 수 있
다. 스리랑카어에는 ‘의’ 발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리랑카 학습자가 
‘의’ 발음의 어려움을 겪고 오류를 범한다. 학습자 5명이 ‘의’를 ‘이’ 발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으’를 탈락하고 ‘이’만 발음하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❷ 생략 오류

  본고에서는 다음으로, 생략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생략 오류는 발음하
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발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
지 잘 몰라서 발음하지 않는 것이고 ‘예, 외, 위’를 발음하지 않은 학습자
가 한 명씩 있었는데 ‘ㅒ, 워’를 발음하지 않은 학습자가 두 명씩 나타났
다. 
  초급 학습자가 6명은 ‘얘’ 발음의 활음을 생략하고 ‘얘’를 단모음 ‘애’로 
발음하였다. 이때 학습자는 ‘얘’ 발음 자체가 어려워 ‘애’로 발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같은 경우 반모음을 생략하고 ‘우’처럼 단모음만 발음하
는 오류도 있었지만, 한 명 밖에 그 오류를 범한 학습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 발음하기 어려워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학습자가 ‘유’를 ‘우’로 인
지하고 있으므로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❸ 축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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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그 다음으로 축소/축약 오류가 많이 나타나며 ‘얘’는 단모음
처럼 짧게 발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로 판단 할 수 있다. 이호영
(1996)에 따르면 ‘얘’가 장모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스리랑카 학습자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얘’를 아주 짧게 발음하며 이는 스리랑카어의 영향을 
받아서 범한 오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얘’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고자 
‘얘’를 습득할 때 더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다.  
 
  ❹ 확장 오류

  확장 오류에서 ‘으이’처럼 음을 늘려서 발음하거나 두 개의 모음으로 발
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발음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초급 학습자
는 한국어를 배운 기간이 짧아서 단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
다. 그래서 단어를 읽을 때 느린 속도로 읽는 경우가 많으며 조금 느리면 
'단모음+단모음'의 오류가 나타난다.
  오류 분석 결과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습과 이중모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을 오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오류 분석 결과 발음하기 어려운 이중모음이 많
아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다음 절에서 두 집단 간의 한국어 
이중모음의 음향 음성학 실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4. 한국어 이중모음의 음향 음성학적 분석

  1) 음향 음성학

  음성학이란 인간이 내는 소리(speech sound)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음성학은 말소리의 실체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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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분석하는 분야이며 물리적인 말소리의 생성과 음향, 인지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는 말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조음 음성
학, 말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음향 음성학, 말소리를 인지하는 과
정을 연구하는 청취 음성학의 세 가지 하위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한다. 이 
중에서 음향 음성학(Acoustic phonetics)은 과학 기기를 이용하여 음성의 
특질을 파악하려는 것이라서 실험 음성학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
면 조음기관인 성대, 혀, 입, 이, 입술 등을 움직이며 소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만들어진 소리는 청자에게 음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데 이런 단
계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가 음향 음성학이다. 한편, 모음의 조음적 
영역은 혀의 최고점의 전/후, 고/저 위치와 입술의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험음성학이란 조음음성학과 같이 실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하는 방법이다. 실험음성학은 생리학과 음향음성학이 포함된다.
 모음의 음향적 영역은 모음의 F1과 F2, F3 등의 수치를 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데네시와 핀슨(Denes & Pinson, 1993)은 모음에 따라 각기 다른 
포먼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펀트가 모음을 인지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모음은 스펙트로그램의 포먼트(formant) 값을 측정
할 수 있으며 모음의 주파수를 포먼트라고 한다. 여기서는 모음에 따라 변
하는 입 모양이 곡선의 높낮이에 변화를 초래한다. 제1형성소 주파수(the 
first formant frequency) 혹은 제1모먼트은 혀의 고/저 위치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입 벌림 정도에 따라 제1포먼트가 변한다. 따라서 고모음
일수록 제1모먼트의 수치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저모음일수록 F1의 수치
는 높게 나타난다. 즉, 제1 포먼트 값이 크면 저모음이고 작으면 고모음이
다. F2 혹은 제2형성소 주파수(the second formant frequency)는 모음
의 전방성과 비례 관계에 있으며 혀의 전후 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전설 
모음일수록 F2의 수치는 높게 나타나며 후설 모음일수록 제2포먼트의 수
치는 낮게 나타난다. 즉, 제2포먼트 값의 경우에는 포먼트 값이 크면 전설
모음이고 작으면 후설모음이다(Johnson 2003, Ladefoged 199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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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마다 성도의 길이나 후두의 크기 등과 같은 생리적인 조건이나 조음
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음의 기본 주파수, 공명 주파수는 화자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심한데 우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기본 주파수가 낮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모음이라도 포먼트의 절
대값은 성별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포먼트의 절대값은 
화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화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모음의 
음가에 따라서 포먼트 주파수의 상대적인 거리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모음의 음가와 관련된 포먼트 주파수는 그 절대값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패턴, 즉 포먼트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음의 인식적 영역은 각 단음 간의 유사성
과 비유사성에 대한 청자의 판단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음성 산출 실험의 객관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음향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Praat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실험도구 및 사전 지식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험음성학 연구와 관련된 도구로서 본 연
구에서는 Praat와 함께 이용한 실질적인 음성 분석 실행 시 사용되는 몇 
가지 기술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① 프랏(Praat)29)

  암스테르담 대학의 폴보엘스마(Paul Boersma)와 데이비드 위니크
(David Weenink) 학자가 개발한 음성분석 및 변형 프로그램인 Praat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인터넷상에서 무료

29) Praat는 네덜란드 말로 ‘말소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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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보통의 컴퓨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
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음성을 직접 녹음하거나 녹음된 음성 파일을 불
러 분석하는 간단한 음성 분석에서부터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음
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복잡한 전문적인 처리까지 가능하여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양병곤, 2000).

  ②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스펙트로그램은 음성의 주파수 즉 포먼트, 강도, 피치 등을 측정하는 과
학적 기기로서 의성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이용된다. 스펙트로그램은 음
파의 분석에 이용하는 기기이며 특히 모음 분석의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험자의 이중모음 음성 양상을 제시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Ⅱ-8]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예시

 3) 음향 음성학적 분석

  한국어에는 이중모음 체계가 있지만, 스리랑카어에는 이중모음이 2개밖
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실제
로 발음할 때 어떤 발음을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 어떤 발음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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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는지 또는 어떤 발음이 더 어려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국인 모어 화자와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발화한 한국어 이중모음을 Praat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
중모음을 발음할 때 나타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국인 모어 
화자 15명,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15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차이와 대상자 수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각각의 집단
에서 남성 2명 및 여성 13명씩 같은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인 모어 화자
는 모두 대학 졸업자였고 연령은 24~32세 사이였다.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는 아직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이고 연령은 22~26세 사이였다.  
  켈라니야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중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
학생의 수는 매우 적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정확하게 읽은 자료를 두 개
만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 남성 2명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크게 다음 [그림 Ⅲ-9]과 같다.

[그림 Ⅲ-9]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스리랑카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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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대상 녹음한 자료에서 15명의 녹음 자료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인 화자도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한 녹음 자료 15개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한국어 이중모음의 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한 것을 살펴보았
지만, 차리싸(Charisa, 2013), 조단(Zhaodan, 2015), 왕징징
(Wangjingjing, 2012)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12개로 선정하며, 본고에서는 국어 음성학(이호영, 1996)에 따라 이중모음 
체계는 12개로 살펴보았다30). 본 실험에서는 각각 이중모음을 개별적으로 
녹음하였다.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
확하게 읽은 자료의 수가 적었다. 따라서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한 자료 
15개를 찾아내고 비교·대조 분석하였다.
  Ⅱ장에서 모음 음운 체계 대조만으로는 한국어 발음 교육을 하는 데 있
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현
실적인 발음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정확성을 찾아내고 비교·대조 분석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스리랑카 학습자 남녀 20대 15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남녀 20~30대 15명이다. 
  먼저 실험 대상자를 만나 녹음하기 전에 녹음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였
다. 음성 실험에서 이중모음 단독 발음만(야, 여, 요, 유, 예, 얘, 와, 워, 
웨, 외, 왜, 위, 의)을 대조 자료로 삼았다.31) 
  연구자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실험학적 연구를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귀국하여 켈라니야 대학교 한국어 학습자를 직접 만나 녹음 자료를 수집

30) ‘외’와 ‘웨’는 ‘we'로 발음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리랑  
    카인 학습자의 발음에서 이 소리들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31)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나 문장 내에서 발음할 때 다른 음소의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발음이 달라질 수 있고 선행 연구에 따라 아직 스리랑카어와 한  
    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비교·대조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음향·음성  
    분석 기초 연구로써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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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습자의 음성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휴대용 녹음기 및 
Praat(version 6.0.35) mono 채널을 선택하고 표본 주파수(sampling 
frequency)는 44, 100Hz로 설정하여 녹음하였다. 그리고 녹음 파일 모두 
wav 파일로 저장하였다.  
  녹음은 소음이 거의 없는 폐쇄된 공간인 켈라니야 대학교의 언어 실습
실에서 진행하였고 녹음이 진행된 실습실에는 연구자와 녹음 대상자만 존
재하였다. 
  한국어 이중모음 녹음 자료를 분석을 위하여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주파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구간을 첫 번째 안정 구
간, 두 번째 구간을 전이구간,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을 두 번째 안정 구간
으로 나타내었고 제2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총 1170개32)을 측정하
였다. 포먼트 수치의 유의미한 변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SPSS 25.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신뢰구간 
95%(p<0.05) 수준의 MANOVA 검증을 시행하였다.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의 두 집단에서 측정한 제2포먼트의 구간별 
중간 값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를 다음 <표 Ⅲ-21>과 같다. 

32) 제2포먼트 구간별 값 모두(한국인 화자 15명×이중모음 13×3개 구간)+(스리랑  
    카인 학습자 15명×이중모음 13×3개 구간)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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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제2포먼트의 구간별 중간 값 평균 및 표준편차

GROUP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야 한국인 2024.00 420.28 1667.87 288.74 1486.89 279.08 
스리랑카인 2304.40 496.05 1882.53 291.07 1564.27 149.78 

여 한국인 2002.20 384.11 1372.93 345.87 1235.66 410.66 
스리랑카인 2176.00 480.06 1622.67 498.73 1516.07 570.94 

요 한국인 1913.13 466.45 1374.44 608.36 1203.58 502.57 
스리랑카인 1956.87 455.81 1457.67 268.34 1298.51 310.96 

유 한국인 2162.93 437.81 1524.82 559.69 1329.27 475.45 
스리랑카인 1902.93 404.48 1527.60 328.51 1625.53 376.78 

예 한국인 2314.60 447.45 2206.73 572.93 2222.61 622.12 
스리랑카인 2416.93 480.99 2529.20 415.84 2527.73 373.10 

얘 한국인 2672.27 189.83 2606.67 197.28 2586.27 174.28 
스리랑카인 2357.73 490.59 2438.87 415.75 2385.73 407.82 

와 한국인 1283.87 348.72 1470.80 235.60 1462.07 210.07 
스리랑카인 1421.73 255.71 1345.33 166.65 1393.33 131.85 

워 한국인 1326.39 622.79 1248.84 556.75 1170.09 386.00 
스리랑카인 1589.27 587.91 1617.27 666.84 1415.46 590.79 

웨 한국인 1438.75 347.94 2136.93 628.52 2269.46 626.53 
스리랑카인 2185.93 351.94 2459.67 395.97 2241.07 582.17 

외 한국인 1603.59 268.89 2034.33 504.20 2131.70 773.53 
스리랑카인 2011.33 490.79 2274.53 408.03 2365.40 416.78 

왜 한국인 1682.34 475.82 2244.60 472.70 2368.73 423.96 
스리랑카인 2087.67 440.88 2423.33 342.09 2366.67 451.13 

위 한국인 1713.07 540.62 2546.67 411.74 2612.40 527.58 
스리랑카인 2088.27 486.67 2502.80 378.63 2186.20 543.60 

의 한국인 1748.20 269.65 2362.80 486.54 2399.27 558.87 
스리랑카인 2001.27 296.26 2417.53 311.57 2323.60 516.74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 SPSS의 ‘MANOVA 검정’을 사용하였다. 
MANOVA ‘다변량 검정’은 전체 이중모음에 대한 한국인 화자와 스리랑카
인 학습자의 발음 차이를 보여주었고 ‘개체-간- 효과 검정’은 GROUP의 
각 이중모음에 대한 한국인 화자와 스리랑카 학습자의 발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의 전체 이중모음에 대한 MANOVA ‘다변량 
검정’은 다음 <표 Ⅲ-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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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다변량 검정a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유의
확률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854 7.216b 13.000 .000
Wilks의  람다 .146 7.216b 13.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5.863 7.216b 13.000 .000
Roy의 최대근 5.863 7.216b 13.000 .000

a. Design: 절편 + GROUP
b. 정확한 통계량

  '다변량 검정'의 'Wilks의 람다33)'는 13개의 이중모음 전체에서 한국인
과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으며 제2포먼트 값의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그리고 두 번째 안정 구간 모두 유의확률은 
p<.05이므로 두 집단 간에 이중모음 발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의 각 이중모음에 대한 MANOVA ‘개체-간-
검정 효과’는 다음 <표 Ⅲ-23>과 같다.

33) Wilks의 람다는 독립변수의 집단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가장 일반적이면서 포  
    괄적인 사용조건을 충족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다변량 분산분석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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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모음
유의확률35)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전 구간

야 .106 .052 .352
여 .283 .122 .134
요 .797 .632 .539
유 .102 .987 .069
예 .551 .089 .115
얘 .028 .169 .091
와 .227 .103 .292
워 .245 .112 .189
웨 .000 .104 .899
외 .009 .163 .312
왜 .022 .245 .990
위 .056 .764 .038
의 .021 .716 .703

<표 Ⅲ-23>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의 제2포먼트 구간별 값 비교34)

  한국인 모어 화자와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발음한 한국어 이중모음 통계
적으로 비교·대조 분석 결과, 이중모음의 첫 번째 안정 구간에서 5개의 이
중모음과 두 번째 안정 구간에 1개의 이중모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얘, 웨, 외, 왜, 의/’ 그리고 /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스리랑카 학습자가 그 
음소를 더 많이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허용·김선정(2006)에 따르면, 이
중모음의 첫소리인 활음 또는 반모음은 두 개의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형성하는데 대개의 경우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는 고모음 /ㅣ, 
ㅜ/ 등이다. 음운론적 면에서 볼 때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 소리들은 모음

34) 박한상(2011)에 따르면 표준 설정은 5,500Hz인데 이는 성인 여성의 음성에  
    적합하며 여성의 경우 표준 설정으로 구간별 값을 측정하였고 남성의 경우   
    5,000Hz가 적합하며 남성의 경우 5,000Hz로 설정하여 구간별 값을 측정하였  
    다.
35) 유의확률은 p<0.05이므로 두 집단 간에 이중모음 발음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  
    고 유의확률이 p≥0.05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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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하지만, 스리랑카어의 경우에는 자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스
리랑카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이런 음성학적·음운론
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얘, 웨, 
외, 왜, 의/’ 그리고 /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험음성학적 
분석 결과로 밝혔다. 실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이 어려운지 보려고 한국
인과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총 30명이 13개의 이중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읽은 것만을 분석한 것이고 그에 따라 발음 오류가 아닌 정확성임에도 불
구하고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모음 중
에서 두 번째 안정구간에서 ‘ㅟ’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것을 음성학적으
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활음은 짧게 발음하고 ‘ㅣ’는 길게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스리랑카인 학습자는 ‘ㅟ’ 발음을 아주 짧게 
발음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개의 모음이 각각 동등한 비율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며 두 소리에 길이가 다른데(허용·김선정, 2006), 스리랑카인 학습자는 
한국인에 비해 ‘ㅣ’를 아주 짧게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는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는 이중모음과 차
이가 나타나는 이중모음 또는 실현 양상을 Praat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다
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양상  

  한국인 모어 화자와 스리랑카인 학습자는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한 것
은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비교·대조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 화자와 스
리랑카 학습자는 정확하게 발음한 이중모음 중에서 비교·대조 분석 결과 
거의 유사한 발음을 나타내는 ‘야, 여, 요, 유, 예, 와, 워’의 발음 양상을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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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한국인 발화 /야/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11]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야/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이호영(1996)에 의하면 한국어 이중모음 /야/를 조음할 때는 모음 /이/
와 /아/를 연이어 발음하되 /이/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야/는 장모음으
로 발음될 때도 있고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도 있다.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개체-간-검정 효과’ 표의 유의확률을 살펴보
면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야’의 첫 번째 안정 구
간(.106), 전이 구간(.052), 두 번째 안전 구간(.352) 모두 p≥.05이므로 유

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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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제2포먼트 구간별 값을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스리
랑카 학습자는 한국어 이중모음 ‘야’ 발음을 정확하게 또는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발음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12] 한국인 발화 /여/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13]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여/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첫 번째 

안정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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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한국어 이중모음 /여/를 조음할 때는 모음 /이/와 /어/를 연이어 발음
하되 /이/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여/는 장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단
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장모음으로 발음될 때는 [jəː]로 표기하고,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는 [jʌ]로 표기한다. 이호영(1996)에 의하면, 젊은 세
대의 서울 토박이들은 [jəː]와 [jʌ]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여/를 [jʌ]로 
표기한다.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유의확률에서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가 발
화한 이중모음 ‘여’ 첫 번째 안정 구간(.283), 전이 구간(.122), 두 번째 안
전 구간(.134) 모두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었
다. 한국어 이중모음 ‘여’ 음성에서 세 구간은 거의 유사한 제2포먼트 값
이 나타나서 유의확률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을 볼 수 있으므로 스리랑카 학습자는 ‘여’ 발음은 거의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다.

 [그림 Ⅲ-14] 한국인 발화 /요/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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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그림 Ⅲ-15]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요/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한국어 이중모음 /요/를 조음할 때는 모음 /이/와 /오/를 연이어 발음
하되 /이/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요/는 장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단
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가 발화한 이중모음 ‘요’ 첫 번째 안정 구간
(.797), 전이 구간(.632), 두 번째 안전 구간(.539)의 유의확률은 모두  p
≥.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 모
어 화자와 스리랑카 학습자는 한국어 이중모음 ‘요’ 발음을 거의 비슷하게 
발음한 그 양상을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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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그림 Ⅲ-16] 한국인 발화 /유/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17]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유/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한국어 이중모음 /유/를 조음할 때는 모음 /이/와 /우/를 연이어 발음
하되 /이/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유/는 장모음으로 발음될 때도 있고 
단모음으로 발음될 때도 있다.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유의확률에서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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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화한 이중모음 ‘유’의 첫 번째 안정 구간(.102), 전이 구간(.987), 두 번째 
안전 구간(.069) 모두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한국어 이중모음 ‘유’ 발음에서도 각각 세 구간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사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Ⅲ-18] 한국인 발화 /예/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19]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예/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한국어 이중모음 /예/를 조음할 때는 모음 /이/와 /에/를 연이어 발음
하되 /이/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예/는 장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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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예’ 발음 음성학적으로 
비교·대조 분석 결과 유의확률은 첫 번째 안정 구간(.551), 전이 구간
(.089), 두 번째 안전 구간(.115) 모두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
며 두 집단은 거의 같은 발음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Ⅲ-20] 한국인 발화 /와/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21]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와/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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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한국어 이중모음 ‘와’는 [우아]를 끊지 않고 연이어서 발음한 것이지만, 
/우/는 매우 짧게 발음한다. /와/는 장모음으로 발음될 때도 있고 단모음
으로 발음될 때도 있다.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유의확률에서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가 발
화한 이중모음 ‘와’의 첫 번째 안정 구간(.227), 전이 구간(.103), 두 번째 
안전 구간(.292) 모두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스리랑카 학습자도 /우/는 매우 짧게 발음하였으므로 두 집단 간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발음한 ‘와’ 발음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22] 한국인 발화 /워/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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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그림 Ⅲ-23]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워/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이중모음 /워/는 반모음 /우/와 단순모음/어/를 연결체이므로 조음 시 
모음 /우/와 /어/를 연이어 발음하되 모음 /우/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워’ 발음 음성학적으로 분
석 결과 유의확률은 첫 번째 안정 구간(.245), 전이 구간(.112), 두 번째 
안전 구간(.189) 모두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스리랑카 학
습자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워’를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음을 스펙트로
그램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어 화자와 스리랑카 학습자는 정확하게 발음한 이중모음 중에서 비
교·대조 분석 결과 거의 유사한 발음을 나타내는 ‘야, 여, 요, 유, 예, 와, 
워’의 발음 양상을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위와 같이 살펴보았다. 스리랑
카 학습자는 한국어 화자처럼 완벽한 발음을 할 수는 못하지만, 이중모음 
중에서 ‘야, 여, 요, 유, 예, 와, 워’ 발음을 거의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화자와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는 정확하게 발음한 이
중모음 중에서 비교·대조 분석 결과로 인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얘, 
웨, 외, 왜, 위, 의’의 발음 양상을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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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정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전이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살펴보고자 한다.

 (2)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차이

[그림 Ⅲ-24] 한국인 발화 /얘/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25]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얘/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한국어 이중모음 /얘/를 조음할 때 모음/이/와 /애/를 연이어 발음하
되 ‘이’는 매우 짧게 발음한다. 이호영(1996)에 따르면, /얘/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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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낱말은 ‘얘기’, ‘얘’, ‘걔’, ‘쟤’ 등 몇 개밖에 없는데, 모두 장모음으로 발
음된다. 그러나 스리랑카 학습자의 경우 ‘얘’를 단모음처럼 발음하였기 때
문에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유의확률에서 첫 번째 안전 구간(.028)이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것은 위와 같이 스펙트로그램
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Ⅲ-26] 한국인 발화 /웨/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27]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웨/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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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이중모음 /웨/는 반모음 /우/와 /에/의 연결체이므로 발음하되 모음/
우/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웨/는 한국인의 경우 /우/는 짧게 발음하고 
/에/는 길게 발음하였지만,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인보다 모음 
둘 다 매우 짧게 발음하여 첫 번째 안전 구간(.000)이 p<.05이므로 제2포
먼트 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Ⅲ-28] 한국인 발화 /외/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29]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외/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이호영(1996)에 따르면, /외/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웨/와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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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가로 발음된다. 따라서 이중모음/외/를 조음할 때는 단순모음 /우/와 /에
/를 연이어 발음하되 ‘우’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한국인은 ‘우’를 매우 짧
게 발음하지만, 스리랑카 학습자는 하향 이중모음처럼 발음하였기 때문에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결과 유의확률은 첫 번째 안전 구간(.009)이 p<.05이
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림 Ⅲ-30] 한국인 발화 /왜/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31]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왜/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이중모음 /왜/를 조음할 때 모음/우/와 /애/를 연이어 발음하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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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정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전이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우/를 짧게 발음한다. 한국인은 ‘우’를 매우 짧게 발음하는 데 반해 스리
랑카 한국어 학습자는 조금 길게 발음하여 첫 번째 안전 구간(.022)이 
p<.05이므로 음성학적 분석 결과 유의확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Ⅲ-32] 한국인 발화 /위/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33]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위/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이중모음 ‘위’를 조음할 때 단순모음 /우/와 /이/를 연이어 발음하되 /
위/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위/는 장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단모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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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 
구간

로 발음되기도 한다.
  한국인은 ‘이’를 길게 하는 반면 스리랑카 학습자를 ‘이’를 짧게 발음하
였기 때문에 두 번째 안전 구간(.038)이 p<.05이므로 유의확률에서 제2포
먼트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4] 한국인 발화 /의/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Ⅲ-35]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의/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이중모음 ‘의’를 조음할 때 단순모음 /으/와 /이/를 연이어 발음하되 /
으/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이중모음 /의/도 장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단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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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으’를 매우 짧게 발음하는 데 반해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는 
‘으’를 조금 길게 발음하여 첫 번째 안전 구간(.021)이 통계 분석 결과 유
의확률은 p<.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한국인과 스리랑카 학습자를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할 때 나
타난 유사점과 유의미한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 오류 분석 결과 및 음향 음성 분석을 토대로 하여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이중모음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
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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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설계

 1.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목표

  한국어 발음의 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
고자 먼저, 한국어 발음의 특징과 그 원리는 무엇인지, 외국인 학습자에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진호(2005)에 따르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정확한 발음을 규정해 
둔 어문 규범이다. 독립된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1부와 2부로 
만들어진 표준어 규정 2부에 해당하며 1988년에 공포한 표준어 규정이 처
음 포함되었다. 그리고 배주채(2013)에 의하면 표준발음법은 한국어의 표
준발음을 규정한 것이며 30개의 조항에서 간단한 규칙과 약간의 예를 통
행 표준발음을 기술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이 한국어의 모든 단어에 대해 
표준발음을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 홈페이
지(http://www.korean.go.kr)에서 웹사전 형태로 2008년 개정판을 제공
하고 있어 거기에서 단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은 표제어로 올라 
있는 말에 대해서만 발음정보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진호(2012)에 의하면, 표준 발음 자체에 대한 정밀한 탐구하고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을 대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다. 표
준 발음과 관련된 각종 어문 규범의 내용을 정리하며 모은 후 각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과정에서 각 조항이 지
닌 문제점도 함께 논의한다. 한편, 언어 규범은 언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범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난다. 따라서 발음의 경우 규범과 현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석을 덧붙여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새로운 발음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목표는 항상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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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60년대 이전에는 원어민의 발음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은 외국어 교
육에서의 주된 목표였지만, 성인 학습자에게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요구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매우 낮은 가능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의
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서는 이해 가능한 발음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원어민 발음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시대에서 원어민의 발음과 학습자의 발음을 비교·대조한 연구는 계속 이루
어지기 시작함으로써 최근에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인 요소까지 원어민의 
발음에 근접하게 하려는 노력은 학습자의 발음은 원어민의 발음과 거의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해 가능한 
발음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음이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맥락 안
에서 이해가 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성공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
렇지만, 이해 가능하다는 기준에서 발음 교육에서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발음 교육
의 목표는 정확성과 유창성을 모두 갖추고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본다. Brown(2003/2007)은 정확성이 
부족한 유창성은 이해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정확성과 유창성은 숙
달도 향상을 위해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발음 교
육에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허용·김선정(20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발음 교육에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는 다음과 같
다.
 
 ① 명료하게 표현한다(functional intelligibity)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청자가 전
혀 불편함 없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발음하는 것은 목표로 한다. 즉, 서
로 의사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어
느 정도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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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의사소통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functional communicability)
   
   화자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감각을 갖고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
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능력 습득을 목표로 한다.

 ③ 자신감을 갖는다(increased self-confidence)

   학습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의 모습을 심어
주어 목표의 구어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스스로 발음을 확인하고 교정한다(self-monitoring)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발음을 돌아보고 오류를 스스로 수
정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개발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보고 본고에서는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학습자의 발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애
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한국어로 원어민과 의사소통할 때 학습자의 발
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면 이로 인해 듣기나 말하기와 같은 
기능을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가 전달
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발음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인 목적은 원활한 의
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정확하게 습득해야 할 한 요소임으로써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앞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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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들을 살펴봤을 때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개별 한국어 이중모음 발
음에 대한 정확한 습득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는 정확한 발음 습득으로 인해 한국어를 사용할 때 자신감
을 가지고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발음으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
지 않으면 한국어 습득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아의 모습을 
심어주어 한국어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학습자 스스로 한국어를 
발음할 때 불편함이 없이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습득이 이루어지면 학습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
며 이는 자아의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인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발음을 진단하고 발음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익혀야 한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발
음을 살펴보고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오류를 나타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
에 학습자는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습자는 자신이 
어떠한 발음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한
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학습 전
략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
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발음 오류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데 한국어 발음 교육
의 목표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이중모
음 발음 교육은 이 세 가지 발음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내용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Ⅲ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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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나타나는 오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개별 한
국어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초급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난이도에 따라 교
육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선정한다.

 1)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내용 선정

  이중모음의 변화를 규정한 것은 표준 발음법의 제5항에 있으며 ‘ㅑ, ㅒ, 
ㅕ,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이호
영(1996)에 의하면 이중모음 ‘ㅚ’와 ‘ㅟ’도 이중모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허용·김선정(2006)에서도 ‘ㅚ’와 ‘ㅟ’를 이중모음으로 분류하였다. 왕징징
(Wangjingjing, 2012), 차리싸(Charisa, 2013), 조단(Zhaodan, 2015) 등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를 12개로 논의
하였다. 
  허용·김선정(2006)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첫소리에 따라 /y/계 이중모
음, /w/계 이중모음, 그리고 /ㅢ/ 의 세 가지 종류에 이중모음이 있다. 
/y/계 이중모음은 첫소리가 /이/로 시작하고, /w/계 이중모음은 첫소리
가 /우/로 시작한다. 배주채(2013)에서도 이중모음을 구체적으로 이 세 가
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진호(2005)에서는 활음의 종류에 따른 분
류는 /y/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으로만 분류했다. 여기서는 /의/
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y/계 이중모음으로 분류하였다. 
  국립국어원 제2부 표준 발음법과 다른 국어 학자에 따른 한국어 이중모
음 종류나 한국어 단독 이중모음은 앞 장에서 충분히 언급했듯이 한국어 
이중모음 중 스리랑카어에 존재하지 않은 이중모음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이중모음을 교육 목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허용·김선정(2006)은 한국어 이중모음의 유의할 점 2가지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ㅘ, ㅙ/와 같이 글자가 /ㅗ/로 시작되는 것도 첫소리의 발음은 /
ㅜ/로 시작한다. 또 하나는 이중모음이 두 소리의 합이지만, 첫소리가 뒤 



- 101 -

소리에 비해 길이 면에서 상대적으로 짧아서 첫소리를 짧게, 뒷소리를 길
게 발음하도록 한다. 

이중모음에서의 두 소리의 길이

 활음(ㅜ/ㅣ/ㅡ) 다른 모음

  이렇게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해서도 교재를 통해 이런 중요한 점을 얻
을 수 있지만, 앞 Ⅲ장에서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음에 있
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리랑카 학
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및 연구를 이루어져야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교재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살펴보고 한국어 이중
모음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교사 인터뷰 결과 최근에 켈라니야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서강대
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편찬된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국어를 전공과목으로 배우는 학습자 중 1학년에서는 『(New)서강 한국어 
1』, 2학년에서는 『(New)서강 한국어 2』, 3학년에서는 『(New)서강 한국어 
3』 서강대학교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첫 수업이
나 두 번째 수업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듯이 서강대학교 교재에서도 한글
로 1과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이중모음 교육은 교재의 첫 부분
에 들어 있는 것처럼 이 교재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New)서강 한국어 2』
와 『(New)서강 한국어 3』에서는 이중모음 내용이 없지만, 『(New)서강 한
국어 1』의 한글 2과에서 시작한다. 이는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학
습하는 것은 그 언어의 자모이며 그 자모의 발음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
로 시작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충분히 논의했듯이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
어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와 스리랑카어와 한국어 이중모음 체계 차이 때
문에 한국어 이중모음을 따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나 『(New)서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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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 교재 한글 1과에서 모음 6개(아, 이, 어, 우, 오, 으)와 자음 4개(ㅁ, 
ㄴ, ㄹ, ㅇ)를 학습한 다음에 2과에서 한국어 이중모음 ‘야, 여, 요, 유, 
의’를 학습하는 대로 구성되어 있다. 허용·김선정(2006)은 이중모음 교육은 
따로 검토해 두 것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서강대학교 교재에서는 그런 분류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리랑카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이를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New)서강 한국어 1』 교재에 들어 있는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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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New)서강 한국어 1』 교재에서의 한국어 이중모음 내용   
단원 설명 부분 예시
한글 

2
Focus 1
❶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of 5vowels
① 야  여  요  유
②의

Practice 1 
-Read the following aloud
❶ 야 여 요 유 의
❷ 우유 여우 이유 여자 요리 요리     
   유리 의자 의사 

Practice 2
- Listen to your classmate's 
pronunciation and select the word 
spoken from the table below.
❶ 여우 여유
❷ 유리 요리
❸ 의사 의자

한글 
3

Focus 1
❶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of vowels
① 외  왜  웨

Practice 1 
-Read the following aloud
❶ 외 왜 웨
❷ 외모 돼지 회사

한글 
4

Focus 1
❶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of 5vowels
① 얘  예
② 위  와 워

Practice 1 
-Read the following aloud
❶ 얘 예 위
❷ 얘기 사과 봐요 예의 뒤 귀
   가위 주사위 추워요 더워요 쉬워요  
   예뻐요 뛰어가요

Practice 2
❶ Read a subway map.
  아현 왕십리 한양대 용두 구의 강변  
  역삼 교대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위에서 보다시피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
분이나 쉽게 설명한 방식이라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며 글자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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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한국어 이중모음을 학습자에
게 교육시킬 때 다른 교재에서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교재들
도 다른 학습자를 중심으로 제작한 것임으로써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중모음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하며 이는 
본고의 Ⅲ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발음은 무엇인지 그 발음의 특수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정리
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이중모음을 교수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선정하
여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실험 결과 이중모음 /ㅒ, ㅚ, ㅢ/ 발음과 
같은 것들은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리랑카어에 있는 
유사한 발음을 대조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발음과 스리랑카어 발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 학습자는 한국어와 스리랑
카어의 이중모음이 다르다는 것을 머릿속에 알게 된다. Praat 스팩트로그
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발음과 스리랑카인의 발음에 유사점과 차
이점을 설명해 준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를 모방하기 때문에 교사는 한국
인 화자와 완벽하게 발음하지 않지만,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여 학생
들이 올바른 발음은 학습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들이 잘못 발음하는 발음
을 고쳐 주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모어에는 없거나 발음 방식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개별 
발음을 고려하여 연습과 반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
한다.
  앞 장에서 비교·대조 분석 결과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인 한
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먼저 스리랑카어에 없는 발음
은 살펴본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어에는 한국어 이중모음 ‘의’ 발음은 존
재하지 않아 그 발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습
자의 인식에 따라 ‘웨’ 발음은 어떻게 교육하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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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을 위해 스리랑카 학습자의 경우 오류 비율을 확인해야 순서를 파
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학습자의 난이도를 살펴보기 위해 중요하다.

 2)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난이도 선정

  Ⅲ 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
모음 발음 오류 및 난이도에 따라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습득이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져야 할지 선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중모음 교육 순서를 결정할 때, 학습자 전체의 오류 결과에 
따라 ‘얘> 외> 의> 예> 요= 워> 위> 웨> 와> 야= 유> 여> 왜’ 순서를 확
인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간단한 것부터 어려운 것의 순서로 가르치면 
학습자가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오류가 제일 낮은 발음부터 오류가 
제일 높은 발음까지 교육하고자 한다.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이중모음 ‘얘’ 발음의 오류 비율
이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 의> 예> 그리고 ‘요’와  
‘워’는 오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위> 웨> 와> 또한, ‘야’
와 ‘유’ 발음 오류의 수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여> 왜’ 순으로 오류가 나
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난이도와 습득 순서는 ‘왜, 여, 
유, 야, 와, 웨, 위, 워, 요, 예, 의, 외, 얘’ 순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스리랑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인해 한국어 이중모
음 발음 오류 유형에 따라 확장, 생략, 축소, 대치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스리랑카인 학습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던 오류는 대치 오류였다. 
대치 오류는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우이기 때문
에 인지적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발음이라도 학습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발음하기 때문에 특정한 오
류가 나타날 수 있어 개별 발음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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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분석가설(CAH)에 따라 스리랑카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학습자가 발음
하기 힘든 발음이나 학습자의 모어와 유사하여 학습자들이 모어와 비슷하
게 발음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발음이어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그런 발
음은 주된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① 한국어 이중모음 /ㅒ/ 

  스리랑카 한국어 초급 학습자가 가장 많이 범했던 발음은 한국어 이중
모음 /ㅒ/이었다. /ㅒ/의 오류 비율은 100%이며 이는 학습자에게 정확한 
/ㅒ/에 대한 발음 방법이나 발음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문
조사 결과 학습자도 본인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었다. 또한,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는 실제로 /ㅒ/ 
발음할 때도 음성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앞 절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ㅒ/는 단모음처럼 짧게 발음하여 나타난 
오류가 가장 많았다. 이호영(1996)에 따르면 한국어 이중모음 /ㅒ/는 장모
음으로 발음되지만,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ㅒ/를 단모음처럼 
발음하였기 때문에 /ㅒ/ 발음 오류에서도 이런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
다. 그리고 한국어 이중모음 /ㅒ/ 발음은 /ㅐ, ㅔ, ㅝ, ㅞ/로 발음하거나 
/ㅒ/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음하지 않는 학습자가 
있었다. 따라서 /ㅒ/는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내용으로 추가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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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한국어 /ㅒ/ 오류와 교육 내용 
번
호

한국어 이중모음 /ㅒ/ 
오류

오류 예시 교육 내용

1
/ㅒ/는 단모음처럼 짧게 

발음함
얘기[얘ː기]→얘
기[얘기]

/ㅒ/를 발음할 때[ㅒː]로 발
음해야 한다고 지도 해야 
함.

2 /ㅐ/나 /ㅔ/로 발음함
얘 기 [ 얘 ː 기 ] →
[에기]/ [애기]

활음을 생략하고 단모음만 
발음하면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다른 
어휘로 들리며 뜻이 바뀌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식할 필
요가 있다.

3 /ㅝ/나 /ㅞ/로 발음함
얘 기 [ 얘 ː 기 ] →
[워기]/ [웨기]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지 않도록 가
르침. 

/ㅒ/ 발음 생략
얘 기 [ 얘 ː 기 ] →
[발음하지 않
음]

정확한 [ㅒː] 발음에 대한 교
수가 필요함.

  다른 한국어 이중모음과 달리 /ㅒ/는 발음할 때 장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며 그 교육 내용은 스리랑카 학습자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특히, /
ㅒ/는 오류 비율이 100%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중심으로 하여 정
확한 /ㅒ/ 발음에 대한 교수가 필요하다.

  ② 한국어 이중모음 /ㅚ/ 

  Ⅲ장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결과 /ㅚ/는 /ㅟ/로 인식하고 있는 
스리랑카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많았다. 따라서 그런 인식을 없애도록 지
도해야 한다. 그리고 /ㅘ/나 /ㅢ/로 발음하거나 발음하지 않는 경우도 있
어 한국어 이중모음 /ㅚ/ 발음에 대한 발음 연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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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는 실제로 /ㅚ/ 발음할 때 음성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나난 것을 Ⅲ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스리랑
카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ㅚ/ 발음도 강조해야 한다.
  한국어 이중모음 /ㅚ/와 /ㅟ/의 글자 모양이 거의 유사한 것이며 학습
자가 /ㅚ/를 /ㅟ/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ㅚ/ 발음 오류 
중에서 /ㅟ/로 발음하는 경우 매우 높았으며 주된 오류로 볼 수 있다. 서
울대학교(2014: 296)에 따르면 /ㅚ, ㅟ/는 발음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글자를 보고 발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ㅚ/
는 /ㅟ/가 아니라 /ㅚ/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령 [외국]와 [위국]의 뜻이 다르며 학습자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해
야 한다.  
  한국어 이중모음 /ㅚ/는 /ㅢ/처럼 완전히 다른 음소로 발음하는 것도 
오류를 범한 것이라서 그런 개별 발음 오류도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
다. 따라서 스리랑카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경우 다른 한국어 이중모음에 
비해서 /ㅚ/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발음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한국어 이중모음 /ㅢ/

  스리랑카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ㅢ/ 발음은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
가 발음하기 힘든 주된 발음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학습자들은 모
국어에 없는 발음을 모어에서 가장 유사한 발음으로 대치시켜 발음하는 
데 이는 한국인 화자가 들었을 때 어색하며 오류로 지적할 수 있다.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는 /ㅢ/를 발음할 때 [으이]처럼 음소 2개로 발
음한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ㅡ/와 /ㅣ/를 따로 발음하여 나타
난 오류이며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습득할 때 연습을 충분히 못 받아 범
한 오류로 제시할 수 있다. 이호영(1996)에 따르면 /ㅢ/는 물론 단모음 /
ㅡ/를 연이어 발음하되 /ㅡ/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그러나 스리랑카 학
습자는 그런 교육 내용을 모르고 /ㅢ/를 두 음소로 발음하였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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ㅢ/의 음을 각각 따로 발음하지 않고 함께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스리랑카 한국어 초급 학습자는 /ㅢ/의 /ㅣ/만 발음한 경우도 많으며 
단모음 /ㅡ/를 탈락한 오류이었다. /ㅡ/를 매우 짧게 발음해야 하며, 스
리랑카 학습자에게 정확한 /ㅢ/ 발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스리랑카 학습자는 /아이, 과, 위, 왜이, 애/처럼 /ㅢ/를 완전히 다른 
음소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특별한 오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개별 오류가 지속되면 학습자의 머릿속에 인지되며 고치기 힘든 
오류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와 스리랑카어를 대조 분석해 보았을 때 두 언어의 발음은 그 방
식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와 스리
랑카어의 발음 방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오류들은 대조분석가설(CAH)에
서 강조했듯이 음성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의 조사 대상자들은 켈라니야 대학교의 학생들만으로 실시한 연구
이지만, 스리랑카의 모든 지역이 포함된 연구 대상자이었음을 알 수 있어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습득 순서와 난이도를 모든 
스리랑카인 학습자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 및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려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

  발음 지도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후반부터 급변하여 왔다. 브라운
(Brown, 2003/2007b)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에 발음 지도를 무렵에는, 
담화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문법구조,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과업의 명세
화, 유창성과 정확성의 균형 등이 보다 주목받으면서, 발음에 완벽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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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리고 발음지도 교
사로서의 목표 보다 현실적으로,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발음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초급 수준에서 학습자들이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훼
손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극복해야 하며 발음 목표를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란 기본 패턴을 넘어서
는 음성의 질, 전문 영역의 언어들 간의 있는 음성학적 차이 또는 음운 차
이 등을 말한다. 
  발음 기능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으로 모국어, 연령, 노출,  
정체성과 언어 자아, 타고난 음성학적 능력, 좋은 발음에 대한 동기와 관
심 등 6가지 요인을 계획적, 비계획적 수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Kenworthy, 1987).
  외국어의 발음을 학습할 때 교사의 설명이 쉬워서 학습자들이 그 발음
을 쉽게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은 학습자들
을 습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시한다면 학습 효과가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잘못한 발음을 하게 되면 그 오류가 화석화되어 
교정하기 쉽지 않는다. 따라서 Ⅲ장 오류 분석을 토대로 하여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중모음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해 보았다.

 1)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정 방안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실태를 살펴보면 다양한 오류가 광범
위하게 나타난 것을 Ⅲ장에서 확인하였다. 이 오류들의 원인으로서는 충분
하지 못한 발음 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발음, 이중모음의 음운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오류 등을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학습의 목적은 정확하고 유창한 의사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발음 교육의 주요 목적은 학습자들의 오류를 발견
하고 교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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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교사가 입모양 사진을 제시
하면서 이중모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한
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사를 따라하고 반복 연습을 한다. 마지막으로 
두 명씩 짝을 이루고 한 명은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한 명은 그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연습시킬 수 있다. 
  앞서 오류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어떤 발음이 보다 더 어려운지를 살펴
보고 다음과 같이 활음과 단모음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중모음을 천천히 
연습할 수 있게 제시한다. 
  한국어 이중모음 ‘얘’ 발음은 오류 분석 결과 오류가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이고 음향 음성학적 대조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
래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얘’ 발음을 교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입모양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서 연습할 수 있다.

          +
[그림 Ⅳ-1]한국 이중모음 ‘얘’ 발음의 입 모양 

  교사는 하급자에게 ‘이’ 활음과 단모음 ‘애’를 발음하는 것을 사진과 함
께 보여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이중모음 ‘얘’는 
‘이’를 짧게 발음한 후에 연달아 ‘얘’를 발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먼저 
교사가 발음한 후에 학습자들이 ‘얘’ 발음을 따라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끼리 두 명씩 나눠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y계 이중모음을 설명 시 ‘이’를 짧게 발음하고 ‘아, 어, 오, 우, 
에’를 발음하는 것으로 y계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방법, 즉 같은 활음을 공
유하는 모음끼리 묶어 제시하는 것이 설명과 이해에 효과적이다(신지영 
외, 2015).         
  이중모음의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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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여  요  유  예  얘
야  얘  여  예  요  유
얘  예  유  요  여  야

야구  여기  요리  유리  예약  얘기

과정은 이중모음 글자들을 익히는 목적을 함께 가지므로, 글자를 보고 발
음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이 학습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
듯이 처음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고려한 순서로 제시하고 이 연습
을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무작위로 y계 이중모음을 섞어 제시함으로써 음
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연습 활동 1> ‘얘’ 이중모음을 발음해 보세요.

 

<연습 활동 2> 이중모음을 발음해 보세요.

 

<연습 활동 3> 다음 이중모음을 발음해 보세요.

  

<연습 활동 4> 다음을 소리를 내서 읽어 보세요.

  스리랑카 학습자들 중 빈번히 오류가 발생한 발음으로 ‘외’ 발음도 있
다. 이호영(1996)에 따르면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웨’와 같은 음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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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웨 웨 웨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와  워  왜  웨  외  위
와  왜  워  웨  외  위
위  외  웨  왜  워  와

음되다. 그러므로 ‘외’ 발음을 연습 먼저 ‘우’를 발음하다가 천천히 ‘에’의 
발음을 연결한다. ‘우’에서 빠르게 ‘에’로 미끄러져 ‘에’를 강하게 발음한
다. 이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면 ‘외’를 발음하게 된다.

     +
[그림 Ⅳ-2] 한국어 이중모음 ‘외’ 발음의 입 모양

  이렇게 w계 이중모음을 설명 시 ‘우’를 짧게 발음하고 ‘아, 어, 애, 에, 
위’를 발음하는 것으로 w계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연습 활동 5> ‘외’ 이중모음을 발음해 보세요.

<연습 활동 6> 이중모음을 발음해 보세요.

 
 

<연습 활동 7> 다음 이중모음을 발음해 보세요.

  

  이러한 연습과 함께 원어민의 이중모음 발음을 듣고 따라 하는 연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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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요  워낙  왜  웨이터  외국  위치  

으  이  으  이  의
으  이  으  이  의
으  이  으  이  의
의  의  의  의  의

할 수 있다.

<연습 활동 8> 다음을 소리를 내서 읽어 보세요.

  오류 분석 결과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한 발음으로 ‘의’ 
발음도 있다. ‘의’ 발음을 연습할 때는 먼저 ‘으’ 발음할 때 입을 조금만 
벌리고 입술과 혀는 편안하게 둔다. ‘이’를 발음할 때는 혀를 좀 더 앞으
로 보낸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연습시킬 때 입술의 모양은 ‘으’로 유지
하고 혀의 위치는 ‘으’에서 ‘이’로 빨리 옮기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그림 Ⅳ-3] 한국어 이중모음 ‘의’ 발음의 입 모양

<연습 활동 9> ‘의’ 이중모음을 발음해 보세요.

 
  ‘의’는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도 ‘의’ 발음 연습 
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에서 단어의 첫 음절에서 ‘의’로 발음해야 
하고,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나 자음과 함께 쓸 때 ‘이’로 발음해야 
하고 조사로 쓸 때 ‘에’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칙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단어의 첫 음절에서: [의] ⇒의사[의사], 의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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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자 의미 의지  
의도 의견 의심 의논  

강의 거의 문의 회의
여의도 창의력 축의금 펴의점  

희망 희생 흰색
무늬 너희 저희

한국의 미 하늘의 별 따기
그림의 떡 고향의 봄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 ⇒강의[강이], 회의[훼이]
                              
자음+‘ㅢ’: [이]: ⇒희망[히망], 무늬[무니]
                 
조사 ‘의’:[에] ⇒친구의 친구[친구에 친구]

<연습 활동 10> 다음을 소리를 내서 읽어 보세요.

<연습 활동 11> 다음을 소리를 내서 읽어 보세요.

<연습 활동 12> 다음을 소리를 내서 읽어 보세요.

 

<연습 활동 13> 다음을 소리를 내서 읽어 보세요.

 

  ‘얘’ 이중모음 발음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중모음 모두 단모음으로 발음
될 때도 있고 장모음으로 발음될 때도 있고 ‘얘’는 장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 바람직하다. 이러한 많은 연습 활동을 통해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도와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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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회에서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최근에는 이러닝(e-Learning), 모바일 학습(m-Learning), 게임 학습
(g-Learning) 등 기존의 학습과는 다른 형태의 학습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학습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띠라서 본고에서는 소
리의 시각화를 활용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발음을 습
득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한 발음 교육 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스리랑카 학습
자를 위한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으
로는 부족하며,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위한 웹 기반 멀티미디어의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발음을 비교·대조하여 발음하는 동영상을 제작하
여 유튜브에 공유한 후, 학습자와 교사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과 함께 한국어 모음 발음
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리랑카 학습자를 위해 발음 
방법이나 규칙의 원리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자가 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Praat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2) Praat를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방안

  앞 절에서 스리랑카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습득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한국인 화자의 발음과 비교하여 Praat의 스펙트
로그램(spectrogram)을 살펴보았다. Praat를 통해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
어 학습자가 한국인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Praat은 University 
of Amsterdam의 Paul Boersma와 David Weenink가 만든 음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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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며 이는 현재 외국어 학습자의 발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박한상, 2007). 따
라서 최근 발음 교육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Praat은 주로 외국인 학습
자의 발음과 한국인의 발음을 비교하여 그 양상을 살피는 것을 위주로 활
용하고 있어 이를 교육 방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Praat는 인터넷을 통
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음의 포먼트 값을 측정하여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Praat는 컴퓨터가 있으면 
교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최근에 학습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Praat에 본인의 음성을 녹음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음성의 파
형과 스펙트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때 한국인 원어민 화자의 이중모
음 발음 스펙트로그램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 본인의 발음과 비교·대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발음 문제점을 찾을 수 있
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는 Praat을 널리 사용
되고 있지만, 한국어와 스리랑카어 간의 발음 교육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
서 스리랑카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새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
적할 수 있다36).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 단독 발음에서 /ㅒ, 
ㅞ, ㅚ, ㅙ, ㅟ, ㅢ/발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사실은 인지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 스스로 발음을 
수정하기에는 Praat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이중모음 /ㅒ/ 발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한국인 
원어민 화자의 스펙트로그램과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스펙트로그램
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36) 신지영 외(2015)은 Praat 프로그램이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음성 분석 도  
   구 활용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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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한국인 발화 /얘/ 이중모음의 음성 스펙트로그램

[그림 Ⅳ-5]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얘/ 이중모음의 음성 스펙트로그램

  [그림 Ⅳ-5]와 같이 스리랑카 학습자는 자신의 발음을 Praat로 녹음하
고 스펙트로그램을 관찰하면서 한국인의 발음과 비교·대조해 볼 수 있다. 
위에 그림과 같이 음성의 길이에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유
용하다. 더불어 학습자는 자신의 발음을 원어민과 다르지 않을 만큼 
Praat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인 원어민 화자가 한국어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얘기’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로그램과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가 
‘얘기’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스펙트로
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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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한국인 발화 /얘기/ 음성 스펙트로그램

[그림 Ⅳ-7]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얘기/ 음성 스펙트로그램

  [그림 Ⅳ-6]은 한국인 화자의 /얘기/ 단어의 음성을 분석한 것이고 [그
림 Ⅳ-7]는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가 /얘기/ 단어를 발음할 때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한국인 화자의 경우에는 /ㅒ/ 음성 스펙트로그램의 색이 진
하고 파형이 잘 나타나지만,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스펙트
로그램에 음성 파형의 진폭이 넓어지는 부분이 많아 음성을 구분하기 어
렵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을 Praat 스펙트로그램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는 Praat를 활용하여 지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인의 발음과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게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한 연구는 최근 Praat를 통해 실험을 진행되고 있
는데도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에서 Praat를 활용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스리랑카 학습자를 위한 Praat를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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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Ⅳ-3> Praat를 활용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과정
교육 과정 단계 교육 과정 예시

목표 발음의 제시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음향·음성학적으로 차이가 나
타난 음성을 제시한다.
한국인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들려준다.

⇓ 

주의 집중 및 
인지적 학습

학생들에게 한국어 이중모음 중 오류율이 높은 발음
을 알려주고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을 다르다는 것과 차
이점을 설명한다.
y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ɨ계 이중모음 분류에 
따라 인지적으로 설명한다.

⇓

 활용

학습자는 스스로 발음을 녹음하고 듣는다. 동시에 
한국인 화자와 최대한 유사하게 Praat 

스펙트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한다.
학습자에게 인지적 학습과 Praat를 통한 행동적 

학습을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한다.

  먼저 목표 발음인 한국어 이중모음 음성을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Ⅲ장에서 오류율이 높은 단어인 ‘얘기’, ‘외국’, ‘의사’와 같은 단어들을 제
시하고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들려준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은 한국인 교
사의 발음 혹은 한국인 화자의 음성 파일을 듣고 따라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Praat를 통해 소리의 시각화를 학습하기 전에 한국어 이중
모음 체계에 대한 인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다음, 학습자가 한국
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들에 대해서 언급하여 학
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다음에 앞서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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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모음에 대한 지식을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이중모
음을 비교·대조를 통해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인지적 학습 후, 행동적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Praat 음성 분석 프로그
램이 생소한 학습자에게 Praat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준다. 학습자는 
본인의 발음을 녹음하고 그것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볼 수 있는 정도
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하여 그 사용법만 간단하게 가르친다. 그 후에 학습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고 그것을 시각화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국어 이중모음과 한국어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 중 오
류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녹음하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은 본인의 음
성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들
의 음성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는 한국인 화자의 음성을 
Praat로 분석한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제시하여 학습자 본인의 발음과 
비교·대조하도록 지도한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은 파형의 모양, 길이나 
스펙트로그램의 색깔을 관찰하면서 본인의 발음이 한국인 화자의 발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Praat를 통해 한국인 화자의 발음과 비교해보면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본인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
과적이다. 

 3) 한국어 이중모음 교수·학습 실제

  본 절에서는 한국어 이중모음 지도안의 각 단계별 절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지도안은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y-계 
이중모음 교수·학습 지도안이고 두 번째 지도안은 w-계, ɨ-계 이중모음의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이는 ‘PPP’ 모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이 살
펴보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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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37)’ 단계로 이루어진 ‘PPP’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효율
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왜’ 학습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제시 단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원
어민의 자연스러운 발음을 듣고 따라하거나 교사의 발음을 따라하는 연습 
단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자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음을 학
습할 수 있는 생성 단계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학 사전(2014)에 따라 
PPP 모형은 언어 학습을 일종의 습관 형성으로 보고 제시-연습-활용의 
단계에 따라 교수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수업 모형을 가리킨다. 그래서 
PPP모형은 바른 언어 사례를 제시하면서 반복 연습하고 언어 자료들을 자
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효과적인 이중모음 발음 교육을 위해 이에 대한 내용을 교재 및 선
행 연구 검토를 하여 통합 교재 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이중모음 교수·학
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도입-제시-연습-사용-마무리’의 단계로 PPP 모형이 이루어
진다. 도입 단계는 학습 목표를 도입하고 소개하는 단계이다. 제시 단계는 
학습 목표가 되는 발음 항목을 들려주고 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다루기 위하여 반복 
연습을 하는 단계는 연습 단계이다. 사용 단계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
여 학습한 발음 교육 내용을 연습해 보는 단계이며 마무리 단계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며, 과제를 부
여하는 단계이다.
  PPP 모형의 첫 단계인 제시 단계에서는 본고의 Ⅱ장에서 대조 분석한 
바와 함께 단모음의 조음 방법과 이해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모음
의 기초에서 배우는 이중모음을 끌어낸다38). 이중모음을 배우는 순서는 y
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ɨ계 이중모음 순으로 가르친다. 이를 위해 사

3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허용·김선정, 2006: 22)
38) 학습자가 단모음을 학습했지만, 본격적인 발음 교육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므  
    로 모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중모음 습득에 도움이 된다.



- 123 -

진, 거울, 도표, 그림 등 시각적 보조 자료를 사용 또는 음성 설비39)를 이
용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발음의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을 가
르친다40).  
  PPP 교수 모형과 교안 작성 형식을 참고하여 y-계 이중모음, w-계 이
중모음, 그리고 ɨ-계 이중모음은 1차시와 2차시로 나눠 총 2차시 수업으
로 구성하였으며, 1차시는 55분 수업으로 이루어졌 있다.
  다음은 앞서 다룬 한국어 이중모음 음성 양상 및 오류 분석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스리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중모음 교육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한
국어 이중모음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학습 과제
를 설계해 보았다.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기본적인 이중모음 체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중모음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단모음부터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자에게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체계를 IPA와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대조분석을 토대
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에게 이중모음 체계를 설명할 때 시
청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크라센
(Krashen, 1982)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를 충분한 입력(input)을 기반으로 목표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
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목표 언어 자료들을 입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력이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듣기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한국어 이중모음을 제시할 때 한국어에는 이중모음이 첫소리에 
따라 y-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그리고 ɨ-계 이중모음 세 가지 종류

39) 인터넷을 이용해서 원어민 화자의 이중모음 발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40) 또한 스리랑카어의 ‘ㅓ’ 발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ㅗ’와   
    ‘ㅓ’의 차이가 교수·학습 방법으로 보여줘야 한다. 신지영 외(2015)은 집게손  
    가락을 입술 1cm 앞에 세로로 대 보게 하는 방법으로 ‘ㅗ’와 ‘ㅓ’의 차이가  
    쉽게 인지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학습자들이  
    활음에 단모음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중모음 ‘ㅕ’와 ‘ㅛ’의 차이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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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중모음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어 이중모음을 따
로 가르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에게 단어를 들려주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41) 

<연습 활동 예시>

<표 Ⅳ-4> y-계 한국어 이중모음
y-계 한국어 이중모음 단계

-y계열 이중모음을 제시하기
야, 여, 요, 유, 예, 얘

-발음 원리 설명하기
야 = [이]+[아]→[야]

* ‘야’는 [이아]를 끊지 않고 연이어서 빨리 발음한다. 이때 [이]  
  는 짧고 약하게 [아]에 붙는다.42)

여 = [이]+[어]→[여]
요 = [이]+[오]→[요]
유 = [이]+[우]→[유]
얘 = [이]+[애]→[얘]
예 = [이]+[에]→[예]

* ‘여, 요, 유, 얘, 예’도 같은 방법으로 발음한다.

41) <연습 활동 예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 중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 y계열       
  이중모음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며, 오류 비율이 미미하게 나타난 이중모음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

42)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2009: 26)에 들어 있는 설명을 모국어로 가르친다. 

야구  유리  요리 예약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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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입 모양 제시 그림 예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활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단모음과 달리 발음
할 때 입의 모양이 바뀐다. 이는 입 모양 예시 그림을 제시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교사가 입모양의 변화를 보여줘도 좋다.

[그림 Ⅳ-8] 입 모양 제시 그림 예

 
  Ⅲ장에서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습득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예, 얘’ 음성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공통점과 차
이점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통계 분석 결과 ‘얘’ 발음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어민의 발음을 들려주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스펙
트로그램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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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한국어인 발화 /얘/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그림 Ⅳ-11]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얘/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얘’를 포함하는 낱말은 ‘얘기’, ‘얘’, ‘걔’, ‘쟤’ 등 몇 개밖에 없는데, 모
두 장모음으로 발음된다.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결과 스리랑카 학습
자는 ‘얘’는 단모음처럼 발음한 경우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y-계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원리를 인지한 후 학습자에게 정확
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
습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어 이중모음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준비 연습을 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이중모음 연습을 제시하면서 발음 습득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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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야 야 야   여 여 여
   요 요 요   유 유 유
   예 예 예

② 야 여 요 유 예   여 야 유 얘 요
   요 예 여 유 야   유 요 예 야 여
   예 유 야 여 요

① 굴  귤
② 벌   별
③ 거울  겨울
④ 후일  휴일
⑤ 모사  묘사
⑥대포  대표

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때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만 
연습할 수도 있고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를 연습할 수도 있다. 
 
<준비 연습 활동 1> 다음은 [야, 여, 요, 유, 얘, 예] 발음을 위한 준비 연  
                   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준비 연습 활동 2> 다음은 소리가 비슷한 단어를 구별하는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준비 연습 활동 1>과 <준비 연습 활동 2>는 y-계 이중모음과 이중모
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함께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이다. <준비 연습 활동 
1>에서 y-계 이중모음을 연습하고 <준비 연습 활동 2>에서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도 함께 연습하도록 한다. 이후, 연습 활동 단계에서 많은 
연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
게 y-계 이중모음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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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야구 이야기 약       양말      모양
② 왜냐하면  그냥      성냥     수량
③ 달걀      샤워      샴푸
④ 향수      고향
⑤ 뺨

① 여보세요     보여요     하여튼     연습     영화     수영
② 다녀요     저녁       기다려     어려워   며칠     그러면
③ 겨우        구경        병원     모셔요   새벽     셔츠
④ 겨요     시켜요      편지     송편     현금     형
⑤ 베껴요    아껴요      뼈

① 요리     요일     요즘     필요     내용     신용카드
② 아뇨     음료수   무료     재료     치료     묘기
③ 교수     교실     교포     쇼핑     커피숍
④ 표       기차표   우표     효도     효자
⑤ 뾰족     뿅

<연습 활동 1> 다음은 [야]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야’ 발음은 다른 이중모음보다 발음하기 쉽지만 y 계열 이중모음을 연
습할 때 ‘야’부터 연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
어를 제시하면서 ‘야’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연습 활동 2> 다음은 [여]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연습 활동 3> 다음은 [요]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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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리     유행     우유     이유       육      교육
② 뉴스     메뉴     정류장   기류       서류
③ 규칙     세균     귤       슈퍼마켓   칼슘
④ 컴퓨터   튜브     휴가     휴게소     흉내

① 얘     얘기     예뻐요     예약     일기예보     옛날
② 경례   장례식   실례       차례
③ 걔     쟤

  스리랑카 학습자에게는 ‘여’와 ‘요’ 발음은 거의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
만 ‘여’와 ‘요’ 발음을 따로 연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이 발음 두 개를 조
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연습 활동 4> 다음은 [유]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유’ 발음도 따로 연습시키면 ‘유’가 들어 있는 단어를 함께 배울 수 있
다.

<연습 활동 5> 다음은 [얘, 예]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  
              라 해 보세요.

  오류 분석 결과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얘’를 단모음처럼 발음
한 경우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런 연습 활동을 통해 ‘얘’ 발음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 게다가 ‘얘’와 ‘예’가 들어 있는 단어를 함께 연습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중모음씩 연습을 시키면 학습자는 이중모음 발음을 제대로 
습득하고자 한다. 이중모음만 가르치는 것으로는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연습 활동을 통해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해 발음 교육과 함께 어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
에게 한국어 이중모음을 가르치는 것이라서 연습할 때 3번 정도 들려주며 



- 130 -

w-계 한국어 이중모음 단계
-w 계열 이중모음을 제시하기

와, 워, 왜. 웨, 외, 위

-발음 원리 설명하기
와 = [우]+[아]→[와]

* ‘와’는 [우아]를 끊지 않고 연이어서 빨리 발음  
  한다. 이때 [우]는 짧고 약하게 [아]에 붙는다.

워 = [우]+[어]→[워]
왜 = [우]+[애]→[왜]
웨 = [우]+[에]→[웨]

 외 = [우]+[에]→[외]44)

위 = [우]+[이]→[위]

* ‘워, 왜, 웨, 외’도 같은 방법으로 발음한다. 

학습자에게 단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y-계열 이중모음과 마찬가지로 w-계열 이중모음을 가르칠 때 먼저 학
습자에게 단어를 들려주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43).

<연습 활동 예시> 

  w-계 이중모음을 가르칠 때 이중모음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
은 주의해야 할 점은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 Ⅳ-5> w-계 한국어 이중모음

43) <연습 활동 예시>는 스리랑카인 학습자 중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 w계열   
    이중모음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
44) 이호영(1996)에 따르면, /외/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웨/와 같은 음가로  

 발음된다.

와요  웨이터  위치  워낙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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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계열 이중모음도 단모음과 활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단모음과 달
리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 바뀌어서 이는 입 모양 예시 그림을 제시하면
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교사는 입 모양을 어떻게 바뀌는지 이중모음을 
발음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림 Ⅳ-12] 입 모양 제시 그림 예

 w계열 이중모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위’는 ‘와, 워, 왜, 웨, 외’를 발음할 때의 [우]보다 더 약하고 짧게 발  
    음한다.
 ② ‘외,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  
    는 경우가 많다.
 ③ ‘왜, 웨, 외’는 모두 [웨]로 발음하기도 한다45).
 
  이렇게 w 계열 이중모음을 설명한 후에 학습자에게 연습할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습을 통해 w 계열 이중모음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5) 이호영(1996)은 젊은 세대의 서울 토박이들이 대부분 ‘에’와 ‘애’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와 ‘웨’를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왜, 웨, 외’는 모두    
    [웨]로 발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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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와  와  와    워  워  워
   웨  웨  웨    위  위  위

② 와  워  웨  위     워  웨  위  와
   웨  위  워  와     위  와  웨  워

① 이  위    ② 새    쇠        ③ 가자   과자
④ 마치 마취    ⑤ 가장  과장      ⑥ 자석   좌석

① 와요      와인     도와요     완두콩     와        세종대왕
② 놔두면
③ 과자      교과서   사과       관심      광고       좌석
④ 촬영      쾅       화장실     만화      소화제     생활
⑤ 꽈배기    꽉       꽝

<준비 연습 활동 1> 다음은 [와, 워, 왜. 웨, 외, 위] 발음을 위한 준비 연  
                   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준비 연습 활동 2> 다음은 소리가 비슷한 단어를 구별하는 준비 연      
                     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준비 연습 활동 1>과 <준비 연습 활동 2>는 w-계 이중모음과 이중모
음이 들어있는 단어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를 구별하는 활동이다. 
<준비 연습 활동 1>에서 w-계 이중모음을 연습하고 <준비 연습 활동 2>
에서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를 구별함으
로써 학습자들이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도록 한다. 이후, 연습 활동 단계에
서 많은 연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w-계 이중모음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일 수 있다.

<연습 활동 1> 다음은 [와]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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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워낙      더워요     배워요     원서     병원      월요일
② 나눠요    미뤄요     동물원     뭐       뭐든지
③ 권투      여권       태권도     둬요     줘요
④ 감춰요    멈춰서     춤춰요     훨훨
⑤ 바꿔요    쒀요       잡숴요

① 왜      웨이터      웬일      외국어      해외      왼쪽
② 뇌      참외
③ 인쇄    괴로워요
④ 최고    최선       퇴근       회색        기회      횡단보도
⑤ 꽤      꽥꽥       꾀꼬리     열쇠

<연습 활동 2> 다음은 [워]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위와 같은 단어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와’와 ‘워’ 발음을 정확하게 습
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단어도 함께 연습할 수 있다.

<연습 활동 3> 다음은 [왜, 웨, 외]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허용·김선정(2006)에 따르면 ‘왜’는 [wɛ]로 발음해야 하며 ‘웨’와 ‘외’는 
[we]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we]를 발음할 때 입이 벌어지는 정도보다 
‘왜[wɛ]’를 발음할 때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조금 크다. 이는 w-계 이중모
음을 이해시키는 인지 단계에서 설명하는 것도 좋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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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반   위층  더위  사위  윗사람  윗집
② 뉘
③ 귀   사귀는  뒤   쉬워요  쉰    쥐
④ 취미   취직  미취  튕겨요 휘었어요 휙
⑤ 뀌어요 뛰어서

ɨ-계 한국어 이중모음 단계
-ɨ계열 이중모음을 제시하기

의
-발음 원리 설명하기

의 = [으]+[이]→[의]

입술의 모양은 [으]로 유지하고, 혀의 위치는 [으]에서 [이]로 빨리 옮
긴다.

<연습 활동 4> 다음은 [위]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위와 같은 ‘위’가 들어 있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위’ 발음도 단어와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연습 활동을 통해 이렇게 w-계 이중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에 특성도 파
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ɯ-계 이중모음도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Ⅳ-6> ɨ-계 한국어 이중모음

 
  ɨ-계 이중모음인 ‘의’는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한다는 것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단어의 첫음절에서: [의] ⇒ 의사[의사]  
                             의자[의자]

②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 ⇒ 강의[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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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으  이  으  이  의
   으  이  으  이  의

② 으  의  으  의        이  의  이  의
   의  의  의  의

① 의견     의논     의미     의사     의심     의지

                                    회의[훼이]
③ 자음+‘ㅢ’: [이]: ⇒ 희망[히망]
                    무늬[무니]

④ 조사 ‘의’: [에] ⇒ 친구의 친구[친구에 친구]
  
  ‘의’는 단어의 첫 음절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로 발음하지만,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의’가 들어 있을 때 [이]로 발음한다46). 그리고 자음
과 결합할 때도 ‘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한다. 또한 조사 ‘의’의 기능을 
제시할 때 ‘의’가 아니라 [에]로 발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준비 연습 활동 1> 다음은 [의] 발음을 위한 준비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준비 연습 활동은 ‘의’ 발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의’ 단독 발음
을 이해시키는 활동이다. 

<연습 활동 1> 다음은 [의]가 첫 음절에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46)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2009)은 ‘의’가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로 발음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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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의     개인주의     거의      동의      문의      회의
② 여의도   창의력       축의금    편의점

① 씌우면     희망      희생      희소식     흰색
② 무늬       너희      저희

① 친구의 친구        ② 고향의 봄         ③ 그림의 떡
④ 하늘의 별 따기     ⑤ 한국의 미

  이 연습 활동을 통해 ‘의’가 단어의 첫음절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로 
발음한다는 규칙을 이해시킬 수 있다.

<연습 활동 2> 다음은 [의]가 둘째 음절 이하에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  
              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의’가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로 발음해도 된
다. 위와 같은 규칙에 따른 연습을 함으로써 그 규칙을 잘 파악할 수 있
다.

<연습 활동 3> 다음은 [의]가 자음과 함께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      
                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연습 활동 4> 다음은 조사로 사용되는 [의]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입니  
                    다.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조사로 사용되는 ‘의’는 [에]로 발음한다는 규칙
을 여기에서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원리를 인지한 후 학습자에게 한 단계마
다 정확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국어 이중모음 정확
한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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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도 스리랑카 학습자를 위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한국어와 스리
랑카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어와 스리
랑카어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중모음 
체계가 매우 특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 중에서도 이
중모음 발음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
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지금
까지 한국어 이중모음과 관련된 연구와 스리랑카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를 무엇인지를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중심 내용과 결과를 논의하였다. 
  Ⅱ장에서는 발음 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제2언
어 습득의 이론 중 음성습득모형과 대조분석가설을 살펴보고 한국어와 스
리랑카라어의 모음을 분석하여 이중모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는 12개의 이중모음 체계를 볼 수 있으나 스리랑카어의 이중모음
을 두 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오류분석가설을 고찰
하여 스리랑카인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오
류를 예측하고 오류 유형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총 31명의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분석하고,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 조
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은 현재 한국어 발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의 교육보다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발
음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이중모음이라고 인식 결과가 나타났으며, 실제 
이중모음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
의 원인을 모르는 학습자가 많았다. 스리랑카인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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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모음 발음 시 어떤 오류가 일으키는지 직접 발음 실험을 통해서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예, 의’ 외, 얘’ 발음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났고 오류 
유형에 따라 대치 오류가 많았다. 아울러 ‘얘’ 발음을 단모음처럼 발음한 
오류도 많았으며 이것이 모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오류로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스리랑카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의 실태와 그에 대
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 대상은 스리랑카인 한국어 학습
자로 선정하였다. 스리랑카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나타
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 15명과 스리
랑카인 학습자 15명의 이중모음 발음도 함께 조사하여 그 양상을 비교하
였다. 발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SPSS의 MANOVA 검정을 활용하
였으며 ‘다변량 검정’ 두 집단 간의 이중모음 발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MANOVA ‘개체 간 검정을 통해 한국어 
이중모음 중 ‘/얘, 웨, 외, 왜, 의/’와 /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인 분석
을 시행함으로써 양 언어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밝혔는데 특히 스리랑
카어에는 이중모음 체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실험학적 분석 및 오류 양상
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정립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 
다른 언어권에서는 음향 음성학을 토대로 한 실험음성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지고 있으나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에 관한 실험학적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학적으로 이중모음의 실현 양상을 밝혀내고
자 하였다. 
  발음 교육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소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
의 물리적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를 위하여 Ⅳ장에서 실질적인 도구로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스펙트
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 Ⅲ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이중모음 교정 방안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제시(presentation), 연습
(practice)과 생성(production)’ 단계로 이루어진 ‘PPP’ 모형을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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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리랑카인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습득을 위해서 본고
에서는 학습자의 발음 현황을 다각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
해 이중모음 발음 실태와 오류 양상을 고찰하였다. 본고의 조사 대상자들
은 켈라니야 대학교의 학생들만으로 실시한 연구이지만, 연구 대상자는 스
리랑카의 모든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질적
인 한국어 발음에 노출되기 힘든 타 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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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야쇼다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스리
랑카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연구이며 학습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분석하고 학습 현황과 학습 요구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진행합니
다. 응답 방식은 선택문제의 형식이고 귀하가 옳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지에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 자료는 학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7.12.18.

                                               야쇼다 아수코라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ynathukorala@yahoo.com     

번호 이중모음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1 야
2 여
3 요
4 유
5 예
6 얘
7 와
8 워
9 웨
10 외
11 왜
12 위
13 의

〔부록-1〕

“스리랑카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Ⅰ. 한국어 이중모음 난이도 인식 조사

l 1번~13번의 이중모음을 보고 발음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표시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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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중모음 
제2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1 야
2 여
3 요
4 유
5 예
6 얘
7 와
8 워
9 웨
10 외
11 왜
12 위
13 의

평균
표준편차

번호 이중모음
1 야구
2 여기
3 요리
4 유리
5 예약
6 얘기
7 와요
8 워낙
9 웨이터
10 외국
11 왜
12 위치
13 의사

Ⅱ.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실태 조사

l 1번~13번의 이중모음을 정확하게 두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Ⅲ. 이중모음 어휘 조사지

l 1번~13번의 단어를 정확하게 두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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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중모음 발음 조사지

l 조사 대상자 정보
1. 이름:
2. 성별: 남( ) 여( )
3. 나이:
4. 학년 :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석사 과정 (    ), 기타(      )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경험: 있다(  ) 없다(    )
 5.1 토픽 성적증명서 있는 경우 몇 급인지 표시하세요.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6. 한국 거주 경험: 있다(     )  없다(     )
 6.1 거주 경험 있는 경우(거주 기간):    년    월

7. 한국어 학습기간 : 
A. 1년 이하   (   )
B. 1년 초과 ~ 2년 이하  (   )
C. 2년 초과 ~ 3년 이하  (   )
D. 3년 초과 ~ 4년 이하  (   )
E. 4년 이상   (   ) 

8.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A. 진학을 위해서
B. 취업하려고
C. 한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D.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E.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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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mail:

10.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영역을 세 가지만 고르시오.
A. 발음 ( )
B. 문법 ( )
C. 어휘 ( )
D. 듣기 ( )
E. 말하기 ( )
F. 읽기 ( )
G. 쓰기 ( )

11. 발음을 연습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A. 단모음
B. 이중모음 
C. 자음
D. 받침
E. 기타( )

12. 이중모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A. 예
B. 아니오

13. 자신이 이중모음의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A. 아주 어렵다
B. 어렵다
C. 보통이다
D. 어렵지 않다
E. 전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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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Ⅱ에서 읽은 이중모음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중모음은 무   
    엇입니까?

 14.1 그 이중모음이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15. Ⅱ에서 읽은 이중모음 중에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이중모음은 무엇입  
    니까?

 15.1 그 이중모음이 왜 쉽다고 생각합니까?

16. 자신이 한국어를 발음할 때 스리랑카어의 발음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A. 매우 그렇다
B. 그렇다
C. 보통이다
D. 그렇지 않다
E.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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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A. 전혀 없다
B. 없는 편이다
C. 보통이다
D. 약간 있다
E. 많이 있다
18. 이중모음 발음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복수선택  
    가능)
A.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
B. 음성자료를 듣고 따라하기
C. 시청각 자료를 보고 따라하기
D. 문자적 설명 및 입모양 사진 제시하기
E.  기타( )

19. 이중모음 발음을 제시할 때 어떤 방식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  
    까?
A.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
B. 음성자료를 듣고 따라하기
C. 시청각 자료를 보고 따라하기
D. 문자적 설명 및 입모양 사진 제시하기
E. 기타( )

20. 이중모음 발음을 연습할 때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A. 듣기 연습
B. 읽기 연습
C. 받아쓰기 연습
D. 따라하기 연습
E.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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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신이 발음 연습을 할 때 사용하는 전략 또는 학습 방법(들)은 무엇  
    입니까?

22. 이중모음 교육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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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hqfndajka!

uu fida,a cd;sl úYajúoHd,fha fldrshdkq NdIdj yodrk hfYdaOd w;=fldard, 
fjñ' fldrshdkq NdIdj yodrk › ,dxlsl YsIHhka fldrshdkq NdIdfõ ixhqla; 
iajr WÉpdrKfhaoS uqyqK fok wmyiq;d yd tu wmyiq;d ÿr,Su i|yd úi÷ï 
idlÉPd lsrSfï wruqKska fuu ióËKh isÿ lrkq ,nhs' fï i|yd Tn ,nd 
fok ms<s;=re mYapd;a Wmdê ksnkaOkhg wjYH f;dr;=re yd o;a; i|yd 
muKla Ndú;d lrk w;r Bg wu;rj fjk;a lsisÿ ldrKhla i|yd lsisfia;a 
Ndú;d fkdlrk njg fmdfrdkaÿ  fjñ'
 fuu ióËKh i|yd iyNd.S jk Tn ish¿ fokdgu udf.a ia;=;sh mqo lr 
isáñ'
2017'12'18'

fida,a cd;sl úYajúoHd,h"  
 fldrshdkq NdId wOHhk wxYh"

mYapd;a Wmdê mdGud,j"  
hfYdaOd w;=fldard,

ynathukorala@yahoo.com

wxlh ixhqla; 
iajr

lsisfia;au 
wmyiq ke;

wmyiq 
ke;

idudkHhs wmyiqhs b;d 
wmyiqhs

1 야
2 여
3 요
4 유
5 예
6 얘
7 와
8 워
9 웨
10 외
11 왜
12 위
13 의

〔부록-2〕
ióËK m;%sldj

Ⅰ' fldrshdkq NdIdfõ ixhqla; iajr WÉpdrKfha wmyiq;d ms<sn| 
m¾fhaIKh

l my; i|yka ixhqla; iajr WÉpdrKh lsrSu fld;rï wmyiq o 
hkak fmkakqï lr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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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중모음 
제2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1 야
2 여
3 요
4 유
5 예
6 얘
7 와
8 워
9 웨
10 외
11 왜
12 위
13 의

평균
표준편차

번호 이중모음
1 야구
2 여기
3 요리
4 유리
5 예약
6 얘기
7 와요
8 워낙
9 웨이터
10 외국
11 왜
12 위치
13 의사

Ⅱ' fldrshdkq NdIdfõ ixhqla; iajr WÉpdrK m¾fhaIKh

l my; i|yka ixhqla; iajr fojrla WÉpdrKh lrkak'

Ⅲ' ixhqla; iajr we;=,;a jpk m¾fhaI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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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ldrshdkq NdIdfõ ixhqla; iajr WÉpdrKh ms<sn| m%Yakdj,sh

l Tn ms<sn| f;dr;=re

1. ku ( 2. ia;S%$mqreI Ndjh ( ia;S%(    )  mqreI(    )3. jhi (4. bf.kqu ,nk jir ( m<uq jir(  ) fojk jir(  )                   
                   f;jk jir(     ) mYapd;a Wmdê mdGud,d(     )5.  (i) Tn fldrshdkq NdId m%ùK;d úNd.h (TOPIK) i|yd fmkS isáfhys   

    o@    Tõ(    ) ke; (    ) (ii) fldrshdkq NdId m%ùK;d úNd.hg fmkS isáfhys kï tu m%;sM,h    

    i|yka lrkak'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6.  (i) fldrshdfõoS ,enQ w;aoelSï ;sfío@ Tõ(    ) ke;(    ) (ii) fldrshdfõoS ,enQ w;aoelSï ;sfí kï ( j¾I        udi      ㅣ

7. fldrshdkq NdId wOHhk ld,h (

Ａ.  jirlg wvq 

Ｂ．jirla fyda jir 2lg wvq

Ｃ．jir 2la fyda jir 3lg wvq

Ｄ．jir 3la fyda jir 4lg wvq

Ｅ．jir 4lg je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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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n fldrshdkq NdIdj wOHhkh lsrSfï wruqK l=ulao@

Ａ.  úYajúoHd,hlg we;=,;a ùu i|yd

Ｂ．/lshdjla ,nd .ekSu i|yd

Ｃ．fldrshka cd;slhka iuÕ ikakfõokh lsrSu i|yd

Ｄ．fldrshdkq ixialD;sh wjfndaO lr .ekSu i|yd

Ｅ．fjk;a

9．Bfï,a ,smskh (

10．fldrshdkq NdIdj bf.k .ekSfï§ b;d wmyiq jQ tAll 3la f;darkak'

Ａ.  WÉpdrKh 

Ｂ．jHdlrK

Ｃ．jpk

Ｄ．Y%jKh

Ｅ．l:kh

Ｆ．lshùu

Ｇ．,sùu

11．WÉpdrKh mqyqKq ùfï§ b;d wmyiq jQ tAllh l=ulao@

Ａ．flá iajr

Ｂ．ixhqla; iajr

Ｃ．jHxck

Ｄ．wjika .d;%dËr( 받침) 
Ｅ．fjk;a

12．Tn ixhqla; iajr oek isáfhao@

Ａ．Tõ

Ｂ．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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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ixhqla; iajr WÉpdrKh lsrSfïoS u;=jk wmyiq;d wkqj wod, wxlh    

    rjqï lrkak' 

Ａ．b;du;a wmyiqhs

Ｂ．wmyiqhs

Ｃ．idudkHhs

Ｄ．wmyiq ke;

Ｅ．lsisfia;au wmyiq ke; 

14．(i) II  j.=fjys WÉpdrKh l, ixhqla; iajr w;ßka WÉpdrKh lsrSug  

       jvd;a wmyiq hehs Tn is;k ixhqla; iajrh l=ulao@

(ii) tu ixhqla; iajrh WÉpdrKh lsrSu jvd;a wmyiq hehs is;Sug      

    fya;=j l=ulao@

15．(i) I  j.=fjys WÉpdrKh l, ixhqla; iajr w;ßka WÉpdrKh lsrSug   

       jvd;a myiq hehs Tn is;k ixhqla; iajrh l=ulao@

    (ii) tu ixhqla; iajrh WÉpdrKh lsrSu jvd;a myiq hehs is;Sug fya;=j       

        l=ulao@

16．fldrshdkq NdIdfõ jpk WÉpdrKfhaoS isxy, NdIdfjka n,mEula we;ehs  

    Tn is;kafkyso@

Ａ．ieuúgu

Ｂ．iuyrúg

Ｃ．b;d l,d;=rlska

Ｄ．ke;s;rï

Ｅ．lsisfia;au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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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n Ndú;d lrkq ,nk fm< fmd;aj, ixhqla; iajr ms<sn| wOHhkh    

    .ek fldmuK ÿrlg we;=<;a ù ;sfío@

Ａ．lsisfia;a ke;

Ｂ．t;rï ke;

Ｃ．idudkHhs

Ｄ．hï;dla ÿrlg mj;S

Ｅ．fndfyda fihska mj;S

18．.=rejrhd ixhqla; iajr flf,i b.ekajqfjys o@ (nyq f;arSï l< yelsh)
Ａ．.=rejrhdf.a jpk WÉpdrKhg ijkaoSu iy wkq.ukh lsrSu

Ｂ．Y%jK udOHhkag ijkaoSu iy wkq.ukh lsrSu

Ｃ．Y%jH oDYH udOHhka keröu iy wkq.ukh lsrSu

Ｄ．uqL yeve;s Pdhd?m bosrsm;a lrñka ixhqla; iajr ms<sn| úia;r lsrSu

Ｅ．fjk;a(                                             )
19．ixhqla; iajr b.ekaùfïoS my; oelafjk l%u w;rska jvd;au iqÿiq l%uh  

    l=ulaoehs Tn is;kafkys o@ 

Ａ．.=rejrhdf.a jpk WÉpdrKhg ijkaoSu iy wkq.ukh lsrSu

Ｂ．Y%jK udOHhkag ijkaoSu iy wkq.ukh lsrSu

Ｃ．Y%jH oDYH udOHhka keröu iy wkq.ukh lsrSu

Ｄ．uqL yeve;s Pdhd?m bosrsm;a lrñka ixhqla; iajr ms<sn| úia;r lsrSu

Ｅ．fj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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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ixhqla; iajr WÉpdrKh mqyqKq ùu i|yd jvd;au iqÿiq l%uh l=ulaoehs  

    Tn is;kafkyso@

Ａ．Y%jK wNHdi lsrSu

Ｂ．lshùfï wNHdi lsrSu

Ｃ．wid ,sùfï wNHdi lsrSu

Ｄ．wKqlrKh lsrSfï wNHdi lsrSu

Ｅ．fjk;a(                                              )
21．Tn WÉpdrKh mqyqKq ùu i|yd Ndú;d lrkq ,nk bf.kqï l%u        

   fudkjdo@

22．ixhqla; iajr wOHhkh ms<sn| fjk;a woyia ;sfí kï olajkak'

fï i|yd Tn oelajQ odhl;ajh w.hfldg i,l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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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Ⅰ. 2 집단인 한국인과 스리랑카인의 이중모음 발음 대조분석

한국인 모어 화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제 2 포먼트 값

1. 이중모음 [야] (단위: Hz)

한국인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2315 1351 847.4
K-2 남 1614 1154 1198
K-3 여 2315 1614 1351
K-4 여 1044 1789 1658
K-5 여 2665 2183 1964
K-6 여 1745 1767 1592
K-7 여 2139 1986 1636
K-8 여 2008 1833 1658
K-9 여 1920 1636 1220
K-10 여 2074 1242 1636
K-11 여 2402 1767 1789
K-12 여 2227 1570 1482
K-13 여 1964 2008 1220
K-14 여 2446 1701 1548
K-15 여 1482 1417 1504

평균 2024.00 1667.87 1486.89
표준편차 420.28 288.74 2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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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모음 [여] (단위: Hz)

한국인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1877 1154 1023
K-2 남 2118 1044 913.1
K-3 여 2402 1198 1154
K-4 여 2774 1110 978.8
K-5 여 2709 1701 1154
K-6 여 1767 1307 1263
K-7 여 1767 1701 1001
K-8 여 1592 1263 1154
K-9 여 2249 2424 2621
K-10 여 1658 1242 1176
K-11 여 1592 1395 1263
K-12 여 2139 1198 1044
K-13 여 1855 1242 1176
K-14 여 1723 1242 1088
K-15 여 1811 1373 1526

평균 2002.20 1372.93 1235.66
표준편차 384.11 345.87 4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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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모음 [요] (단위: Hz)

한국인
인

성
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2183 935 825.5
K-2 남 2205 891.2 803.06
K-3 여 2161 913.1 1198
K-4 여 1088 1001 1044
K-5 여 2337 2074 2358
K-6 여 1439 1307 1220
K-7 여 2621 2534 2249
K-8 여 1986 1154 869.3
K-9 여 2643 2687 1658
K-10 여 1833 1088 913.1
K-11 여 1767 1044 913.1
K-12 여 1242 869.3 737.9
K-13 여 2008 1023 1044
K-14 여 1526 1263 1242
K-15 여 1658 1833 978.8

평균 1913.13 1374.44 1203.58
표준편차 466.45 608.36 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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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모음 [유] (단위: Hz)

한국인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2118 1548 1132
K-2 남 2183 1110 1198
K-3 여 2621 1023 978.8
K-4 여 1701 1066 956.9
K-5 여 2731 1833 2118
K-6 여 2513 913.1 847.4
K-7 여 1548 1220 1373
K-8 여 2534 1767 1198
K-9 여 2862 2928 2665
K-10 여 2118 1439 1242
K-11 여 2468 1636 1439
K-12 여 1855 891.2 935
K-13 여 1680 1614 1220
K-14 여 1592 1504 1285
K-15 여 1920 2380 1351

평균 2162.93 1524.82 1329.27
표준편차 437.81 559.69 4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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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모음 [예]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2512 2271 2293
K-2 남 2337 2271 2205
K-3 여 2599 2512 2577
K-4 여 1132 935 694.1
K-5 여 2621 2687 2906
K-6 여 1986 1395 1285
K-7 여 2446 2731 2621
K-8 여 2424 2337 2534
K-9 여 2271 2468 2402
K-10 여 1789 1658 2315
K-11 여 2753 2599 2402
K-12 여 2577 2512 2534
K-13 여 2818 2665 2687
K-14 여 2577 2665 2577
K-15 여 1877 1395 1307

평균 2314.60 2206.73 2222.61
표준편차 447.45 572.93 622.12



- 170 -

6. 이중모음 [얘]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2358 2293 2358
K-2 남 2577 2337 2293
K-3 여 2577 2599 2665
K-4 여 2534 2621 2556
K-5 여 2906 2687 2665
K-6 여 2490 2512 2731
K-7 여 2950 2796 2643
K-8 여 2840 2972 2906
K-9 여 2796 2818 2731
K-10 여 2840 2731 2709
K-11 여 2490 2446 2424
K-12 여 2556 2512 2490
K-13 여 2950 2840 2731
K-14 여 2621 2446 2534
K-15 여 2599 2490 2358

평균 2672.27 2606.67 2586.27
표준편차 189.83 197.28 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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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중모음 [와]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935 1220 1242
K-2 남 913.1 935 1001
K-3 여 1044 1351 1439
K-4 여 1811 1351 1373
K-5 여 1658 1767 1745
K-6 여 1373 1636 1614
K-7 여 2161 1899 1307
K-8 여 1198 1504 1592
K-9 여 1132 1570 1504
K-10 여 1176 1548 1658
K-11 여 1285 1548 1636
K-12 여 1023 1307 1351
K-13 여 1001 1658 1767
K-14 여 1263 1373 1395
K-15 여 1285 1395 1307

평균 1283.87 1470.80 1462.07
표준편차 348.72 235.60 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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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중모음 [워]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978.8 847.4 869.3
K-2 남 2556 2643 869.3
K-3 여 1154 956.9 1001
K-4 여 1220 1001 1066
K-5 여 1548 1636 1789
K-6 여 1023 978.8 1023
K-7 여 2534 2424 2315
K-8 여 956.9 1044 1023
K-9 여 759.8 1044 1088
K-10 여 1001 1110 1154
K-11 여 1088 781.7 1263
K-12 여 891.2 1001 956.9
K-13 여 2337 1088 1023
K-14 여 891.2 978.8 956.9
K-15 여 956.9 1198 1154

평균 1326.39 1248.84 1170.09
표준편차 622.79 556.75 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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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중모음 [웨]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978.8 1920 2337
K-2 남 847.4 2490 2556
K-3 여 913.1 584.6 825.5
K-4 여 1198 896.3 847.4
K-5 여 2052 2446 2753
K-6 여 1942 2556 2621
K-7 여 1680 2731 2490
K-8 여 1395 2118 2512
K-9 여 1307 2380 2796
K-10 여 1636 2490 2643
K-11 여 1461 2293 2337
K-12 여 1592 2446 2424
K-13 여 1461 2665 2709
K-14 여 1548 2315 2358
K-15 여 1570 1723 1833

평균 1438.75 2136.93 2269.46
표준편차 347.94 628.52 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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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중모음 [외]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978.8 2052 2183
K-2 남 1263 1658 2023
K-3 여 1417 1132 431.3
K-4 여 1417 1154 453.2
K-5 여 1811 2643 2840
K-6 여 1723 2599 2643
K-7 여 1723 2665 2687
K-8 여 1548 2205 2731
K-9 여 1811 1833 2753
K-10 여 1811 2249 2534
K-11 여 2030 2512 2468
K-12 여 1680 2358 2446
K-13 여 1482 1855 2008
K-14 여 1504 2074 2293
K-15 여 1855 1526 1482

평균 1603.59 2034.33 2131.70
표준편차 268.89 504.20 7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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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중모음 [왜]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913.1 1942 2161
K-2 남 1154 1680 2139
K-3 여 1285 2446 2556
K-4 여 1899 2512 2556
K-5 여 2512 2687 2840
K-6 여 2249 2709 2577
K-7 여 2205 1132 1198
K-8 여 1504 1964 2512
K-9 여 2380 2665 2753
K-10 여 1723 2424 2556
K-11 여 1526 2446 2512
K-12 여 1701 2358 2424
K-13 여 1329 2731 2709
K-14 여 1351 2337 2271
K-15 여 1504 1636 1767

평균 1682.34 2244.60 2368.73
표준편차 475.82 472.70 4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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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중모음 [위]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1504 2380 2753
K-2 남 1154 2358 1614
K-3 여 1132 2577 2950
K-4 여 1263 2862 2818
K-5 여 1789 2227 2621
K-6 여 2358 2643 2315
K-7 여 1198 1504 1570
K-8 여 2205 2753 2774
K-9 여 1680 2753 2818
K-10 여 1833 2906 3081
K-11 여 3125 3147 3103
K-12 여 1920 2621 2774
K-13 여 1263 2884 3344
K-14 여 1636 2599 2709
K-15 여 1636 1986 1942

평균 1713.07 2546.67 2612.40
표준편차 540.62 411.74 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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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중모음 [의] (단위: Hz)

한국인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K-1 남 1504 2315 2687
K-2 남 1154 1417 1439
K-3 여 1855 2687 2665
K-4 여 1789 2709 2840
K-5 여 2030 2993 1920
K-6 여 1745 2818 2052
K-7 여 1964 1767 1636
K-8 여 1877 2731 2884
K-9 여 1636 2665 2840
K-10 여 1767 1942 2928
K-11 여 1811 2774 3212
K-12 여 1242 2490 2643
K-13 여 2139 2249 1811
K-14 여 1877 2315 2621
K-15 여 1833 1570 1811

평균 1748.20 2362.80 2399.27
표준편차 269.65 486.54 5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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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스리랑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포먼트 값

1. 이중모음 [야] (단위: Hz)

스리랑
카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2161 1833 1263
S-2 남 2227 1351 1526
S-3 여 1570 1636 1745
S-4 여 2249 1745 1417
S-5 여 2950 1723 1439
S-6 여 1570 2008 1811
S-7 여 1745 2402 1526
S-8 여 2534 1592 1417
S-9 여 2315 2205 1767
S-10 여 2183 1811 1614
S-11 여 2928 2052 1614
S-12 여 2993 2096 1636
S-13 여 2293 1658 1636
S-14 여 2993 2315 1592
S-15 여 1855 1811 1461

평균 2304.40 1882.54 1564.27
표준편차 496.05 291.07 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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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모음 [여]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2161 1154 1242
S-2 남 1439 1373 1132
S-3 여 1833 1570 1614
S-4 여 1614 2271 1439
S-5 여 2840 2774 2512
S-6 여 1855 2468 2577
S-7 여 2118 1614 1066
S-8 여 2402 1176 1066
S-9 여 1723 1636 2556
S-10 여 2337 1461 1526
S-11 여 2096 1373 1176
S-12 여 1767 1110 1001
S-13 여 2753 1198 1132
S-14 여 2818 1614 1088
S-15 여 2884 1548 1614

평균 2176.00 1622.67 1516.07
표준편차 480.06 498.73 5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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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모음 [요]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1482 1066 935
S-2 남 1154 1329 1263
S-3 여 1570 1833 1855
S-4 여 2008 1592 1417
S-5 여 1942 1745 1723
S-6 여 1767 1220 1154
S-7 여 2052 1658 1023
S-8 여 2556 1373 1417
S-9 여 1745 1789 1548
S-10 여 1701 1439 1504
S-11 여 1592 1044 825.5
S-12 여 2161 1285 1132
S-13 여 2753 1154 1176
S-14 여 2665 1680 913.1
S-15 여 2205 1658 1592

평균 1956.87 1457.67 1298.51
표준편차 455.81 268.34 3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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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모음 [유] (단위: Hz)

스리랑
카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1023 935 1701
S-2 남 1461 1044 1745
S-3 여 1526 1745 1811
S-4 여 1767 1942 1767
S-5 여 1745 1745 1833
S-6 여 1899 1833 1395
S-7 여 1855 1373 1417
S-8 여 2205 1263 1044
S-9 여 2008 1504 2358
S-10 여 2030 1636 2008
S-11 여 1877 1285 1001
S-12 여 1811 1285 1373
S-13 여 2599 1461 1855
S-14 여 2577 2008 1198
S-15 여 2161 1855 1877

평균 1902.93 1527.60 1625.53
표준편차 404.48 328.51 3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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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모음 [예]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2271 2380 2424
S-2 남 2183 2380 2315
S-3 여 1570 1417 1877
S-4 여 1789 2402 2906
S-5 여 2731 2512 2468
S-6 여 2556 2862 2796
S-7 여 1811 2862 2818
S-8 여 2862 2665 2840
S-9 여 2337 2950 2205
S-10 여 2731 2424 2205
S-11 여 3103 2796 2993
S-12 여 2796 2709 2643
S-13 여 2950 2818 2753
S-14 여 2687 2862 2840
S-15 여 1877 1899 1833

평균 2416.93 2529.20 2527.73
표준편차 480.99 415.84 3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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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중모음 [얘] (단위: Hz)

스리랑카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2315 2972 2271
S-2 남 2402 2315 1592
S-3 여 1570 1920 1833
S-4 여 1636 1789 2183
S-5 여 2753 2621 2337
S-6 여 2665 2818 2862
S-7 여 2621 2796 2731
S-8 여 2731 2621 2665
S-9 여 2556 2030 2446
S-10 여 2315 2599 2030
S-11 여 1439 2205 2818
S-12 여 2818 2862 2731
S-13 여 2862 2774 2709
S-14 여 2796 2556 2709
S-15 여 1887 1705 1869

평균 2357.73 2438.87 2385.73
표준편차 490.59 415.75 4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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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중모음 [와] (단위: Hz)

스리랑카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성별 1001 1110 1132
S-2 남 1351 1329 1461
S-3 남 1680 1110 1285
S-4 여 1701 1395 1504
S-5 여 1680 1220 1307
S-6 여 1680 1198 1285
S-7 여 1461 1482 1285
S-8 여 1242 1220 1285
S-9 여 1329 1482 1592
S-10 여 1548 1614 1592
S-11 여 1001 1351 1373
S-12 여 1176 1548 1504
S-13 여 1395 1548 1504
S-14 여 1285 1395 1395
S-15 여 1796 1178 1396

평균 1421.73 1345.33 1393.33
표준편차 255.71 166.65 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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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중모음 [워]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935 887.1 905.3
S-2 남 1592 1154 1132
S-3 여 1176 1154 1001
S-4 여 1723 1242 1242
S-5 여 1439 1942 1329
S-6 여 1986 2512 2096
S-7 여 1461 1658 1001
S-8 여 913.1 1001 978.8
S-9 여 2490 2468 2271
S-10 여 2293 1811 1767
S-11 여 935 1023 978.8
S-12 여 1176 1198 1154
S-13 여 2774 2972 2906
S-14 여 1132 1023 1001
S-15 여 1814 2214 1469

평균 1589.27 1617.27 1415.46
표준편차 587.91 666.84 5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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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중모음 [웨]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성별 2178 2269 2341
S-2 남 2271 2227 1504
S-3 남 2008 1658 1461
S-4 여 2249 2818 1154
S-5 여 2052 2534 2643
S-6 여 2643 2753 2818
S-7 여 2096 2731 2753
S-8 여 2512 2796 2840
S-9 여 2753 2249 2358
S-10 여 2096 2731 1526
S-11 여 2139 2643 2577
S-12 여 2490 2687 2621
S-13 여 2271 2731 2643
S-14 여 1417 2490 2599
S-15 여 1614 1578 1778

평균 2185.93 2459.67 2241.07
표준편차 351.94 395.97 582.17



- 187 -

10. 이중모음 [외]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성별 1461 2183 2337
S-2 남 2052 1833 1658
S-3 남 1439 1526 1570
S-4 여 2161 2030 2687
S-5 여 2577 2643 2463
S-6 여 2774 2796 2709
S-7 여 1723 1789 2862
S-8 여 2512 2818 2862
S-9 여 2402 2161 2249
S-10 여 1680 1986 1811
S-11 여 1592 2643 2577
S-12 여 1855 2731 2621
S-13 여 2534 2577 2534
S-14 여 1176 2315 2490
S-15 여 2232 2087 2051

평균 2011.33 2274.53 2365.40
표준편차 490.79 408.03 4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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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중모음 [왜]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1796 2178 2341
S-2 남 1789 1833 1811
S-3 여 1942 2096 1570
S-4 여 2161 2030 1636
S-5 여 1592 2621 2358
S-6 여 1767 2709 2731
S-7 여 2643 2774 2643
S-8 여 2490 2753 2840
S-9 여 2512 2249 2774
S-10 여 2621 2599 2096
S-11 여 1482 2621 2753
S-12 여 1614 2709 2774
S-13 여 2008 2753 2621
S-14 여 2884 2556 2665
S-15 여 2014 1869 1887

평균 2087.67 2423.33 2366.67
표준편차 440.88 342.09 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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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중모음 [위]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1851 2305 2341
S-2 남 1571 2249 1482
S-3 여 2557 1658 1701
S-4 여 1745 2534 1395
S-5 여 2468 2884 2599
S-6 여 2709 2753 2709
S-7 여 2227 1964 2074
S-8 여 2030 2972 2993
S-9 여 2074 2490 2074
S-10 여 2556 2621 1920
S-11 여 1220 2556 1517
S-12 여 2512 2709 2796
S-13 여 2643 2928 2884
S-14 여 1329 2796 2512
S-15 여 1832 2123 1796

평균 2088.27 2502.80 2186.20
표준편차 486.67 378.63 5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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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중모음 [의] (단위: Hz)

스리랑카
인 성별

제2 포먼트 값의 구간별 중간 값 
첫 번째 안정 

구간
전이구간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안정 

구간
S-1 남 2160 2378 2396
S-2 남 1789 1877 1723
S-3 여 1745 2446 1417
S-4 여 2118 2424 2205
S-5 여 1789 2556 2950
S-6 여 1767 2227 1887
S-7 여 1920 2709 2096
S-8 여 2577 2774 2906
S-9 여 1745 1899 1833
S-10 여 2446 2840 2249
S-11 여 1767 1964 2884
S-12 여 1745 2556 2796
S-13 여 2074 2665 2884
S-14 여 2490 2643 2796
S-15 여 1887 2305 1832

평균 2001.27 2417.53 2323.60
표준편차 296.26 311.57 5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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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1. y-계 한국어 이중모음의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이전 차시 초급 
학습 목표 한국어 이중모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다

수업 
절차(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량
준비물
/자료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 먼저, 학습자에게 단어를 들려주고, 학습
자로 하여금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을 유도한
다.

-이 단어의 초성을 잘 들렸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그럼, 우리 오늘 한국어 이중모음을 배워 
봅시다)

야구  유리  요리 예약  얘기

5분 CD

제시
제시 1

-y계열 이중모음을 제시하기
야, 여, 요, 유, 예, 얘

-발음 원리 설명하기
야 = [이]+[아]→[야]

‘야’는 [이아]를 끊지 않고 연이어서 빨리 발
음한다. 이때 [이]는 짧고 약하게 [아]에 붙
는다.

여 = [이]+[어]→[여]

10
분

교재, 
판서, 
거울, 
Praat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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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이]+[오]→[요]
유 = [이]+[우]→[유]
얘 = [이]+[애]→[얘]
예 = [이]+[에]→[예]

 
‘여, 요, 유, 얘, 예’도 같은 방법으로 발음
한다.

*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활음의 결합으로 이
루어지며, 단모음과 달리 발음할 때 입의 모
양이 바뀐다.(입 모양 예시 그림 제시)

입 모양 제시 그림 예

* Ⅲ장에서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습득 양
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예, 얘’ 음성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시킨다. 

10분 입
모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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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인 발화 /예/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예/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한국어인 발화 /얘/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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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학습자 발화 /얘/ 이중모음의 
음성 양상 스펙트로그램

* ‘얘’를 포함하는 낱말은 ‘얘기’, ‘얘’, ‘걔’, 
‘쟤’ 등 몇 개밖에 없는데, 모두 장모음으로 
발음된다.

연습

준비
연습 1.

준비 
연습 2.

다음은 [야, 여, 요, 유, 얘, 예] 발음을 위한 
준비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야 야 야   여 여 여
   요 요 요   유 유 유
   예 예 예

② 야 여 요 유 예   여 야 유 얘 요
   요 예 여 유 야   유 요 예 야 여
   예 유 야 여 요

다음은 소리가 비슷한 단어를 구별하는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굴 귤
② 벌 별
③ 거울 겨울
④ 후일 휴일
⑤ 모사 묘사
⑥대포 대표

15
분

프린트
,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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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연습 1.

단어
연습 2.

단어
연습 3.

다음은 [야]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야구    이야기    약     양말    모양
② 왜냐하면  그냥      성냥   수량
③ 달걀      샤워      샴푸
④ 향수      고향
⑤ 뺨

다음은 [여]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여보세요  보여요  하여튼  연습        
   영화      수영
② 다녀요    저녁    기다려  어려워      
   며칠     그러면
③ 겨우      구경    병원    모셔요      
   새벽      셔츠
④ 겨요      시켜요  편지    송편        
   현금      형
⑤ 베껴요    아껴요  뼈

다음은 [요]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요리  요일    요즘  필요  내용        
   신용카드
② 아뇨  음료수  무료  재료  치료  묘기
③ 교수  교실    교포  쇼핑  커피숍
④ 표    기차표  우표  효도  효자
⑤ 뾰족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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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연습 4.

단어
연습 5.  

  

다음은 [유]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유리   유행   우유    이유     육     
   교육
② 뉴스   메뉴  정류장  기류      서류
③ 규칙   세균  귤      슈퍼마켓  칼슘
④ 컴퓨터 튜브  휴가    휴게소    흉내

다음은 [얘, 예]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얘    얘기    예뻐요   예약   
   일기예보      옛날
② 경례  장례식  실례     차례
③ 걔   쟤

생성 이중모음 단어 게임:
학생들이 그룹을 나눠 개임 방식으로 단어
를 제시하여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기

- 단어 카드에 들어 있는 단어 정확하게 읽  
  고 보기

치약   여동생  귀여워   요금   사용해요
예절   얘기    유월     고향   예매해요
명동   여기    예       여자   편해요
여우   벼      겨우     요가   연주해요  
휴지   시계    고양이   이유   이야기
                                해요

10
분

단어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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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학습 내용 확인하기

- y계열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어를 받아
쓰기

• 도입 및 연습 단계 시 학생들에게 제시하
였던 단어 중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골라서 
교사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읽고 학생들이 
듣는 대로 쓰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기억
력과 표현력을 검토하도록 한다.

5분 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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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이전 차시 초급 
학습 목표 한국어 이중모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다.
수업 절차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

량
준비물/
자료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먼저, 학습자에게 단어를 들려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을 유도한다.

와요 웨이터 위치 워낙 외국 

5분 CD

제시 -w계열 이중모음을 제시하기
와, 워, 왜. 웨, 외, 위

-발음 원리 설명하기
와 = [우]+[아]→[와]

‘와’는 [우아]를 끊지 않고 연이어서 빨리 발
음한다. 이때 [우]는 짧고 약하게 [아]에 붙
는다.

워 = [우]+[어]→[워]
왜 = [우]+[애]→[왜]
웨 = [우]+[에]→[웨]
외 = [우]+[에]→[외]
위 = [우]+[이]→[위]

* ‘워, 왜, 웨, 외’도 같은 방법으로 발음한
다. 
* ‘위’는 ‘와, 워, 왜, 웨, 외’를 발음할 때의 
[우]보다 더 약하고 짧게 발음한다.
* ‘외,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
다.

10
분

교재, 
판서, 
거울

2. w-계, ɨ-계 이중모음의 교수·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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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웨, 외’는 모두 [웨]로 발음하기도 한
다.
* [위]는 [우이]와 다르다.

 입 모양 제시 그림 예

* Ⅲ장에서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 습득 양
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웨, 외, 왜’ 음성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차이점을 인식시킨다.

-ɨ계열 이중모음을 제시하기
의

-발음 원리 설명하기
의 = [으]+[이]→[의]

입술의 모양은 [으]로 유지하고, 혀의 위치
는 [으]에서 [이]로 빨리 옮긴다.

 입 모양 제시 그림 예

10
분

입모양 
사진 

Praat 
분석 
기계

입모양 
사진, 
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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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는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한
다.
단어의 첫 음절에서: [의] ⇒의사[의사]  
                         의자[의자]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 ⇒강의[강
이]
                              회의[훼이]
자음+‘ㅢ’: [이]: ⇒희망[히망]
                 무늬[무니]
조사 ‘의’:[에] ⇒친구의 친구[친구에 친구]

연습
준비 

연습 1.

단어
연습 1.

다음은 [와, 워, 왜, 웨, 외, 위, 의] 발음을 
위한 준비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와  와  와    워  워  워
   웨  웨  웨    위  위  위

② 와  워  웨  위    워  웨  위  와
   웨  위  워  와    위  와  웨  워

③ 으  이  으  이  의
   으  이  으  이  의

④ 으  의  으  의    이  의  이  의
   의  의  의  의

다음은 [와]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와요  와인   도와요  완두콩   와    

15
분

CD,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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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연습 2.

단어
연습 3.

단어
연습 4.

세종대왕
② 놔두면
③ 과자 교과서 사과  관심   광고    좌석
④ 촬영  쾅  화장실   만화  소화제  생활
⑤ 꽈배기 꽉   꽝

다음은 [워]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워낙   더워요  배워요  원서  병원  월
요일
② 나눠요 미뤄요  동물원  뭐    뭐든지
③ 권투   여권    태권도  둬요  줘요
④ 감춰요 멈춰서  춤춰요  훨훨
⑤ 바꿔요 쒀요    잡숴요

다음은 [왜, 웨, 외]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
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왜  웨이터  웬일  외국어  해외   왼쪽
② 뇌   참외
③ 인쇄 괴로워요
④ 최고 최선  퇴근  회색   기회 횡단보도
⑤ 꽤   꽥꽥    꾀꼬리  열쇠

다음은 [위]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위반   위층  더위  사위  윗사람  윗집
② 뉘
③ 귀   사귀는  뒤   쉬워요  쉰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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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연습 5.

④ 취미   취직  미취  튕겨요 휘었어요 휙
⑤ 뀌어요 뛰어서

다음은 [의]가 들어 있는 단어 연습이다. 잘 
듣고 따라해 보기

① 강의  개인주의  거의  동의  문의  
   회의
② 여의도 창의력  축의금  편의점
③ 씌우면  희망   희생    희소식  흰색
⑤ 무늬   너희    저희

생성 이중모음 단어 게임:
학생들이 그룹을 나눠 개임 방식으로 단어
를 제시하여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기

단어 카드에 들어 있는 단어 정확하게 읽고 
보기

완성   권리   원인   궤기   귀가하다
외과   취업   위망   귀중   발휘하다
의원   희곡   관념   최근   위원회
괜히   괸장히 워낙    의지  바뀌다

10
분

단어 
카드

마무리 학습 내용 확인하기

- w계열,  ɨ-계열 이중모음이 들어 있는 단
어를 받아쓰기

•도입 및 연습 단계 시 학생들에게 제시하였
던 단어 중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골라서 
교사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읽고 학생들이 
듣는 대로 쓰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기억
력과 표현력을 검토하도록 한다.

5분 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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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w wd we wE b B W W! R RD Ì Ï M tA ft T ´ T!  _x _#

ʌ ɑː æ æː ɪ iː ʊ uː ṛi ṛÍ li liː ɛ eː ai ɒ ɔː aʊ ŋ h

Voiceless Voiced Nasal Nasalised 
Voiced

Velar

l L . > X `.

kʌ kʰʌ gʌ gʰʌ ŋʌ ngʌ

Palatal

p P c CO [ `P

tʃʌ tʃʰʌ dʒʌ ɖʒʰʌ ɲʌ ndʒʌ

Alveolar
g G v V K `v

tʌ tʰʌ ɖʌ ɖʰʌ nʌ ndʌ

Dental

; : o O k `o

θʌ θʰʌ ðʌ ðʰʌ nʌ nðʌ
 Bilabilal

m M n N u U

pʌ pʰʌ bʌ bʰʌ mʌ mbʌ

Glides, Fricatives, etc
h r , j Y I i y < *

jʌ rʌ lʌ vʌ ʒʌ ʃʌ sʌ hʌ lʌ fʌ

〔부록-6〕 

스리랑카어의 음운체계(IPA)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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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nunciation Education of Korean 
Diphthong for Sri Lankan Learners

Athukoralalage Dona Yashodha Nirmani Athukorala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nunciation of 
the Korean diphthong by Sri Lankans and prepare a teaching 
plan to do it properly. In Sri Lanka, apart from the limited 
lecture time period, there are lesser opportunities available for 
practical training of the language and the study on pronunciation 
is not done properly as the studies on language are done mainly 
based on the grammar. Therefore, the pronunciation can be 
considered as an area that has not been properly done.

The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among Sri Lankan 
students has risen up and the number of students that take the 
language is getting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contents, methodologies that are 
suitable for the Sri Lankan’s behaviors. Therefore, describing the 
pronunciation errors made by Sri Lankan students, the way such 
errors happen, the reasons for them have been discussed in this 
study and the consequent educational cont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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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ies have been proposed. 
Whe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hough the study on 

pronunciation, grammar and functional education affect the 
foreign learners, especially their mother tongue can be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 that makes a huge impact on it. 
Though there is a system of diphthongs in Korean language, 
Sinhala language does have only two such diphthongs. As the 
pronunciations of the Korean diphthongs are different from the 
pronunciations of the Sinhala diphthongs, the reasons for the 
errors made by Sri Lankan students can be guessed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Sinhala diphthongs. Though the Korean language is very 
similar to the Sinhala language, its pronunciation has been 
difficult for the students due to the complexity of diphthong of 
the Korean language.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pronunciation of diphthong of the Korean language was studied 
based on the Sri Lankan students and that was compared in a 
language point of view and it was assumed that differences can 
be found out due to factors such as students’ mother tongue, 
and learning level and so on. For that, the sounds of diphthongs 
pronounced by the Sri Lankan students were analyzed and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a questionnaire. Also, the lecturers were 
interviewed to get their views. The MANOVA test of SPSS 
statistical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the real pronunciation 
status. For that, 30 Koreans and Sri Lankan students were used 
for the pronunciation of 12 diphthongs of the Korean language to 
identify the difficulty in pronunciation of diphthongs. Especially, 
though it was difficult to pronounce the diphthongs, many 
students were not aware of the reason for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error 

analysis, the educational methodology was planned to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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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iculties in the pronunciation of diphthongs faced by Sri 
Lankan students. The pronunciation errors of Sri Lankan 
students were studied and language study including pronunciation 
of /ㅢ/ which is not in Sri Lankan’s mother tongue, the vowels 
like /ㅒ, ㅚ, ㅢ/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relevant 
assignments were prepared. Also, an effective diphthong study 
method was proposed using the Praat program and audio and 
visual medium.

In this thesis, the current situation of diphthong pronunciation 
of Sri Lankan students was analyzed and the reasons for them 
were examined. Though this study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Kelaniya only, they represent all 
regions of the country. Finally, it can be decided that researches 
need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on the other fields of 
pronunciation in the Korean language that were not exposed yet. 

Keywords: Korean Diphthong,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Sri Lank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Sri Lankan 
Language(Sinhala Language), Error Analysis, Acoustic Phonetics 
Analysis, Vowel Phoneme System

Student number: 2016-2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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