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와 몽골어의 어음대조* 

권 오 선 

머 리 말 

한 • 몽 두민족은 역사적으로 연계가 밀접하였고 또 언어상에서도 공통성 

을 많이 엿볼수 있을만큼 밀접하였다. 하여 적잖은이들야 한국어도 몽골어 

처럼 얄타이어계통에 소속시키고있다. 한몽어의 어음대조는 두민족의 밀접 

한 연계를 얼층강화하고 한국어의 계통소속을 밝힘에 유조하다. 

본문은 사적으로 그 친족성을 밝히려는것은 아니고 현대 한몽어의 어음 

의 공통성과 구별점을 밝히고저 모음， 자음， 어음변화， 음절， 악센트에 걸쳐 

두어음 체계를 대조한다. 

1. 모음 

한국어모음은 21 개 (흩모음 10 개， 첩모음 11 개 )이고 몽골어모음은 37 

개(흩모음 26 개， 겹모음 11 개)이다. 

1. 1. 흩모음 

한국어흩모음은 10 개(양성 4 개 }, -1-, 괴， H ，음성 6개 -j, T , 껴， 

-1], -, 1)이고 몽골어흩모음은 26개인데 그중 짧은모음이 15 개 1이고 긴모 

음이 11개 이다. 짧은모음 15 개는 몽골고유모음 11 개(양성 7 개 a, I',:>, 

Cil, æ,æ , y，음성 4개 d , i, 0 , u)와 외래어전사모음 4 개(1， 1. y, ~)로 이루 

어졌고 긴모음 11 개는 업말에서만 있는것으로서 고유어 짧은 모음 11 개와 

‘ 본 논문의 표기법 및 띄어쓰기는 필자의 원고 대로임. 
1 몽골어 흩모음을 보는 견해가 여러가지이다. 즉 14개로 <(간명몽골어문볍〉 

싸인얼더니， 내몽골 인민출판사， 1986), 23 개 로((몽골어간지)， 도부， 민족출판사， 
1983 년)， 26 개로 ((몽한사전 (豪漢離典)}， 내몽골대학， 몽골어문연구설， 내몽골언 
민출판사， 1976，(현대몽골어문법)， 청걸타이， 내몽골인민출판사， 1984) 보는 등등. 
본문에서는 26개로 보았다.기본모음 8개(원래 기본모음 7개중 중성이였먼 i를 
음， 양성 [i， 1 ]로 갈라 봄)와 앞모음화음 3 개(‘ æ'， 'æ, y)에다 외래어 전사모음 4개 
(1, 1 , y, ~)를 합쳐 짧은모음 15 개， 긴모음 1 개， 도합 26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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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존재한다. 한국어 모음에는 긴모음체계가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주 

로 몽골어 짧은모음과 대비하게 된다. 이런 모음들은 혀위치와 입술모양 및 

발음방식상에서 대비할수 있다. 이제 혀의 높낮이를 위주로 하고 다른것들 

도 고려하면서 두모음 체계를 대비하여 보기로 한다.(도표 1.) 

1. 1. 1. 높은모음 

높은모음으로 한국어에 앞모음 1. 너， 가운데모음 , 뒤모음 T 등 4 

개， 몽골어에 혀끝모음 1, 1, 앞모음 i, y, 뒤로기운모음 U 등 5 개가 있다. 

그중 한국어 1 와 몽골어 i(음성)는 모두 앞， 평순， 음성음으로， 또 껴와 y는 

모두 앞， 원순， 음성음으로 각각 한쌍의 같은 음이며 T와 U는 모두 뒤， 원 

한몽어흩모음대조표 (도표 1) 

끝 양 가운데 뒤로기웅 뒤 

SnL λ냐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음성 양성 양성 l 

평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평순 원순 원순 평순 원순 

(1 ) 너 (y) U T 
5운은 !L 으n 

(1) [i] [y] [ t ] [u] 

반높은모음 
~l I 셔 Y Q 

[e] [Ø] 

-1 <l 0 .L 
춤간모음 

[<l] (~) [0] 

반낮은모음 
H æ æ 3 

[E] 

낮은모음 
F a 

[a] 

했 우도표 매칸 왼쪽것은 한국어모음， 오른쪽것은 몽골어모음， 괄호안의것은 몽 

골외래어 전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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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음성음으로서 비슷하면서도 T는 뒤에서， U는 뒤로 기울어서 (가운데 가까이) 

발음됨으로 해서 구벌이 되고 한국어가운데모음 -와 몽골어혀끝모음 1 , 1 는 각 
각 대방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1. 1. 2. 반높은모음 

반높은 모음으로 한국어에 앞모음 -ll , 괴 등 2개， 몽골어에 앞모음 1 (양성) Y, 

뒤모음 Q 등 3개가 있다. 그중 괴와 Y는 앞， 원순， 양성음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Y 

는 양성음으로서 발음시 후두긴장을 통반한다는 점에서 괴와 구별된다. 그리고 한국 

어의 -1], 몽골어의 1 (양성)， Q 는 상대방에 대응되는 음들이 없다. 

1. 1. 3. 중간모음 

중간모음으로 한국어에 가운데모음 f 뒤모음 -1- 등 2개， 몽골어에 가운데모음 

g, §, 뒤로기운모음 0 등 3개가 었다. 그중 f 와 9는 모두 가운데， 평운， 음성음으로 

완전히 대응되는 음이다. 그리고 -1-와 O는 모두 뒤쪽， 원순음으로 비슷하지만 4 는 

양성음이고 O는 음성음이며 또 뒤에서， 0는 가운데 가까이에서 발음되므로 구별된 

다. 아울러 몽골어 외래어 전샤모음 &이 조선어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1. 1. 4. 반낮운모음 
반낮은모음으로 조선어에 H 하나， 몽골어에 æ, æ,:l 등 셋이 있다. H 와 몽는 

모두 앞， 평순， 양성음으로 매우 비슷하지만 몽(양성)는 H 와 달리 발음이 후두긴장 
을 동반한다. 그리고 몽골어 :l (뒤， 원순， 양성 )는 한국어 중간모음 -1-(뒤， 원순， 양 

성)와 대응될수 있다. 몽골어 ∞ 는 조선어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1. 1. 5. 낮은모음 
낮은모음으로 한국어에 L 몽골어에 a 가 있는데 모두 낮은， 평순， 양성음으로 

서 서로 대응된다. 그러나 } 는 가운데 a 이고 몽골어 a는 뒤 a 이며 또 발음시 후 

두긴장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a 와 구별된다. 

1. 2. 겹모음 

한국어겹모음은 11 개로서 상승적겹모음 107~ (þ , ~， .lL, lT, 과， 꺼， 내， 체， 

H, 쾌) 와 평형적겹모음 1 개 (---1)로 이루어졌고 몽골어겹모음 11개인데 상승적 겹 

모음 4개 EaQ[Q:], JU(u:), IQ[Q:), Qa[Q<1:]) 와 하강적겹모음 7 개 ( ai[æ :], 

Ji[e:], :l 1 [，몽:]， 이↓ [01 :], QI [QI :], 비[UI:]， Qai[Qæ':] 로 이루어졌다. 

한몽겹모음에는 모두 상승적겹모음이 있고 그중 과 와 Q (발음시 후두긴장을 동 

반함)가 대응된다. 반면에 몽골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하강적겹모음이 있고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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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음 전사에 쓰임) 한국어에는 몽골어에 없는 평형적겹모음이 있다. 그리고 몽골 

어겹모음 11 개는 업말에서 대부분이 긴(흩)모음화되고 일부가 겹모옴으로 된다. (본 

절의 첫 단락에 표시된 경모음의 발음 부분을 참조하라) 한국어겹모음도 업말에서 

흩모음화 되지만 극히 개별적현상 (계급 [게급J)에 불과하고 또 몽골어 겹모음처럼 

긴(흩)모음화 되지 않는다. 

1. 3. 긴모음 
몽골어에는 업말에서 짧은모음(보통모음)에 대응되는 긴모음 11 개 (aa=a: ,II‘ 

:>:>, Q Q풍없 oo:e, ee, <:l<:l, Ü, ∞， uu 혔 몽골어에서 긴모음은 모음을 겹쳐쓰거나 모 
음뒤에서 두정 <:>을 쩍어표시한다. )가 있고 음운체겨}를 이루고 있다. 물론 한국어 

에도 긴소리가 단어식별에서 일정한 기능을 꿀고는 있지만 음운체계를 이루지는 못 

한다. 즉 긴모음이 따로 없다. 

1. 4. 모음조화 

한몽어 모음은 모두 음， 양성으로 나누이고 그사이에는 조화현상이 얼어나고 있 

다. 이는 한몽어모음의 공통적특성의 하냐이다. 그러면서도 중세까지도 정연한 체계 

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잔존현상에 불과한 현대 한국어모음 조화와 엄 

청한 체계를 줄곧 보유하고 있는 몽골어모음조화 샤이에는 조화의 성격， 내용， 정도 

등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다시 토론키로 하 

고 여기서는 이만줄인다.) 

한몽어음에 대해 상술한바를 모두어보면 

1) 한몽어는 모두 혀위치와 업술모양을 모음분류의 주되는 기준으로 삽으면 모음 

을 음， 양성음으로 냐누고 있다. 그런데 모음의 음， 양성분류상 한국어는 혀의 높낮 

이를 주되는 기준으로 하나 몽골어는 혀의 높낮이와 함께 혀의 전후위치를 보며 특 

히 후두의 긴장도를 강조하며， 주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3. 

2) 모음들중 한몽어에서 같은음으로는 i( 1 와 i (음성 )), <:l( ì 와 <:l), y(너 와 y)등 

셋이고 그외것들은 서로 비슷하거나 (괴， H" 과 와 Y, æ, Qa 는 각각 발음위치는 

같으나 발음방식이 다르고 T ,-L, t 와 U, :>, a는 각각 서로 대웅되면서도 발음위치 

와 발음방식이 좀씩다름) 완전히 다르다 (한국어의 -, 꺼 와 몽골어의 1 (양성)， 

Gl, 0 , æ, 1, 1, ~는 대방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 겹모음의 경우 과 와 Gla가 서 

로 대웅되는 외것들은 대방에 대응되는 음들이 없다. 

3) 몽골어모음은 글말과 업말의 구별， 긴모음과 짧은모음의 구별이 있으나 한국어 

에는 이런 구별이 없다. 

3 (모음조화법칙에 대하여) (청결타이 〈중국언어학보〉 제 1 기， 1982), (몽한사전〉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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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몽골어에는 자체의 고유모음이 있는 외 또 외래어전사모음이 있다. 그러나 한 

국어에는 고유모음뿐이다. 

2. 자음 

한국어자음은 19 개 (--', L , C , 2 , 口， 님， A ， 0 ,7':,::5':., 격， E , 고， 승， 11, 江，

llll, 샤， JY;) 이고 몽골어자음은 26 개 (n, Q, p‘, x, d, 1, m, s, \, g, t‘, t\‘,d3, 

J , r , W, D 등 기본자음 17와 f, k,' 4 , 뺑，입‘:{， d~ ~ 융 등 차용어 전사자음 9개) 

가 있다. 이런 자음들을 발음 방식과 위치상에서 대비해 볼수 있다. 이제 발음방식을 

위주로 하고 발음위치도 고려하면서 두자음처]계를 대비하기로 한다. (도표 2) 

2. 1. 파렬음 

파렬음으로 한국어에 량순음 8 , 표， llll 와 설단중음 C , E , 江， 셜근음 기， 격， 11 

등 9개가 있고 몽골어에 양순음 Q, p', 설단음 q, t，‘셜근음 g, k;‘ 등 6개가 있다. 

여기서 한국어의 거센소리 표， E , 격는 몽골어의 g ‘ t，‘ k에 대응된다. 몽골어의 ~， 

q, q는 파렬음 순한소리로서 한국어 님， C , --, 와 바슷하면서도 그 기류가 님， C , 

기 보다는 약화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한국에에는 llll, 江， 11 등 된소리가 

있지만 몽골어에는 이에 대응되는 자음이 없다. 

2.2. 파찰음 

파찰음으로 한국어에 셜단중음 7'., jξ ， χX 등 3개가 있고 몽골어에 셜면전음 d3, 이， 

셜단전음 dζ 잉‘，설단권설음(굵失卷폼音) dZ ，~등 8개가 있다. 

파찰음에는 한몽어에 대응되는 음이 없다. 한국어의 JY;는 된소랴로서 몽골어에 대 

응음이 없고 몽골어의 dZ ，t~는 한국어에 대응음이 없으며 또 한국어의 7':，::5':.와 몽골 

어의 %ts ‘는 다 설단음으로 비슷한면이 었으면서도 7':,::5':. 는 결구개설단음이고 렇 

$‘는 이몽설단음으로서 구별된다. 

2.3. 마찰음 
마찰음으로 한국어에 셜단중음 A , μ‘ 후두음 송 등 3개가 있고 몽골어에 업술소 

리 W, 순치음 f, 설단전음 s, 셜단권셜음 S , Z , 설엽음 \, 셜면음 J, 설근음 x 등 

8개가 있다. 

마찰음에도 한몽어에 대응되는 음이없다. 한국어 서는 된소리로서 몽골어에 대응 

음이 없고 몽골어의 순치음 L 권설음 S, Z , 입술소리(탁음) W, 셜면음(탁음) j도 

한국어에 대응음이 없으며 한국어 〈는 몽골어 s, S 와 비슷하면서도 구별된다 : 

〈는 경구개설단음이나 몽골어의 s는 이옴설단음이며 S는 셜엽치근음이다. 그리고 

흘f국어의 송(h)는 후두옴으로서 몽골어설근음 x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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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음 
비음으로 한국어에 양순음 口， 설단중음 L , 설근음 o 등 3개가 있는데 몽골어에 

도 이에 대응되는 음 m, n, n 등 3개가 있다. 

2.5. 튀김소리， 셜측음， 떨림소리 
튀김소리(섬음 : 閒音)로 한국어에 설단중음 2[ C J이 있고 몽골어에는 없다. 

설측음으로 몽골에에 1, 01- 가 있고 한국어에는 섬음의 변종으로서의 설측음 22 

[IJ이 있을뿐，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떨럼소리를 몽골어에 r 가 있고 한국어에는 없다. 

자음에 대해 상술한바를 모두어 보면 

1) 한용어자음들중 발음 방식과 위치상에서 대응되는 음으로 9쌍(한국어의 8 , 

고， C , E , -', 격， 디， L , 。과 몽골어의 q, p' ,q, t‘,j, k;‘ m, n, u)이 있으며 이것들 

은 모두 파렬음(6쌍)과 비음(3쌍)계열에 속한다. 그외 음들은 대방에 대응음이 없다. 

발음방식 한국어의 된소리(1l1l， 江， μ、， 자)， 섬음(2)이 몽골어에 없고 몽골어의 마찰 

탁음(w， χ , j), 설측음(I， 01-), 떨럼소리 r 가 한국어에 없으며 발음위치상， 한 
국어의 경구개설단음(χ ，})}\， *, 人， 셔， 근)， 후두음(캉(h))이 몽골어에 없고 몽골어 

의 순치음 (f), 이옴셜단음(없 t낭， s), 치근뒤설단음 ( 01-, r), 셜근음 (x), 앞경구개 
설단음 (권설음) (dl' ts , Z ), 설면음 (j)이 한국어에 없다. 이렇게 한몽어자음 

45개중에서 서로 대응되는 음이 18개이고 비대응음이 27개이며 이 27개중 한국어가 

10개， 몽골어가 177fl(그중9개가 외래어전사자음임) 로서 한몽어자음의 차이가 비교 

적 크며 몽골어자음야 한국어자음보다 더 다양하다고 할수 있다. 

2) 몽골어에는 기본자음 (고유자음)17개가 있는외에 또 외래어전사자음 9개가 

따로 있다. (주로 한어차용에 쓰이고있다.) 한국어에는 고유음표기의 자음 19개뿐이 

며 차용어전사자음이 따로 없는 반면에 (몽골어에는 없는) 한국어고유음으로 된 한 

자독음법이 있다. 

3) 몽골어자음들중 받침자로 되는 9개는 경자음(q， <1, r , s, (!)과 연자음 (n, m, 

1, n)으로 나누이고 얼부 접사는 경， 연자음아래에 분별하여 (야냐로 시작된 접사는 
경자음받침아래， %4로 시작되는 접사는 연자음받침아래에) 쓰인다. 한국어에는 경， 

연자음의 구별이 없을뿐아니라 어근과 접사사이의 이런 자음조화현상도 없다. 

4) 몽골어의 일부 자음은 모음조화법칙과 어울리는 다시 말하면 모음과 자음사 
이의 조화현상 (이를테면 g, x는 두가지 자형이 있어 음， 양성적단어에 분별하여 쓰 

인다) 이 았으나 한국어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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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몽어자음대조표 (도표 2) 

발 순 양 수치f‘。-r 셜으엽'0 셜면。 λ~ 

자 1 。T 성달음 
二ê-

jnL 으'0 

위 
후 

발 g 치 상 상 치 치 경 치 여‘-
근 구 二ê- 구 .!f-

% 수‘- 치 % 근 뒤 뒤 

1IJ- 하 하 셜 설 셜 셜 셜음 셜 셜면 설 
요'0 

식 
、/

-중닝「 수~ 수~ 단 단 단 단 단 엽 근 

파 순한소리 
l::l b c d --, j 

[p] [t] [k] 

된소리 
뻐 tr. 끼 

열 [p'J [t1 [κ] 

거센소리 
끄 P E t 격 (k') 

으!á- [p'] [t 'J [}{] 

파 순한소리 (dzJ Ã (d)) 
〔업〕 

찰 lY\ 
된소리 [버 g 

^ (t날 ) 
거센소리 (ts ) [ts‘] 

마 
순한소리 (f) s 뎌1 (s) XI [힘 

찰 된소리 [ λ녕K] 

T。T
탁 ;; w (z) 

口 m Ln 
[ on] I 비 ;; [mJ [nJ 

설측음 11(.\,) 

An} τ 。r
E 

[rJ 

떨렴소리 r 

양% 헛표 매칸 오른쪽것은 한국어자음， 왼족것은 몽골어자음， 괄호친것은 몽골 외래어전사 
자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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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몽골어자음은 (모음역시) 어두， 어중， 어말에서 자형이 달라진다. 그 

러나 한국어에는 이런 자형의 위치적변화가 없다. 

3. 어읍변화 
한국어와 몽골어의 어음변화는 매우 다양하다. 어음변화에는 동화， 첨가， 

탈락등 공통적인것들이 있는반면에 한국어의 폐쇄음화， 절음， 몽골어의 글말 

의 구두어독법5등과 같이 판이한것들도 있다. 

3. 1. 공통적인것 

3. 1. 1. 동화 

동화란 어음적단어안에서 한음이 앞뒤음의 영향을 받아 닮는 현상을 말 

하는데 한몽어에는 자음이나 모음에 다 였으며 또 형태부 사이에서 얼어난 

다. 

1) 자음동화 

한국에는 업말에 었다. 

달나라 〔달라라〕 

먹는다 〔맹는다〕 

몽골어는 글말과 업말에 다 었다. 

Qlan + xi - Qlaux (글말에서) (혀끝비음 n이 설근음 x의 영향으 
로 설근비음 n 로 되였다.) 
QUSiXO [Qnsix] (업말에서) (설근음 n이 뒤에 온 설단음 q, r , ~， 

S의 영향하에 설단비음 n로 된다) 여기서 보다싶이 @자음동화가 한 

국어에는 업말에만 있지만 몽골어에는 글말에도 있다.@한국어의 경 

우에는 소음자음이 향음자음의 영향하에 소음자음계어의 향음자음으 

로 동화되거나 」와 E사이에서 동화되지만 몽골어의 경우는 향음자 

음이 소음자음의 영향하에 소음자음계열의 향음자음으로 동화된다. 

(물론 한국어에도 이런 동화 (안기다 〔앙기다))가 있지만 비표준적 

인것으로 인정된다. 

2) 모음조화 

한몽어의 모음조화에서 전형적인것으로 앞모음화(앞에있는 모음이 그뒤 

에 오는 모음 i 의 영향하에 앞모음화됨 )를 들수있다. 

한국어에서는 입말에서 앞에 온 모음 }, ...L, T가 뒤에 옹 l 의 영향을 

5 <몽한사전} (1976)의 부록 〈몽골어간요문법}， <몽골어가지(簡誌)) (1983)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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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앞모음 H, -11, 괴，-rj로 된다. 

잡히다 〔재피다〕 

저리다 〔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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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어에서는 입말에서 앞에 있는 a , <'l,:>, Gl 가 뒤에 온 i의 영향하에 앞 

모음 ae, ∞， Y, æ: , 00: , e: 로 된다 
xango [xæro:J 

XGl blSXal [xoobsx:>l) (혁 명 ) 

한몽어앞모음화를 대조표로 보면 도표 3과 같다. 

한몽어 앞모음화대 조표(도표 3) 

어별 
업말의 글말의 례 
앞모음화 대응형식 입말-글말 

E a+l 애비-아비 

한 
e <'l +1 에미-어미 

￠ 0+1 괴기-고기 

국 
y U+l 쥐기다-죽이다 
ε aI 새-사。1 

어 
e <'l1 게-거이 
￠ 01 외-오。1 

y ul 쉬-수이 

몽 
æ a+ 1 æm-amI (생명) 
00 :>+ 1 moor-m:>rI (馬)

二E쿄프 
Y Gl + 1 Glrlx~Yrax- GlrIXGl(요청) 
æ: aJl sæ : xan-salxan(곱다) 

어 
α3: <'l]1 ~:>I n:>xoo: -h:>x.삶(개) 
e. .<lJl~ <'l1 뼈’g맑e:-x<'lr<lg떠，i(반드시) 

설 며。 

두음모이음 끼사움이에 자 

“ ......... 

두모음이 직접 
어울리고 
음절수가줌 

두모음끼사우이고에 자 
음이 

음절수가‘줌 .... 

겹모음이 긴흩모 
음으로됨 

상술한바와같이 한몽어의 앞모음화는 모두 업말현상이며 그중 한국어의 

H, 셔는 각각 몽골어의 æ ,Y 와 매우 비슷하다. 반면에 아래와 같은 구별점 
도 있다. φ두모음이 자음을 사이에 두었거나 또는 직접 결합되는 경우가 

한몽어에 다 있는데 자음을 사이에 둔 경우 음절수가 한국어에서는 그대로 

나 몽골어에서는 줄어들며 직접 어울릴 경우 한국어에서는 줄어드나 (앞것 

이 비성절음화되면서) 몽골어에서는 줄지 않는다 (즉 겹모음이 긴흩모음화 

된다). @ 앞모음화를 한국어에서는 글말로 표시할수 있으나 몽골어에서는 

글말로표시할수없다. 

3. 1.2. 첨가 

어음들이 서로 이어질 때 원래 없먼 음이 보태지는 현상이 한몽어에 다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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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음첨가 

한국어에서는 주로 합성어근사이에 L , 근가 첨가 된다. 

밤얼 〔밤닐〕 

물약 〔물략〕 

몽골어에서는 @ 체언어간이 변격하거나 수식성분으로 되며 명물주체(名 

物主體)로 쓰일때 어간끝에 n가 첨가 된다. 

XQdQ • XQdQl}to 성시+에 →성시에)(변격) 

@ 자음 p이나 긴모음으로 끝난 단어 바로 뒤에 긴모음으로 시작되는 접사 

가 올 때 단어뒤에 당가 첨가된다. 

밟 :siU • 벚 : siU,r: uoeroe (집 • 지붕) 

2) 모음첨가 

한 • 몽어에 모음청가현상이 다 있는데 그 전형적인것으로 결합모음(일부 

음절들의 결합상 자음중복기피(룹避)의 수요로부터 첨가하는 모음)을 들수 

있다. 이런 모음을 한국어에서는 결합모음， 몽골어에서는 련접모음， 매개모 

음(媒介母音)이라 한다. 

한국어의 결합모음으로는 -가 있다. 결합모음 -는 용언형태부사이에 오 

는데 받침소리(2.제외)를 가진 형태부(어간， 토)가 첫소리 L , 근， 디를 가 

진 형태 또는 토 〈시X를 만날 때 온다. 

받(다) + 니(리， 며， 시) • 받으니 (리， 며， 시) 

갈(다) + 니(리， 며， 시) • 가니 (가으니 X) 

갈며 (갈으니 X) 

가시 (가으시 X) 

몽골어매질모음으로는 3가 었다. :>는 자음 C!, 1, n, b, r, s로 끝난 동사어 

간에 자음 y, r, n, m, 1, ;또는 음절 Sl로 시작된 접사를 만날때 온다. 

sαr + naOa,") • sQ'r(:;ma(sQ，rQila，'"공식 • 공백) 

한몽어결합모음을 도표로 대조해보면 도표 4와 같다. (도표 4를 참조하 

라) 

여기서 보다싶이 한몽어의 결합모음은 어음조건상에서 모두 @용언어간 

말음과 접사사이에 오며 @그중 용언어간끝소리 n(L) , c!(C) , \;1(님)와 접 

사 (n( L), I( 2.), m(디)로 시작되는 접사)， 음절 si(시)사이에 오는 등 공통 

적인것의 반면에 @ 용언어간끝소리에서 조선어의 " 디， 。과 몽골어의 1, 

r, s는 그 대방에 대응되는 음이 없으며 접사가운데서 몽골어에 있는 r , i , j 

는 조선어에 대응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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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몽어 결 합모음대 조표 (도표 4) 

어별첨가모음 
어 ~ -τ‘- 건 

용언어간끝소리 첩사，토 

- 1- C 1::1 -，口。

한국어 (결합모음) 
」근口시 

3 

몽골어 (매개모음) 
n d b 1 r S nlmsir~ 

※몽골어의 매개모음 3는 그것이 첨가되는 단어에 따라 Q.o, u 가운 

데 어느 하나로 교체될수도 었다. 

3. 1. 3. 탈락 

어음들이 연속하여 발음될 때 본래었먼 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한 

몽어에 다 있으며 몽골어업말에서 더욱 뚜렷하다. 

1) 자음탈락 

한국어고유합성어웃어근의 받침 E는 아래 형태부첫소리 1-， C ， A，^를 

만날때 탈락된다. 

솔+나무-소나무 

몽골어정사(靜詞 : 체언과 형용사의 통칭)어간끝소리 n는 일부 접사 (동 

사조성의 접사， 복수의 접사 등)를 만날 때 탈락된다. 

sa!n + d3I'ra - sald3lra(좋다 - 개선하다) 

2) 모음탈락 

모음탈락현상도 조몽어에 다 있는데 특히 몽골업말에서 뚜렷하다. 

한국어에서는 용언어간말음 -, }, -1가 뒤에 오는 }, -1로 시작되는 토 

를만나면 탈락된다. 

크어-커 

가아-가 

몽골어에서는 업말에서 자음결합법칙에 의해 어말이나 어중의 짧은모음 

들이 탈락 (어말에서 어중으로 들이 탈락)된다4. 

naraSQ (n없-as→ nars) 

한몽어음변화중 비슷한것들로 이화， 련음 등을 더 들수 있다. 

3.2. 판이한것 

한국어의 페쇄음화， 절음， 거센소리화， 된소리화 같은것들이 몽골어에 없] 

4 (몽한사전)(1976)의 부록 〈몽골어간용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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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몽골글말의 구두어독법(긴모음화， 자음결합법칙， 짧은모음들의 연변 : 演

變)이 한국어에 없다. 특히 한국어의 페쇄음화， 몽골어의 (모음의 약화와 탈 

락으로 인한) 겹자음화 같은것들은 두어음에 각각 고유한 특수현상들이다. 

4. 음절 

한몽어음절은 구성상 비슷하며 특히 받침소리가 다양하고 비슷하다. 반면 

에 한음절안에서 자음련속을 한국어에서는 기피(룹避)하지만 몽골어에서는 

허용하는 등 구별점도 있다. 

4. 1. 비슷한점 

1)음절의 구성상 한몽어에서 모두 모음은 성절의 필수적요소이며 자음은 

성절의 수의적요소이다. 그래서 한몽어음음절은 모두 @모음，@모음 + 자 
음，@자음 + 모음，@자음 + 모음 + 자음 등 4가지 형식을 취하게 된다. 

2) 음절끝에 오는 자음을 한국어에서는 받침， 몽골어에서는 받침 또는 반 

음 (半音 : 받침발음이 외파와 페쇄가 동반된다는뭇) 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양하고 매우 벼슷하여 그 받침소리로 한국어에 7개， 몽골어에 11개나 되 

며 그가운데 7개가 서로 대응된다. (도표 5 참조하라) 

한 몽 어 받 침 대 조 표 (도 표 5) 

받침소리 k(~) n t(d) m P (b) 9 r s l U 

한국어 「 L [二 근 디 님 。

몽골어 3 n d m b n r s U 

1---•• 

이런 연고로 하여 한몽어에 페음절이 많고 또 페음절음들이 매우 비슷하다. 

4.2. 부동한점 

1) 한국어에서는 한음절안에서 자음련속을 기피하지만 몽골어에서는 허 

용 (즉 《모음 + 자음 + 자음X을 허용)한다. 몽골어글말에서는 (rs) (þ 

ars-- 범， arslan- 사자)와 같은 극히 개별적인 겹자음에 국한되지만 업말 

에서는 이런 겹자음이 48개나 된다F 

5 <몽한사전) (1976)의 부록 〈몽골어간요문법}， <몽골어간지(簡誌)} (1983)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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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에서는 받침자와 받침소리가 같지 않아 받침자는 27개이나 받 

침소리는 7개뿐이다. 몽골어글말에서는 받침자와 받침소리가 얼치하여 각각 

11개씩 (그중 9개가 반자음， 2개가 반모음)이다. 그런데 몽골입말에서는 모 

든 자음과 겹자음 (487H)이다 받침소리 (외파음)로 된다. 

3) 몽골어음절은 업말에서 첫음절이 똑 하고 두번째부터 (긴모음제외)흐려지 

며 특히 어말의 짧은모음이 탈락， 전이 (前移)되면서 겹자음이나 페음절이 많아 

진다. (alta[a않J， (;)rma[(;)r없pJ)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5. 악센트 

한국어의 악센트는 대체로 자유로운 것으로서 긴소리， 높은소리， 센소리로 

표현되는데 긴소리는 보통 첫음절에 오고 높은소리는 자유로우며 센소리는 

자립적 단어의 첫음절에 온다. 

몽골어단어악샌트는 고정된것으로서 주로 소리세기로 표현되는바 첫음절 

에온다. 만약 악센트가 긴모음이나 겹모음에 올 경우는 센소리로 읽지 않고 

보통 어조로 읽으며 소리높이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 

ABSTRACT 

A Phonetic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Mongol 

Oh-Sun Kwon 

In this paper 1 will compare the phonetic systems of modern Kore

an and Mongol. There are 21 vowels in Korean and 37 in Mongol, 
among which 3 pairs are alike, while the rest different. Mongol has its 

written and spoken language, its long and short vowels. Korean, how

ever, has no such differences. There are 19 consonants in Korean and 

26 in Mongol, among which 9 pairs are alike and all are plosive and 

nasal sounds, whereas the rest different. 80th Korean and Mongol 

have some phonemes of their own and both have various sound chang 

es. Here 1 will also compare the difference of syllables and stresses be

tween the two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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