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듣기/말하기 교육의 문제점 

。
τ
 

만 근 

1. 실마리 : 발을교육의 성격과 비중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1， 000단어 미만을 가지고도 불펀없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실린 전체 어휘를 10만 단어라고 보아도 1% 
미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간단한 말을 주 

고 밭을 때 문법책에 적힌 모든 사항을 다 동원해서 운장을 꾸미는 것이 아 

니라 그 절반만 가지고도 웬만한 생각을 다 말할 수 있다면 운법 50%츰만 

가지고도 큰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냐 발읍면에서 보면 음소는 책 한 

페이지는 커녕 서너 출에 다 적을 수 있는， 고작 수십개에 불과한 것이 보 

통이지만 (가령 서울말에 30개， 영어 RP에 44개) 그 수가 적은 대신 그것 

을 100% 구분하지 못하연 불과 10분동안 쉬 운 말을 주고 받기 도 불펀한 것 
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회화교육에서 갱확한 발음지도의 중요성이야말로 。1-우 

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음학습은 비유컨대 바느질 

을 하기 위해서 바늘에 실을 꿰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A로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고 회화교육에서 이 단계는 아무리 딴 것이 급해도， 

대강 얼버우리거냐 건너펄 수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 의 

춧점을 발음 문제에 두기로 하겠읍니다. 

2. 영어 음운체계의 복잡성과 읍소결합에 따르는 문제 

세상에 장 알려진 주요 언어 중에서 영어는 그 음운체계가 무척 복잡한 

펀이라고 하겠융니다. 자음의 수도 적지 않은 데다가 특히 모음체계가 복잡 

해서 웬만한 딴 나라말을 가지고 음소대응식으로 영어발음을 공부하다가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국어에 흔한 자 

음접변현상을 영어에까지 적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거냐 그렇지 않￡연 훨요 

없는 군소리를 집어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발음을 일본 말， 에스떼-니 

아 말 또는 이태리 말 청도로 너무 대수홉지 않게 여기고， 비조직적으로 달 

려 들면 영영 제대로 옷 배 울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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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 어， 국어 두 언어의 음소를 대초해 보이 띤 다음과 같습니 다. 

영한읍소대조 

<영 어 > <국 어 > 

el p b h i( J ) b p ph ( l:l "dlJ표) 

au d w e( 꺼) d t th ( 드 u:. E ) 

e al k g E( H) g k kh (기 끼 큐 ) 

æ a u d3 a ()-) d~ t~ t~h( ^ 7T.. x ) 

o :1I m n D o ( -]1 ) m n o (口 L 0) 

o I~ 。(..L ) (2 ) 

3 Ea v u ( T) Sh s ( 人 M) 

U ua 8 δ 따(- ) h w j ( 승 (T) (1) ) 

U s z y ( -] 2) 

A r : (길이 융펴素) 

3 3 
a h w 

두 언어 음소 수효 비교 

갚갚족겐 영 어 (RP) 국 어(표준말) 

오 

게 든 
20 9 

자 24 21 

합 44 30 

이런 쟁연에서 두 언어간의 음소 대응식으로는 정확한 말음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3. 영어발음과 철자의 괴리성 

한글의 각 글자는 비교적 일정한 음가를 가지고 있음니다. 자음첩띤 같은 

음가의 변동은 징연한 규칙 의 지배 를 받는 것이니까 읽는데 불분명할 것이 

없으며， 모음 글자는 “의’같은 특례를 제외하면 거의 일정한 음가를 가칩니 

다(모음의 걸이와 사이 펀소리의 경우는 논외) . 그러나 영어의 경우 한 모 

음글자의 음가가 몇 이나 되는지， 또는 하나의 음가가 얼마나 여러가지 절차 

로 적히는지 잠깐 살펴 보기로 하지요. 



a 

1. father a 

2. name el 

3. cat æ 

4. many e 

5. spare ê;) 

6. want 0 

7. all :> 

8. image 

9. opera ;) 

10. total 

ou 

1. soul ;)U 

2. four :> 

3. Gloucester 0 

4. south au 

5. young ^ 
6. could(n’ t) u 

7. grol‘p u 

8. Journey 3 

9. famous ;) 

10. tour u;) 

영어 듣기/말하기 교육의 문제정 

o U 

home ;)U use/ruse 

box Q put 

cord 3 cμt 

sp!π1ge A nurse 

attorney 3 focus 

bosom U busy 

move u cure/s“re 

method a bury 

women langμage 

buuon guard 

/3/ 
1. opera 2. ma’ am* 

3. mountain 4. Alistair 

5. leopard 6. moment 

7. concert 8. were* 

9. amateur 10. horrible 

11. parliament 12. Sir* 

13. Berkshire 14. method 

15. cupboard 16. does* 

17. tortoise 18. Belvoir 

19. effort 20. famo“s 

21. borough 22. Melbourne 

23. focus 24. flepburn 

25. pleasure 26. by* 

(cf. felloψ， window .. 의 ;)) 

(*weak forms) 

4. 발음으I IPA표기 /한글표기 

135 

(j) u 

U 

A 

s 

g 

(j) u;)/:> 

e 

w 

영어 첫걸음을 위한 현행 중학교 1 ， 2학년 교과서에 IPA 발옴표기가 없고， 

때 맞추어 자습서 및 중학생 용 영 한 사전에 대 개 「한글 발음표기 」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으로 영어발음 교육을 크게 그르칠 위험이 있읍니다. 영어발음 
에 자신만만한 교사가 아주 드문 현실에서 교사플 위해서라도 교과서에 IPA 

말음표기 부활이 시 급합니다. 

5. 영어의 강세 (stress) ， 쭉정모음 (schwa) ， 리듬에 대한 인식문제 

영 어 는 이 른바 강세 박차 언어 (stress-timed language)로서 말씨의 리 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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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철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 강세가 시간상 일정한 간격 a 

로 냐타나셔 리듬율 이루는 것입니다. 이 리듬을 제대로 맞추는데 따르는 

발음상 어려움을 벌어주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죽정모음’ (schwa) a인 

것입니 다. 약하고 빠르게 별로 힘 안 쉴-이고 낼 수 있는 이 소리가 영어 모 

음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도 다 리듬을 원활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자연적 기제일 것입니다. 음성 영어에서 모음의 1/4이상(27%)을 a가 차 

지하고 ·그 냐머지 3/4미만을 딴 모음 19개가 나누어 가지는 비율업니다. 이 

미 위에서 보았듯이 30에 가까운 여러 가지 다른 철자에서 똑같은 소리 a가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을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듣기와 말하기 양쪽에 모두 큰 문제가 

생겁니다 . 각 음소의 정확한 발음은 물론 이 리듬을 알고 기대하고 들어야 

영어가 귀에 잘 들어 오며， 청자식 발음을 하지 말고 쭉청모음 g는 모두 그 

것으로 바르게 발음해야 영어다운 말써가 휩니다. 단어의 강세위치 학습도 

이 리듬과 관련을 짓지 않으면 큰 의의가 없융니다. 

이 리 듬 연습용 자료로는 E.L. Tibbitts : English Stress Patterns (Heffer 

1967) 같은 책 이 참고됨 직 합니 다. 

<보 기> 

English Stress Patterns 

The ,packages are \ rather vheavy 

He I found it in the I kitchen \ cupboard. 

I、talian was his ,native / language. 

The ,water was com , pletelγ \ stagnant! 

He I seems to have mis Ilaid the \ ticket. 

We’d \ really have pre , ferred the /coun

try. 

The I heat can be in \ tense m / summer. 

We I urged him to be ,rather \ carefu l. 

She \ ordered them from I shops in 

\ London 

The \ tempeature’ s been ,very /steady. 

\ Nine I Syllables 

• •••••• •• 63 ,pækld31z ;,\ ra.6;, vhev l. 

hi ,fãond lt m 63 ,klt\m \ kAb3d. 

I\ tælj3n W3Z hlZ ,neltlv / læogwld3. 

63 ,W:>'t3 W3Z k3m , pli'th \stægn3nt! 

hi ,si:mz to 3V mlS , leld 63 \tlklt. 

wi d \ ri3h h3V pn , f3:d 63 \ kAntn. 

63 ,hi.t bn bl m\ tens m/ sAm;,. 

、Ni ,3'd3d hlm t3 bl ,ra '63 \ kê3f l. 

\i \ :J 'd3d 6m frm I \ops m \ lAnd3n 

δa \ tempr3t\3 z m I ven / sted l. 

(pp.116싱117) 

6. 미국 발음과 RP/BBC 영어의 국제성 문제 

동냥 아시아， 아프리카， 유힘 동의 여려 나라 학교 교육에서 영어발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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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영 국식을 택하는 듯하며 ， 아메리카 이외의 지 역에서 주로 미국식 발음 

을 모법상는 곳은 필리펀， 한국 등 극소수 국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 규모 국제회의냐 올립픽 행사 같은 데서는 단연 영국식 영어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미국과 특수 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식 영어와 

함께 영국식 영어도 충분히 익 혀 두는 것이 국제성과 당장 닥칠 올립 픽 행사 

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영어사적으로 보면， 미국 영어는 발읍상 18세기 흔적을 많이 지니고 있는 

구식 영어이며， 영국 RP가 현대적 이고， 런던 Cockney는 초현대적 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참 고〕 

Archaic Features iπ American English. A quality often attributed to 

American English is archaism, the preservation of old features of the lan

guage which have gone out of use in the standard speech of England. 

Our pronunciation as compared with that of London is somewhat old-fash

ioned. It has qualities that were characteristic of English speech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e preservation of the r in General 

American and a flat a in fa st, path, etc. were abondoned in southern 

England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many litt!e ways standard 

American English is reminiscent of an 이der period of the language. We 

Americans pronounce either and neither with the vowel of teeth or beηeath， 

while in England these words have changed their pronunciation since the 

American colonies were established and, are now pronounced with an initial 

diphthong [al]. Our use of gotteπ in place of got as the past participle of 

get always impresses the Englishman of today as an old-fashioned feature 

not to be expected in the speech of a people that prides itself on being 

up-to-date. It was the usual form in England two centuries ago. We have 

kept a number of old words or old uses of words no longer usual in Eng

land. (AC Baugh. T Cable: A HISTORY OF THE ENGLISH LAN

GUAGE p. 351) 

7. 휘 갑 : 현 황 진 단과 대책 

대 학생의 영 어모음 식별력 이 어 느 정도인지， 다음과 같은 시 험문제로 조 

사한 결과를 보기로 합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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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one i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the pronunciation 

of the underlined part. 

(1) 1. comRlete 2. machine 3. continue 4. ~qual 

( 2) 1. b끈siness 2. 휠nglish 3. political 4. poIiceman 

(3) 1. pgople 2. wgmen 3. maga전ne 4. seize 

(4) 1. Sp~n ish 2. ~nything 3. Thames '1. ζnemy 

(5) 1. sn길ck 2. nfltional 3. m~1ll Y 4. natural 

(6) 1. humfln ity 2. ggs 3. ßdmiration 4. rgdio 

(7) 1. mgvie 2. lose 3. g~d 1. sp쁘n 

(8) 1. co~ldn’ t 2. hood 3. bosom 4. gr~p 

(9) 1. WQQI 2. food 3. slood 1. wooden 

( 10) 1. hgncy 2. modern 3. persQnify -1. c.Qllar 

( 11 ) 1. m.Qnkey 2. colour 3. dg.nkey 4. donc 

(I 2) 1. ggvern 2 ‘ dozen 3. c.Qmpass 4. cgmpara bi ~ 

(1 3) 1. stgmach 2. b.Qdy :~. g ll1ve 1. lQn 

(14) 1. bec~sc 2. monarch 3. wanl 11. court 

(15) 1. shQ!.l!dcr 2. 1awn 3. p~m 4. wQn’ t 

(16) 1. dQn’ t 2. roìl 3. broad 1. d~ghnul 

(17) 1. mQtor 2. law 3. home .1 . road 

(18) 1. kn찍 2. brooch 3. 으nly 4. course 

(19) 1. shρrt 2. board 3. a ttgrney 1. chalk 

(20) 1. fam쁘S 2. prQccdurc :l. pgS\ tlon 11. tablcclQth 

〔조사결과〕 

연도 | 대 상|호완수|정 - 주 I "1 ' 二-
1976 I 6 대 학 

1981 I 성균관대 
1983 I 성균관대 

345 29 /100 응용언어 학 8권 2호 

675 29 /100 j Academia 6 
3. 667 26 / 100 성 대 신 문 882 

100정 만점에 고작 29점 이하 밖에 안되는 모음 식별팩을 가지고 영 어 를 

듣고 말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민이 다 영어회화를 잘 할 필요는 없읍니 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영 

어 회화가 꼭 펼요한 사람에게는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인 지도을 적극적으 

로 해야 할 것임 니 다. 그러자면 

첫째， 말하기보다는 우선 잘 듣기 위해 정확한 발-음을 만드시 익혀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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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둘째 ， 영어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음성학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째， 중학교 교과서에서 IPA발음표기를 부활하고 미국 말음 뿐만 아니 

라 영국의 정통영 어 표준말음을 아울러 익혀둘 필요가 있읍니다. 

ABSTRACT 

Problems in the Teaching of English Pronunciation to Koreans 

Mahn-Gunn You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onunciation in the TEFL to Koreans, 
the speaker contrasts the inventories of the phonemes of the two languages 

and points out the Korean learner’ s problems.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discrepancy between Engl ish pronunciation and the spelling makes the 

problems worse, and the re-adoption of the IP A symbols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 is strongly suggested. 

English speech rhythm and the nature of schwa (d) are discussed. It is 

suggested that besides American pronunciation, RP or BBC pronunciation 

is well worth learning especially for a large international gathering like 

the Olympic Games. 

The speech is concluded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correct pronun

ciation more for hearing than for speaking at early stages, and phonetic 

training fo r the teachers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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