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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론적 비판

Ⅵ. 결론

Ⅰ. ��������

국어를 모어로 하는 중․고등학교 학습자에게도 국어 음운 교육이 필
요한 것일까? 모어 화자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와 같이 
국어 음운을 잘 발음하지 못하거나 잘 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
기는 경험을 하는 일은 드물다. 모어 화자에게 국어 음운에 대한 지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국어 음운의 발음과 이해에 대한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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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자동화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화

자가 발화 원리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 음운에 관한 명제적 지식은 음가(音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음성 언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어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하여 
문자 언어 생활의 자신감을 높여주며, 언어 문화의 측면에서 우리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모국어에 애정을 갖게 하고 한글 창제 원리의 기반이 되는 
말소리 지식을 제공하여 한글의 과학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 음운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 내용의 위계화나 교재 구성 방식, 

교육 방법의 효율성 문제 등 문법 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논외로 하더라
도, 음운 교육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 내용 자체의 서술
이 음운론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다의적이거나 부적합한 용어나 예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아 음운론적 개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았
던 것이다. 음운 단원이 명제적 지식을 주로 다루는 단원이며, 이러한 지
식을 대부분 교과서에 의존하여 배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이
다. 아무리 위계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교육 방법이 효율적이어도, 음운 
교육 내용 자체가 사실에 맞게 개념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계
화와 교육 방법은 빛을 잃게 되며, 교사와 학생들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1) 

1)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조차도 우리말 말소리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음운체계 틀과 실제 발음 위치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음’과 ‘모음’의 차이가 무엇
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학습자도 많았다. 대학 학습자들조차도 자음과 모
음이 왜 나누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ㄱ,ㄴ,ㄷ,ㄹ,..: ㅏ,ㅓ,ㅗ,ㅜ...’로 답하는 경
향이 있다. 이는 ‘자음’과 ‘모음’의 차이를 ‘원리에 입각한 개념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목록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문제로 파악된다.

(김남미, 201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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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중학교 국어 검정 교
과서(총 16종)의 음운 체계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그동안 제기된 음운론
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는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2)

Ⅱ. ] �̂��

교과서의 음운 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다룬 선행 연구로는 이문규(2003), 

신지영(2006), 신호철(2008), 이진호(2009), 이영지(2010), 김성규․김소영

(2013) 등이 있다. 각 연구에서 음운 체계 지식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을 추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문규(2003: 247-253)에서는 교과서의 음운 체계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소리 층위와 글자 층위의 혼동 문제, 음성 층위와 음운 층위의 진술 혼재 
문제, 고유어계와 한자어계의 통일성 없는 용어 사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신지영(2006: 4-16)에서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음운 단원의 문제점을 
문법 교과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음운론 지식의 교과서 수용상의 문제점
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문법 교과서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기
초 학습 부분의 소략(개념에 대한 보다 친절한 설명이 필요함), 사전 설명 
없는 용어 도입(‘음운’, ‘마찰음’, ‘파열음’ 등), 용어의 중의적 사용이나 복수
의 용어 사용(‘초성’-‘첫소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음운론 지식의 교과서 수
용상의 문제점 중 음성학적 지식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음운 차원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면 음운(소리 단위)과 자소(문자 단위)의 혼동(최소대

2) 학교 음운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음운 체계 교육과 음운 변동 교육의 두 축 중에서
음운 체계 교육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음운 체계 교육 내용이 음운 변동의 원리
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제공하는 선행 단원이기 때문이다. 음운 변동 
단원의 교육 내용에 관한 비교 검토는 후고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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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쌍의 부적절한 예시 : ‘박’-‘밖’), 음성과 음운 개념의 혼용,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개념 오류, 음장 실현의 부적절한 예시 등이 있다.

신호철(2008: 67-71)에서는 음운론 지식과 관련하여 용어 사용의 통일
성과 일관성 문제, 음운과 음성의 구별 문제, 음소와 운소의 구별 문제,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구별 기준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는 오류, 기초 학습 내용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진호(2009: 547-552)에서는 교육 내용의 많은 부분이 탐구 활동에 전
가되어 본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 꼭 필요한 설명마저 
생략된 점, 표준발음법과 유리되어 교육되는 점을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음운 지식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음운 체계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면, 음운 개념 설명의 
불완전성(변별적 기능에 대한 언급 부재), 한자어와 고유어 사용의 일관
성 문제, 말소리가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영지(2010)에서는 음절 학습 내용이 형태론 단원에 배치된 문제, 음

운에 대한 개념 설명 없이 음절을 학습하는 문제, 7차 교육과정에 ‘음성과 
음운 차이 알기’ 학습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음성의 개념을 제시하지 않은 
문제, 운소 개념의 부재, 자음과 모음의 기본 개념 부재, 조음 방법에 따
른 분류(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 누락을 지적하였다. 

김성규․김소영(2013: 190-193)에서는 자소와 음운의 혼동 (신승용(2006: 

411-412)과 이문규(2003: 250)을 인용), 고유어와 한자어 용어의 혼재, 음성

과 음운의 구분 부재, 학교 교육에서 불필요한 지식 포함,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고 표현된 문장 서술 등을 지
적하였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기초 개념 설명 부재, 음운 개념 설명의 
부족과 부적절, 음운과 자소의 혼동, 고유어와 한자어 용어의 혼재, 음운 
분류 기준의 개념 오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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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취 기준]

(2)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국어의 음운 체계를 탐구하면 말소리 차원에서 다른 언어와 대비되는 국어의 특질
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말소리와 관련되는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을 그 소리의 성질과 분화 기준에 따라 몇 무리로 나누거나 
표로 정리해 봄으로써 국어 음운 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모음 길이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 단어들을 대조해 봄으로써 모음의 길이가 자․모음과 같이 뜻을 구별하
는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출판사 및 
저자명

약호 학기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

(주)교학사

남미영 외 (교학-남) 국어1
4. 언어의 빛깔과 소리
(2) 말소리의 세계

(주)금성출판사 
박경신 외 (금성-박) 국어1

5. 국어의 음운
(1) 음운의 개념과 종류

대교 
장수익 외 (대교-장) 국어1

4. 언어와의 만남
(2) 국어의 음운

두산동아

이삼형 외 (두산-이) 국어1
4. 말 그리고 말소리
(2) 우리말의 소리

두산동아

전경원 외 (두산-전) 국어1
3. 언어와 국어의 세계
(2) 국어의 음운 체계

Ⅲ. �����	�,_�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 군의 음운 체계 교육 관련된 내
용 성취 기준 항목은 아래와 같다.

-  -

위 내용 성취 기준을 구현한 단원들을 다루도록 한다. 연구 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검정교과서 (2013년 중1 적용) 16

종의 음운체계 관련 단원이다.(<표 1>) 

<  1> 2009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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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엔

윤여탁 외 (미래-윤) 국어2
2. 재미있는 우리말
(1) 말소리와 발음

비상교과서

이관규 외 (비상-이) 국어1
4. 말소리의 탐구
(1) 말소리의 체계

비상교육

김태철 외 (비상-김) 국어1
4. 언어 나라, 음운 바다
(2) 우리말의 음운 체계

비상교육

한철우 외 (비상-한) 국어1
6.언어를 알고 국어를 보고
(2)우리말의 음운 체계

좋은책신사고 
민현식 외 (좋은-민) 국어1

3. 소통을 위한 언어
(2) 국어의 음운 체계

좋은책신사고 
우한용 외 (좋은-우) 국어1

5. 자료의 활용
(3)표와 그림으로 만나는 음운

(주)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방) 국어2
3. 흥미로운 언어의 세계
(2) 국어의 음운 체계

천재교과서

김종철 외 (천재-김) 국어2
2. 소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2) 자음과 모음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노) 국어2
4. 생각의 나눔
(2) 국어의 음운

천재교육

박영목 외 (천재-박) 국어1
3. 언어의 세계
(2) 국어의 음운 체계

창비

이도영 외 (창비-이) 국어2
3. 언어의 특성과 우리말의 음운 체계
(3) 음운 체계와 바른 소리

본 연구는 ‘학교 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음운론적 개념에 오해
를 일으킬 수 있거나 혼란을 주는 부분만을 문제 삼고자 한다. 국어학계

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장단이 음운론적 변별력을 지니는지의 여부나 현
대 국어의 단모음 개수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으나, 학교 문법과 다
른 이견에 근거한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교과 지식의 문제를 주로 다루며, 교재 구성 방식이나 ‘종적 
구조’ 및 ‘횡적 구조’와 관련한 교육 내용 체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3)

3) 주세형(2006)은 문법 영역 내의 교육 내용 체계를 ‘종적 구조’로 보았고, 문법 영역과 
타 영역과의 통합적 위상을 고려한 교육 내용 체계를 ‘횡적 구조’로 보았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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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판사 별로 음운 체계 교육 내용을 다루는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음운 체계 교육 내용의 범위는 음운의 개념, 자음 체계와 모음 체
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며, 음운과 음성의 대비 여부, 자음과 
모음의 개념 설명 여부, 자음 분류 기준으로서 ‘조음 방법’ 포함 여부, 유

음에 대한 설명 포함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4)<표 2>는 중학교 
음운 체계 단원에서 다루는 범위의 차이와 함께 범위의 대략적인 경향성
을 보여준다. 

이)의 경우, 음운 체계를 학습하는 문법 단원이 시의 운율을 학습하는 문학 단원과 
함께 대단원을 이루고, (천재-노)의 경우 토의 단원과 함께 대단원을 이루어 영역 간 
통합을 시도하는 독특한 횡적 구조를 보이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금성-박)의 경우, 음절의 개념과 구조를 이
해하는 활동을 음운의 개념과 종류를 다루는 단원 내에 제시하였고, (창비-이)의 경
우 표준 발음법을 음운과 같은 대단원 내에서 다루었는데, 이와 같은 종적 구조에 
대한 논의도 후고에서 다루겠다. 

4) 개념의 유무 여부는 자음, 모음 체계가 가지고 있는 ‘체계성’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음 조음 방법에 따른 분
류’ 개념이 없고 ‘울림소리-안울림소리’ 개념이 있는 (비상-김) 교과서에서는 자음을 
크게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로 먼저 나눈 후, 안울림소리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로 나눈다. 반면 ‘자음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개념이 있고, ‘울림소리-안울림소

리’ 개념이 없는 (비상-이) 교과서에서는 자음을 크게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흐름

소리, 콧소리로 먼저 나눈 후,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다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로 나누고 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개념 유무 여부를 우선 살펴 보았다. 교

과서들의 자세한 서술 내용과 방향에 대한 비교는 각주 4)에서 언급한 ‘종적 구조’를 
다루는 후고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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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

음운과 
음성 
대비

자음 
개념

설명

모음 
개념

설명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대비

자음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유음

(흐름소리) 

개념 설명
(교학-남) × ○ ○ △ ○ ○

(금성-박) × × △ △ ○ △

(대교-장) × ○ ○ ○ ○ ○

(두산-이) × △ △ ○ ○ ○

(두산-전) × ○ ○ ○ ○ ○

(미래-윤) ○ ○ ○ × ○ ○

(비상-이) ○ ○ ○ × ○ △

(비상-김) × ○ ○ ○ × △

(비상-한) × ○ ○ ○ × ○

(좋은-민) × ○ ○ ○ ○ ○

(좋은-우) × ○ ○ ○ ○ ○

(지학-방) × ○ ○ ○ × ×

(천재-김) × ○ ○ ○ × ○

(천재-노) × ○△ ○△ ○ × ○ 

(천재-박) × ×5) × △ × ×

(창비-이) ○ ○ ○ × ○ ○

<  2> 16         (   
    �,      

    �,   ×)

음운과 음성을 대비하여 음운의 개념을 설명한 교과서는 3종(18.8%)였다. 

음성의 개념을 포함하여 음운을 설명하는 것은 음운의 개념을 보다 정확
히 알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음성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학

5) (천재-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국어의

자음과 
모음

• 자음: 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이다. 자음은 모음이 없이는 홀로 
소리 날 수 없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 모음: 국어의 모음은 21개이다. 모음은 자음 없이도 홀로 소리 날 
수 있다.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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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할 개념의 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음의 개념과 모음의 개념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었으며
(교과서 14종(87.5%)에서 자음 개념 제시, 15종(93.8%)에서 모음 개념 제
시), Ⅴ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자음의 개념과 모음의 개념은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학습하기 위한 기초로서 반드시 서술될 필요가 있다. 

자음의 개념과 모음의 개념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제시된 점은 단일한 
국정교과서를 쓰던 7차 교육과정 시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대비는 구분이 있는 교과서가 더 많았다. 그런

데 이 구분을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 상 울림
소리와 안울림소리는 유성음, 무성음을 고유어로 표현한 말인데,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음 분류 상 ‘울림소리’, ‘안울림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공명음, 장애음의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에 ‘울림소리’라는 
고유어 용어가 다의적 연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음 조음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는지의 여부는 분류하는 쪽이 약
간 우세했다(62.5%). 국어 자음의 분류 기준은 조음 위치, 조음 방법, 후두

(성대) 긴장 여부와 기식 여부 등이 있다. 이 중 조음 방법에 따른 구분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하는 교과서가 10종,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6
종이었다.

중학교 수준에서 조음 방법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까? 참고로, 기존의 
국정 7차 교과서의 음운 체계 단원에서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구분
을 제시하지 않았다. 중학생 수준에서 다루기에 어려운 용어와 개념이라
는 판단에서 기인한 듯하다. 그러나 조음 방법에 따른 구분이 없는 경우, 

같은 조음 위치에서 다르게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학습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음운 /ㄷ/과 음운 /ㅅ/은 조음 위치도 같고, 둘 다 안울림소
리이며, 둘 다 예사소리이다. 조음 방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이 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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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기준은 없게 된다. 울림소리인 ㄹ과 ㄴ도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조음 방법에 대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에
게 모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반면 조음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각각
의 자음의 성질에 대해 뚜렷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조음 방법에 따른 구분
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중학교 수준에서 다뤄 줄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유음 개념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었다(14종(87.5%))6). 유

음 개념을 설명하지 않은 교과서는 2종이었는데, (천재-박)에서는 ‘유음’

이 쪽날개에 언급되지만 개념 설명 없이 용어만 노출하였고, (지학-방)에

서는 ‘유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문제는 (천재 -박) 국어3의 ‘음운
의 변동’ 단원에서 ‘유음화’가 주요 개념으로 제시된다는 점, (지학-방) 국

어3의 ‘음운의 변동’ 단원에서 흐름소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 없이 “‘ㄴ’이 
흐름소리 ‘ㄹ’을 닮아서 ‘ㄹ’로 소리 나게 된다.”는 내용이 언급된다는 점
이다. 차후 학습할 단원에서 유음화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재-박)과 (지학-방)의 음운 체계 단원에서도 유음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 �̀�6�$%�&'� b�	���cY.��!�[`���

aI

Ⅴ장에서는 16종 교과서 내에 음운론적 개념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
나 혼란을 주는 서술이나 학습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6) 참고로 국정 7차 교과서에서는 흐름소리(유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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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음운 개념, 자음과 모음의 개념, 자음 
분류 기준, 모음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나눈 근거는 교육 과정
의 내용 성취 기준 항목(본고 ‘Ⅲ. 연구 대상 및 범위’ 참조)과 박재현 외
(2007)의 문법 용어 계량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들(본고 ‘Ⅱ. 선행 연구’ 참조)이다.

내용 성취 기준 항목에서 학습자가 알아야 할 내용(“알게 한다.”로 끝
나는 문장)을 요약하면 국어 음운 체계와 음장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음

장은 박재현 외(2007: 178)의 에서 20회 출현하는 핵심용어군에 속하기는 
하나 핵심용어군 내에서는 최하위 빈도(0.84%)의 단어이다. 음운 체계 관
련 내용들이 교과서 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정도에 비해 음장 관련 내용
들은 교과서별 차이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음장 부분은 비판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내용 성취 기준의 학습자가 알아야 할 부분 
중 음장 부분을 제외하면, “자음과 모음을 그 소리의 성질과 분화 기준에 
따라 몇 무리로 나누거나 표로 정리해 봄으로써 국어 음운 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가 남는다. ‘국어의 음운 체계’는 ‘소리의 성질과 분화 기준’

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정리․완성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음 분
류 기준’, ‘모음 분류 기준’을 검토할 내용 구분의 표제로 삼았다. 선행 연
구에서 음운 분류 기준의 개념 오류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 중 하나였
다는 점도 이러한 구분을 뒷받침한다.

‘자음 분류 기준’과 ‘모음 분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 내용 성취 
기준 항목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먼저 자음과 모음
의 개념, 음운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박재현 외(2007: 178)에서 
‘자음’, ‘모음’, ‘음운’은 핵심용어군 중에서도 빈도 2위, 3위, 4위에 속하는 
고빈도 단어들이다.7)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음운 개념’, ‘자음과 

7) 말소리 단원에서 20회 이상 출현하는 고빈도어 26개 중에서도 최상위 고빈도어 1
위～4위는 아래와 같다(박재현 외, 200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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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의 개념’도 검토할 내용의 표제로 삼았다. 선행 연구에서 기초 개념 
설명 부재, 음운 개념 설명의 부족과 부적절, 음운과 자소의 혼동이 공통
적으로 문제시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구분을 뒷받침한다.  

음운론 지식을 교육적으로 가공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본문에서 주요 
개념과 음운 분류기준 및 체계를 모두 서술해주는 방식, 쪽날개나 삽화 
또는 쪽 하단 글상자의 ‘알아두기’에서 주요 개념을 제시하는 방식, 음운 
분류기준 및 체계를 학습자가 학습활동에서 완성하게 하는 방식 등 다양
하였다. 그런데 지식 제시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오개념이 일어나는 유형
은 비슷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서술 내용이 음운론적으로 부적합한 
것, 고유어 용어의 다의성이 오개념을 유도하는 것, 제시된 예가 부적합
하여 오개념을 유도하는 것으로 유형화하였다. 

1. XY��=

1) 서술 내용이 음운론 으로 부 합한 것

(금성 -박)에서는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자음은 ‘ㄱ’, 

‘ㅁ’ 등과 같이 글자의 첫소리와 끝소리에 쓰여서 뜻을 구별해 주고, 모음

은 ‘ㅏ’, ‘ㅗ’ 등과 같이 글자의 가운뎃소리에 쓰여서 뜻을 구별해준다.”라

고 서술하고 있다. 우선 ‘글자의 첫소리와 끝소리’, ‘글자의 가운뎃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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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이 부적합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 중성, 종성 개념을 고유
어로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 의도인 듯하나, 글자는 문자일 뿐 음성 언어
가 아니므로, ‘글자의 첫소리’라든가 ‘글자의 끝소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
재할 수가 없으며, 글자에는 ‘첫소리를 쓰는 위치’, ‘끝소리를 쓰는 위치’가 
있을 뿐이다. ‘글자의 첫소리’, ‘글자의 끝소리’와 같은 서술은 음운을 소리
가 아닌 문자로 오인하게 한다. 

2) 고유어 용어의 다의성이 오개념을 유도하는 것

(금성 -박)에서는 “자음은 ‘ㄱ’, ‘ㅁ’ 등과 같이 글자의 첫소리와 끝소리
에 쓰여서 뜻을 구별해 주고, 모음은 ‘ㅏ’, ‘ㅗ’ 등과 같이 글자의 가운뎃소
리에 쓰여서 뜻을 구별해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첫소리’, ‘끝소리’, ‘가

운뎃소리’라는 표현은 학습자 수준에서는 다의적이다. 물론 ‘가운뎃소리’

라는 용어가 국어학적으로 ‘중성’의 개념을 가리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이를 명확하게 학습하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가운데에 있는 소리’

라고 임의로 판단하는 학습자는 ‘오’, ‘이’와 같이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소리나, ‘너’, ‘시’, ‘일’, ‘안’과 같이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소리를 떠올
릴 때 무엇이 가운데에 있는 소리인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서 고유어와 한자어 용어의 혼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혼재는 그 
자체로도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고유어 용어가 다의적으로 해
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3) 제시된 가 부 합하여 오개념을 유도하는 것

(비상-김)의 ‘생각열기’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와 유사하게 (지학-방)과 (천재-노)에서는 “어디쯤 가고 있니?”라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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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어디쯤 기고 있니”로 보내는 예가 생각 열기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개념
을 가시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음성 언어 
생활이 아닌 문자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는 오해이기 때문에 자칫 음운을
자소(字素)와 헷갈리게 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문자를 잘못 
보냈어요.”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이 나올 경우, 

교사는 이를 ‘생각 열기’의 출발점으로 삼되, 반드시 그 이후에 학습자들
에게 문자가 소리를 대신하여 상징하는 것이며 소리의 차이에 의해 뜻의 
차이가 변별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1> ( - )     ‘ ’

(비상-이)의 ‘생각열기’에서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두산-이)에서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란 속담을 예로 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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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방식의 ‘생각열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은 /ㅔ/와 /ㅐ/ 음운

의 차이를 뚜렷하게 발음을 하여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다는 것을 나타
내기 위한 의도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이나, /ㅔ/와 /ㅐ/를 소리 차원에서 
거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는 ‘말소리만으로는 뜻을 구분하기 
힘들다’거나 ‘음운이 문자 차원에서 구별되는 것이다.’라는 불필요한 오해
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음운이 문자가 아닌 추상적 소리라는 개념을 명확
히 심어주는 데에는 오히려 혼란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만약 ‘발전학
습’이라면 /ㅔ/와 /ㅐ/가 하나의 소리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사례에 대해 
탐구해 보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개념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생
각열기’에서는 ‘곰-봄’, ‘달-딸-탈’, ‘불-뿔-풀’과 같이 무난한 최소대립쌍을 
제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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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기’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한 의도 때문에 위와 같은 
예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그림 3>, <그림 4>의 예에서
와 같이 개념에 오해를 유발하지 않고 ‘생각열기’를 하는 방법도 있다. 

<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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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  ’

2. KX�ZX���=

1) 서술 내용이 음운론 으로 부 합한 것

(금성 -박)에서는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8)이 있다. 자음은 ‘ㄱ’, 

‘ㅁ’ 등과 같이 글자의 첫소리와 끝소리에 쓰여서 뜻을 구별해 주고, 모음

은 ‘ㅏ’, ‘ㅗ’ 등과 같이 글자의 가운뎃소리에 쓰여서 뜻을 구별해준다.”라

고 서술하고 있다. 자음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전혀 제시되어 있

8) 인용 내용의 진한 글씨체는 해당 교과서의 진한 글씨체를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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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태에서9) ‘자음’과 ‘모음’에 진한 글씨체를 한 채 이와 같은 내용
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내용이 자음과 모음의 기본 개념
인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을 글자 내에서 표기되는 위
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한글을 사용하여 음절 단위 모아쓰기를 하는 경
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표기 체계를 가진 나라의 언어에서는 해당되지 않
는 구분 방식이다.  

3. KX��[�9\

1) 서술 내용이 음운론 으로 부 합한 것

국어의 장애음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
며, 이들의 구분 기준은 후두(성대) 긴장 여부와 기식 여부이다. 그런데 많
은 교과서들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장애음을 구분하고 있다. (지학-방)의 
쪽날개에는 <그림 5>와 같은 삽화가 있다. (비상-이)의 쪽날개에도 ‘소리
의 세기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순으로 커진다.’는 표현이 있다.  

 

<  5> ( - )  

9) 해당 교과서에서 모음에 대한 개념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열 페이지 뒤인 ‘모음의 
분류’에서 진한 글씨체 없이 소략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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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는 강도를 
뜻한다. 많은 외국인들이 ‘발’과 ‘팔’, ‘불, 뿔, 풀’, ‘달, 달, 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소리의 세기와는 관계없는 것이다.10) (비상-이)와 
(미래-윤)에는 국어의 음운적 특질을 설명하기 위해 외국인이 ‘예사소리:

된소리:거센소리’의 음운 대립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예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묻는데(<그림 6>), 이는 소리의 세기가 유표적인 기능을 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음운 체계에서 성대의 긴장이나 기식 유무가 유표적인 기
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6> ( - )    

16종 교과서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을 <표 3> 
에 비교 정리하였다. 

10) 외국인 중에 “빵을 먹었어요.”라는 말소리를 낼 때, 갑자기 배에 힘을 주고 큰소리
로 “방!을 먹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이들에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
분하는 기준이 소리의 세기라고 설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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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세기로만 
구분

소리의 
느낌(단단함, 

거침)으로만 
구분

‘소리의 세기’에 따라 
음운을 구분하되, ‘소리의 
느낌(단단함, 거침)’을 
곁들여 언급

성대 근육의 긴장과
숨이 거세게 터져나오는 
소리의 유무로 구분11)

(교학-남) 

(비상-이)(지

학-방)

(좋은-우)

(금성-박), (대교-장), 

(두산-전), (비상-한), 

(비상-김), (천재-노)

(두산-이), (미래-윤), 

(좋은-민), (창비-이), 

(천재-김), (천재-박)

<  3>  , ,   

교과서에서 ‘소리의 세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성대 긴장’이나 ‘기
식’이라는 개념이 학습자의 수준에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7>과 같이 중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  7> ( - )  , ,   

11) (두산-이), (미래-윤), (천재-김)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뉜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
만 발성 방법의 차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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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어 용어의 다의성이 오개념을 유도하는 것

앞서 Ⅳ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울림소리,’ ‘안울림소리’는 음운 단원에
서 사용하기에 조심스러운 용어이다. 국어의 자음은 공명음과 장애음으
로 나뉘고, 유성음, 무성음은 국어 자음 분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

성음, 무성음을 뜻하는 ‘울림소리’, ‘안울림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두산-전)에서는 “자음은 발음할 때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뉜다.”고 하여 유성음과 무성음의 개념을 서
술하고 있고, (대교-장)에서는 “발음할 대 입안이나 코안에 울림이 있느
냐 없느냐에 따라 자음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뉜다.”고 하여 공
명음과 장애음의 개념을 서술하고 있어서, 교과서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산-전)과 같은 서술 방식은 ‘울림소리’ 용어의 설명은 타당하나, 공

명음, 장애음의 구분을 유성음, 무성음의 구분으로 오인하게 한다. (대교-

장)과 같은 서술 방식은 자음 분류의 본질에는 적절하나, ‘울림소리’ 용어

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4. ZX��[�9\

‘전설모음’과 ‘후설 모음’의 구분에 대해 정확히 표현한 교과서는 거의 
없었다. 혀의 전후 위치란 사실 혀 자체의 위치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모음을 낼 때 혀의 어느 부분이 가장 좁혀졌는가, 다시 말해서 혀의 
어느 부분이 입천장과 가장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앞뒤를 따지는 것이다. 

그 좁아진 부분이 혀의 앞쪽에 있는 모음을 전설모음, 뒤쪽에 있는 모음
을 후설모음, 그 중간쯤에 있는 모음을 중설모음이라고 한다(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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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1).12) 

이러한 개념에 맞게 비교적 잘 설명된 교과서는 (두산-이)로 “‘전설 모
음’은 소리를 낼 때 혀를 쭉 펴서 혀의 앞쪽이 불룩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발음되는 모음으로 ‘ㅣ,ㅔ,ㅐ,ㅟ,ㅚ’의 다섯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후설 모
음’은 혀를 움츠려서 혀의 뒤쪽이 뭉쳐 올라간 상태에서 발음되는 모음으
로 ‘ㅡ,ㅓ,ㅏ,ㅗ,ㅜ’의 다섯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서술하였다. 

반면, 서술이 부정확한 교과서도 있었다. (대교-장)에서는 ‘전설 모음’

과 ‘후설 모음’을 구분할 때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 표현하였는데, 혀 자체의 앞
뒤 위치는 혓몸 전체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창비

-이)에서는 “혀를 앞으로 내밀거나 뒤로 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전설 모

12)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에 대해 음운서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김성규․정승철(2013: 66)

전설모음: 혀의 앞부분이 경구개에 접근한 상태에서 발음되는 모음
후설모음: 혀의 가운데가 입천장 중앙부에 접근하거나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접근한 상태에서 발음되는 모음

• 배주채(2003: 45) 

전설모음: 혀의 앞쪽이 가장 높을 때 발음되는 모음 
중설모음: 혀의 가운데가 가장 높을 때 발음되는 모음
후설모음: 혀의 뒤쪽이 가장 높을 때 발음되는 모음

• 이문규(2004: 47)

혀의 전후 위치란, 조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의 앞뒤 어디쯤에 놓이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서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이 나누어진다. 

• 이진호(2005: 51)

전설모음은 혀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발음되는 모음이고 후설모음은 혀가 뒤쪽
으로 움츠리면서 발음되는 모음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설모음은 혀의 가장 높
은 부분이 앞쪽에 위치한 모음이고 후설모음은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뒤쪽에 
위치한 모음이다. 

• 이호영(1996: 103)

혀의 최고점이 전설에서 형성되는가? 중설에서 형성되는가? 후설에서 형성되는
가?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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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후설 모음이 구별된다.”라고 서술하였는데, 삽화 없이 ‘혀를 앞으로 
내민다’는 표현만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혀를 입술 밖으로 내미
는 동작을 연상시킬 수 있다. 

이 외 대부분의 교과서들(16종 중 12종)에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가, 뒤쪽인가’를 구분 기준으로 하였다. 단순히 ‘혀의 앞뒤 위치’라

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양호하나 이것도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입천

장이 곡면이기 때문에 ‘혀의 최고점’이 어디인지 학습자가 가늠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전설모음, 후설모음의 ‘앞쪽, 뒤쪽’ 개념은 혓등(舌背)의 
앞뒤 위치를 뜻하는 것이지, 구강 내의 앞뒤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금성-박), (두산-전), (미래-윤), (비상-이), (지

학-방), (천재-김), (천재-노)에서는 보조 자료로 발음기관 단면도 삽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해의 수월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8> ( - )      

Ⅵ. ��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16종의 음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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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교육 단원을 비교하여, 다루는 음운 지식의 범위에 대한 경향을 파악
하였고,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새 교
과서들에서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하였으며, 서술, 학습활동, 예시

자료 등을 음운론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음운 지식의 범위에서 교과서별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음운과 음성의 
대비, 자음 개념, 모음 개념,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구분에 따른 분류, 자

음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유음(흐름소리) 개념이 있었는데, 이중 자음 
개념과 모음 개념, 유음(흐름소리) 개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운과 음성의 대비, 자음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는, 포함할 경
우 각각 음운 개념 형성과 음운 체계 파악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할 개념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중학
교 수준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 구분에 따른 분류는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음운 단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은 기초 개념 설명 부재, 음운 개념 설명의 부
족과 부적절, 음운과 자소의 혼동, 고유어와 한자어 용어의 혼재, 음운 분
류 기준의 개념 오류 등이었다. 이 중 기초 개념 설명이 부족했던 문제는 
비교적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음운과 자소의 혼동이 여전
히 존재하며, 상당수의 교과서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기
준,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의 구분 기준이 부적절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연

구대상 중 부적절한 부분을 포함하는 교과서들의 경우 이전 교과서, 특히 
국정 교과서였던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영향을 받은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단원 개발의 근거 자료 및 참
고 자료로 삼으면 7차 교과서가 지닌 문제점들도 그대로 재생산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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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두 번째는 학습 수준에 대한 이견을 들 수 있다. 지식을 알기 쉽게 가공
하여 제시해야 하는 교과서의 특성상 문법서 상의 지식을 그대로 옮길 수
는 없기 때문에, 교과서는 다루는 지식의 깊이에 필연적 한계를 지닐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지식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지식 체계가 불완전해지거나 
지식이 왜곡되거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교사나 학생은 교수․학습 활동의 주 텍스트인 교과서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
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을 알기 쉽게 가공
하더라도 최소한 오개념은 다루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운론적 개념의 양, 음운론적 용어의 노출 수준이 다른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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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숙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 국어 교과서 16종의 음운 체계 교

육 단원을 비교하여, 다루는 음운 지식의 범 에 한 경향을 악하 고, 이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문제 으로 지 던 부분들의 개선 여부를 검하 으며, 

서술, 학습활동, 시자료 등을 음운론  에서 비 하 다.  

음운 지식의 범 에서 교과서별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음운과 음성의 비, 

자음 개념 설명, 모음 개념 설명, 자음 조음 방법( 열음, 찰음, 마찰음)에 따른 

분류, 유음(흐름소리) 개념 설명이 있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요소는 자음 조

음 방법에 따른 분류 다. 유음 개념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는데 

음운의 변동 단원을 비하기 해서는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교육과정 교과서들의 음운 단원에 한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문제

시된 부분들은 기  개념 설명 부재, 음운 개념 설명의 부 성, 음운과 자소의 

혼동, 음운 분류 기 의 개념 오류 등이었다. 이  기  개념 설명 부재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음운과 자소의 혼동이 여 히 존재하며, 상당

수의 교과서에서 ‘ 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기 , ‘ 설 모음, 후설 모

음’의 구분 기 이 부 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 원인으로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의 재생산 문제, 학습 수

에 한 이견을 들 수 있다.   

[주제어] 음운 교육, 음운 체계, 음운 지식, 국어 교과서,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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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ticism from the phonological viewpoint -

Lee, Hae-suk

This study compared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n phoneme system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and observed the trend with respect to the 

phonological within the textbooks. Sixteen textbooks were elucidated 

regarding whether they improved on the textbooks based on the previous 

ver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Within the range of phonological knowledge, the factors differentiated 

among the textbooks were the following: the distinction between phoneme 

and voice, the concept of consonant and vowel, the classification by 

articulating method, the concept of liquid. The most contrasting factor was 

the classification by articulating method. Two textbooks did not contain the 

concept of liquid, which is highly recommended to be covered in the textbook 

for the preparation of the lesson of the Phonological changes in Korean. 

Several textbooks did not clearly describe the concept of phoneme and 

grapheme. A considerable number of textbooks did not provide a clear 

explanation about the standards of ‘lax consonant-fortis-aspirate’ 

classification, ‘front vowel-back vowel’ classification.

 

[Key words] Phoneme Education, Phoneme System, Phonological Knowledge, 

Korean language textbook,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