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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어 방언의 음운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어 사용
자에게 맞춰진 발음 교수법에 따라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사천방언권 학습자
를 상으로 한국어 종성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을 설계
하는 것이다. 특히, 사천방언의 음운과 한국어 음운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사
천방언권 학습자들의 발음에서는 응되는 한국어에 동화된 지각 양상이 나타
난다. 한국어의 음운 환경별로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지각하여 산출한 발음의 
양상이 이들 학습자의 모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학습자의 
발음 지각을 제2 언어에 맞게 조정한다면 발음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
설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Ⅱ장에서는 제2　언어 음운 습득 이론을 고찰하고, 사천방언의 특징을 살펴 음
절과 종성에서 한국어와의 비를 통해 한국어와 사천방언 간의 지각 동화 관
계를 정리함으로써 지각과　산출 훈련 설계의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 언어 음운 습득 시 학습자들은 특히 모어의 영향으로 말소리의 차이점을 
지각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말소리를 하나의 주변 음운 범주에 동화시켜 인식
과 발음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음운의 범주화는 말소리 간의 유사성
과 상이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 음운 범주와의 유사성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
여 새로운 범주 형성에 이르지 못하는 음운이 주변 음운 범주에 동화되는 경우, 
서로 다른 말소리가 학습자에게 하나의 범주로 지각되어 변별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운 습득을 음운 범주의 형성으로 
정의하고,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종성 비음, 폐쇄음, 유음의 지각능력을 개선함
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각훈련을 설계하였다. 
  Ⅲ장에서는 사천방언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음 위치, 혀의 앞뒤, 선행 단모
음과 후행 자음에 따른 종성 발음의 차이를 지각하는 양상 및 산출실험을 통해 
나타난 학습자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같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산
출과 지각능력의 관계에 해 탐구함으로써 상호 관련성을 논증하였다.
  실험 분석 결과, 폐쇄음과 비음의 산출 오류율과 지각 오류율의 평균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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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공통적으로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높
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폐쇄음의 지각은 비음의 지각보다 어려우나 폐쇄음과 비
음의 산출에서는 유사한 수치가 나왔다. 한국어 음운 체계의 주요 특징인 폐쇄
음은 지각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습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음의 산
출과 지각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천방언에 설측음이 존재하지 않아 조음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음 위치별로는 어중 환경에서 연구개음과 치경음의 지각 오류율과 산출 오
류율 수치가 양순음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음과 비음은 공통적으
로 양순음의 경우에 산출의 정확도와 지각의 정답률이 높았다. 반면, 치경음과 
연구개음 중에서도 특히나 치경 폐쇄음과 연구개 비음의 경우에는 산출의 정확
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천방언권 학습자는 종성과 후행 자
음의 조음 위치가 같을 경우, 그렇지 않은 단어에 비해 산출의 정확도는 월등하
게 높았으나 지각의 오류율은 종성과 후행 자음 조음 위치가 다른 경우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혀의 앞뒤에서 종성 중에 전설단모
음과 결합될 때 지각의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산출에서는 그렇지 않
았다. 종성과 상관없이, 후설음(편음) /ㅡ/, /ㅓ/에서 지각과 산출의 오류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방언에는 en/ən/, ueng/uəŋ/, eng/əŋ/과 같은 운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복의 탈락이 있기 때문에 지각과 산출이 일치한 것으로 보
인다. 
  Ⅳ장에서는 지각훈련의 교육적 시사점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 단계별로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하였다. 우선 발음 교육의 목표 및 
한국어 종성 제시 기준을 밝히고, 학습자들의　지각·산출 관계　양상을 반영하여 ‘도
입-제시 및 이해-지각-산출 및 교정-사용’의 5단계에 걸친 교수·학습 방법을 제
시하였다.　‘지각’ 단계에서는 사천방언과 한국어를 조 분석한 후 지각훈련의 원리
를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지각 향상에 초점을 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로써 ‘산출’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산출　중심의 교육 활동이 일어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본고에서 발음 수업을 통한 종성 발음의 오류 수정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의 지각과 산출에서 완벽한 습득이 일어났다
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공통적으로 오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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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발음 교육적 관점에서 특히 사천방언을 고려하여 발음에 특화된 지각
훈련과　산출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방법적 의의가 있으며, 지각 
범주를 시각화하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을 고안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
에서 연구　방법적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지각훈련, 음성 산출, 제2　언어 음운 습득, 사천성 한
국어 학습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 학  번 : 2012-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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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제2 언어의 발음 교육적 관점에서 특정 국가의 표준어 사용자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나아가 국가 내 지역 방언의 모어적 특징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어 
표준어와 상이한 음운 체계를 가진 사천방언을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상
으로 어말 어중 환경에서 선행 단모음에　따라서　종성을, 종성에　따라서 후행 자음을 
어떻게 지각(知覺, perception)하고 산출(産出, production)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각과　산출의　오류 양상을 확인한다. 이어 제2 언어로서 
한국어 음성을 습득하는 과정에 사천방언의 간섭, 언어 간 유사성과 상이성이 얼마
나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환경에서 산출능력과 지각
능력의 관계가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해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
성 발음 교육에서 지각과 산출 관계별로 종성 제시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산출하기 위해 한국어 종성 지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지각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1955년부터 전국에 표준어를 보급하였으나 2005년 국가언어위원회에서 
실시한 ‘중국 언어 문자 사용 상황 조사(中國語言文字使用情況調查)’에 의하면 표준
어를 모어로 인식하는 중국인은 전체 인구의 13.74%에 불과하다. 또한,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은 전체 인구의 53%인데 이중 부분의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서는 방언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방언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여러 방언 중 서남관화(西南官話)로 분류된 사천방언은 
북방방언의 특징에 부합하는 동시에 시 의 변천을 거치며 여타 지역 방언과는 다
른 독특한 발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천 지역의 방언은 상고(上古)시  비한족(非
漢族) 언어의 고촉어(古蜀語)와 고파어(古巴語)에서 기원되었다. 원(元) 말기, 명
(明) 말기 수차례에 걸친 인구 증가와 감소의 변화를 거쳐 점차적으로 ‘호광진사천
(湖广填四川)’의 인구 구조가 확정되었다. 호광(湖广)1)에서 온 이주민이 파촉 지역
1) 현재의 호남성과 호북성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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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이 지역의 언어인 촉어(蜀語) 역시 각지 이주민의 방언과 
융합 변화되어 최종적으로 현재의 사천어로 자리잡았다. 사천방언은 사천성 내에서
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칭(重慶), 운남(云南), 귀주(貴州) 및 인접한 호북(湖
北)의 부분, 호남(湖南) 서부, 광서(廣西) 북부, 섬서(陝西) 남부 등의 지역에서
도 폭넓게 사용된다. 현재 사천성(四川省)을 중심으로 사천 방언을 사용하는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 모어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발음은 학습자의 
모어로부터 가장 많은 간섭을 받는 부분이다. 방언권 성인 학습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사용해온 방언이 곧 ‘모어’이고, 학습을 통해 배운 모어 방언과 다른 표준어나 
외국어는 모두 제2 언어일 뿐이다(Gimson A. C, 2003). 이런 관점에서 중국 방언
권 화자에게는 표준어가 아닌 지역 방언이 실제 모어의 역할을 하며, 일상적인 언어
생활이나 제2　언어 학습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
서 상당한 비중의 인구가 사용하는 사천방언을 모어로 둔 학습자를 위해 사천방언
의 영향을 받는 한국어 발음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언어유형론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어는 폐음절(closed syllable) 구조인 CVC구조
가 가능한 반면, 중국어는 개음절(open syllable) 구조인 CV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정확한 한국어 발음
을 학습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사천방언은 중국어 표준어에 
비해 음운 범주가 좁기 때문에 중국어 표준어보다 한국어의 종성 발음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 중국어 표준어에는 /n/과/ŋ/의 두 가지 비음 운미만 있으며, 그것도 특정
한 운모에만 나타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천방언에서는 운모가 탈락하며 설근비
운모(舌根鼻韻母) /ŋ/을 뚜렷하게 발음하지 않거나 설첨비운모(舌尖鼻韻母) /n/으로 
발음한다.2) 또한, 얼화음3)(儿化音)은 중국어 표준어와 사천방언에 모두 존재하지만 
사천방언에서는 위치적으로 더욱 혀의 앞쪽에서 발음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사천
방언의 음운 체계는 중국어 표준어에 비해 한국어의 종성 체계와 더욱 상이하다고 

2) 비강을 통해 소리 내는 모음을 비운모라고 한다. 중국어 표준어의 비운모는 8개의　설첨
비운모와 8개의　설근비운모(운모+ /n/, /ŋ/)로 나뉜다(『漢韓語音』, 2004). 사천방언을 
중국어 표준어와 비교하면 비운모에서는 ueng/uəŋ/, eng/əŋ/, ueng/uəŋ/, eng/əŋ/, ing/iŋ/ 
설근비운모가 존재하지 않고, 성모에서는 l/l/, zh/tʂ/, ch/tʂʰ/, sh/ʂ/, r/ʐ/ 성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을 Ⅱ장에서 논의한다. 

3) 얼화음은 혀를 위로 말아서 내는 소리이다(『표준 중국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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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
  제2　언어 습득 연구에서는 지각과 산출의 관련성에 한 이론 정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4) 이러한 이론의 공통점은 제2　언어 음운 습득 가능 여부를 학습자
들이 제2　언어의 음운과 모어의 음운을 어떻게 관련지어 지각하는가에 따라 결정된
다고 보는 것이다. 즉, 성인이 제2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모어의 영향은 결코 떼
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또한 베스트(Best, 1997)는 성인이 된 후에도 
모음과 자음의 지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으며, 플레지(Flege, 1997a; 1997b) 
또한 지각과의 관련성에 의해 비록 목표어 산출에는 한계가 나타날지라도 새로운 
음운에 한 수용 능력은 평생에 걸쳐 열려 있다고 하였다(정지은, 2008). 
  한국어의 종성 체계와 수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사천방언을 모어로 사용하는 학
습자에게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음소 지각능력을 향상시키는 훈
련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사천방언과의 음
운적 상이성을 바탕으로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마련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한 본고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상으로 사천방언의 음운 체계가 한국어의 음운 지각
적 범주와 음운 산출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둘째,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상으로 한국어 음운 환경별 한국어 종성 지각 및 산
출의 양상과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음운 지각훈련을 통한 종성 발음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한다.

   2. 선행 연구

      2.1.　 국어권 학습자를　 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노 규(1986)는 처음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교육의 범위와 
내용, 발음 교육의 단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4) 그와 관련한 표적인 연구로는 베스트의 지각 동화 모형(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PAM)과 플레지의 음성 습득 모형(speech learning model, SL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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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는 이득춘(1991)이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범류(2006), 장우
군(2009), 왕팡(2010) 등의 중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어의 종성 발음 교육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지혜(2004), 양순임(2005), 안연희(2007), 김진석(2013) 등
의 한국인 연구자들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주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조 분석하고 종성 발음 
오류 발생의 원인을 언어 간의 차이에서 찾고 있으며 오류 교정과 예방의 차원에서 
종성 발음 교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지혜(2004)는 인지와 발화 실험을 통한 종성과 후속 자음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학습자 양상을 탐구하였다. 인지 실험에서는 초급에서 비음의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중·고급에서 폐쇄음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다. 발화 실험에서도 인지와 마찬가지로 
중·고급에서 폐쇄음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의미 있는 교육 효과를 검증하였다. 
  양순임(2005)은 종성 발음 교육을 초성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성
을 유성성 종성과 무성성 종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음가를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에
서 조음기관 측면도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종성 발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종성을 어떤 순서로 교육할 것인지에 해 제시하고 있으며 한
국어 발음과 응하는 중국어를 표기하여 종성의 발음 및 인지 연습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및 음절 구조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오류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안연희(2007), 장우군(2009), 이원(2010), 범류(2006), 위원징(2010), 김
진석(2013), 왕팡(2010) 등이 진행하였다. 
  안연희(2007)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종성 장애음을 불파음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에 주목하였는데, 직관 모방적 접근과 분석 언어학적 접근으로 종성 발음
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스펙트로그램 분
석으로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발음 교육에 한 효과를 입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우군(2009)은 단음절과 다음절로 나누어 종성 발음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
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한국어 종성 발음 교수 학습 모형을 다
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원(2010)에서는 장우군(2009)의 분석 배경에서 단음절과 다음절에 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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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였다. 단음절의 발음 실험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ㅁ, ㄴ, ㄹ, ㅂ/ 종성 발음
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인 것은 종성에서　/ㄷ/
로 발음되는 ‘ㅌ, ㅅ, ㅈ, ㅊ’을 받침으로 가진 단어의 발음이었다. 또 /ㄱ/로 발음되
는 ‘ㄲ, ㅋ’을 받침으로 가진 단어의 발음에서도 보편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비교하고 종성 비음·폐쇄음·유음으로 나누어 오류
의 유형을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범류(2006), 위원징(2010), 김진석
(2013)이 진행하였다. 
  범류(2006)는 종성 /ㄹ/ 발음의 길이와 포먼트(formant)5)에 해 음성 분석 프
로그램 프라트(Praat)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어의 음절 체계상 종성 /ㄹ/의 
발음이 없는 것이 오류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중국어 음절 체계에 없는 종
성 /ㄹ/을 노력해서 발음할 수는 있지만 혀가 충분히 구개로 올라가지 않은 낮은 위
치에서 조음하거나, 혀가 충분히 앞으로 가지 않은 채 구강 뒤쪽 위치에서 발음하여 
초성에 나오는 /ㄹ/처럼 짧게 발음하거나 아예 발음하지 않거나 다른 종성으로 발음
하게 되는 오류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위원징(2010)은 한국어 종성 중 울림소리 종성을 상으로 오류를 분석하고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탈락, 치, 첨가, 철자식 발음, 유음
화와 비음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비음 받침, /ㄹ/받침 인지, 
유음화와 비음화, 연음 규칙에 한 각각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석(2013)의 연구에서 비음의 오류는 받침을 탈락시키거나 다른 비음으로 
체해서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어에 없는 평·장애음 종성의 오류는 음운을 
탈락시키거나 비음으로 체해서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화현상을 알
지 못해 잦은 장애음 오류가 나타났고, 유음은 체로 정확하게 발음했으나 다른 받
침과 마찬가지로 탈락시키는 오류 양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왕팡(2010)에서는 중국인을 위한 초급 한국어 교재 중 발음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을 조하고,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
서 음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시하였다. 교재를 분석한 결과, 자모 제시의 
순서가 모어 간섭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음운 현상에 해 제 로 다루고 
있지 않거나 너무 많은 양을 다루어 학습자의 발음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

5) 사람의 소리를 주파수로 분석하면 발성의 차이에 따라 특정한 스펙트럼이 나타나며 음성
의 스펙트럼 분포를 포먼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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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왕팡의 연구는 바람직한 교재 모델을 만들어 자모를 제시
하고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 때문에 종성 폐쇄음과 
유음의 발음이 어렵다. 이에 따라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비교하고 오류를 분석한 다
음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몇몇 연구는 아예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교육 방안이나 교육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종성의 발음 연구는 모두 중국어의 
표준어를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지역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
되는 각 지역 방언과 그 방언의 발음 특징을 고려하여 각 방언권 화자의 발음과 방
언을 조하는 연구가 없었던 것이다. 표준어와 발음 차이가 큰 중국 남쪽 방언권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언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어 종성 발음 시 오
류를 초래하는 경우가 타 지역 방언권 학습자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방언권 별로 종성 발음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2.2.  사천방언에　 한　연구

  사천방언은 ‘서남관화(西南官話)’ 또는 ‘상강관화(上江官話)’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 서남부의 사천(四川), 충칭(重慶), 운남(雲南), 귀주(貴州) 및 인접한 호북(湖
北)의 부분, 호남(湖南) 서부, 광서(廣西) 북부, 섬서(陜西) 남부 등 지역에서 사
용되는 북방 중국어 방언이다. 사천방언과 중국어 표준어는 북방 중국어의 갈래에 
속하지만 발음 면에서는 거의 외국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휘와 문법상으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중국인 사이에서는 ‘하늘
도 땅도 무섭지 않으나 사천 사람들이 표준어를 말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天不怕地
不怕最怕四川人說普通話。)’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비슷한 속담을 광동 사람들에게
도 사용하지만 특히 사천방언권 사람들은 표준어를 말할 때 자신의 발음에 사천식 
발음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사천 사람들은 표준어 발
음이 좋지 않으며 표준어와 방언을 구별 없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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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천방언은 역사가 유구한 데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천방언권 화
자들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사천방언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발음 형
식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천방언권 학습자에게는 사천방언의 음운 체계를 
고려한 한국어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사천방언에 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  중국어 문헌에
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파촉(巴蜀)방언에 한 자료가 있다. 가령 서한 말기 양웅
(揚雄)이 편찬한 『방언(方言)』에 제시된 양익지간(梁益之間)과 서남촉한(西南蜀
漢)의 방언 어휘부터 셈한다면 이미 2000년 가까이 되었다. 명나라 사람 이실(李
實)이 사천방언에 관한 첫 번째 저서 『촉어(蜀語)』를 집필한 것도 300년 전의 일
이다. 방언학 저작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헌사자절 어석별국방언(輶轩使者绝
代语释别国方言)』에도 고 국가 남촉어(南蜀语)에 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진
곽박(晋郭璞)이 주석한 『이아(尔雅)』는 남조양 (南朝梁代)의 옥편으로 만들어졌
고 당나라 승려 현응(玄应)과 혜림(慧琳)은 각각 『일체경음의(一切经音义)』를 편
찬하였으며 송나라 『광운(广韵)』, 『집운(集韵)』 등의 책에서도 사천방언에 한 
단편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  곽영(郭瑛)이 주석한 ‘나무가 작아서 감람 
나무의 구성자처럼 된다. 겨울에 잎이 생겨 끓이고 마실 수 있다. 사천 사람들은 도
호라고 불린다. (树小似榄子。冬生叶，可煮作羹饮。蜀人名之苦荼。)’, 『옥편·토부
(玉篇·土部)』중에 ‘제안, 사천 사람들은 평원이라고 불린다.(坝，蜀人谓平川曰
坝。)’ 등이 있다.
  사천방언에 관한 저작이 처음 등장한 것은 명나라 이실의 『촉어(蜀語)』이다. 이 
책에는 사천방언 어휘 600여 개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어휘의 뜻을 설명하고 음을 
표기하였다. 모극화(2005), 진정(2002), 황상군(1995)은 모두 이 책에 하여 연
구하였으며, 이 연구들을 토 로 명나라 때 사천방언의 어음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전탁성모(全濁聲母)6)는 완전히 사라졌다. 
 두 번째, 운모 /m/은 이미 완전히 /n/에 병합되었다. 
 세 번째, 탁상변거(濁上變去)7)는 이미 온전히 완성되었고 입성운미 /p/, /1/, /k/는 
6) 고  중국어 중에 유성 파열음(濁塞音), 유성 파열마찰음(濁塞擦音), 유성 마찰음(濁擦

音)의 성모를 가리킨다. 현  중국어에서는 전탁성모(全濁聲母)가 사라지고 청성모로 바
뀐다.

7) 중국어의 탁상변거(濁上變去) 현상은 한어의 중고음 시기에 성모가 전탁음(全濁音)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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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되었지만 성조에 포함시키는 것은 발전 및 변화의 과정에 있다. 
  동시에 『촉어(蜀語)』에 기록된 어휘에 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명나라 시 의 
사천방언과 현 의 사천방언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명나라 시 는 현  사천방언
의 형성시기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청나라 장신의(张慎仪)가 쓴 『촉방언(蜀方言)』에는 당 의 사천방언 어휘 785
개를 수록하였다. 부숭구(傅崇矩)의 『성도통람(成都通览)』에는 성도어에 관련한 
자료가 거 수록되어 있다. 당추(唐枢)의 『촉뢰(蜀籁)』는 사천방언의 숙어집이
다. 20세기 초 영국 전도사 아담 그레인저(Adam Grainger)는 19세기 후반 성도(成
都) 말의 음성을 기록한 『서촉방언(西蜀方言)』을 편찬하였다. 『서촉방언』에는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만 수록하였는데 두문자 3,786개, 자가 없는 어휘 
191개, 용례 13,484개를 확인할 수 있다. 
  근 에 들어와서 사천방언에 한 연구는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였
다. 1940~50년  학자들은 사천방언에 하여 전면적이고 적인 조사를 두 차
례 진행하였다. 제1차 조사는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가 주도하여 1941년 가을
과 1946년 봄·여름에 사천 현지에서 진행하였다. 모두 182개 지역, 현 단위로는 
134곳을 조사하였는데 이를 1948년 만에서 정리하여 240만 자의 『사천방언조사
보고(四川方言调查报告)』를 출판하였다. 두 번째 조사는 사천 학교, 서남사범 학
교, 사천사범 학교가 주도하여 1956년에 사천 한족 거주지역의 150개 현시(縣市)
에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사천 학교에서 『사천방언음계(四川方
言音系)』(1960)를 정리, 출판하였다. 두 번의 조사는 모두 사천관화의 범위를 초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천성 방언은 일종의 서남관화이고 운남, 호북 두 곳의 방
언에 비하여 다소 간단하다.’(四川方言调查报告·序)라는 결론을 얻었다.
  종동화(董同龢)의 『화양양수정객가화기음(华阳凉水井客家话记音)』은 처음으로 
사천성에 존재하는 객방언(客方言)을 제시하였다. 양시봉(杨时逢)의 『이장방언기
(李庄方言记)』는 중점적으로 사천방언을 조사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성도 
등 어음의 초보 연구』와 『아미음계(峨眉音系)』등의 논문은 1950년  전면조사 
이후 사천방언의 구체적인 분야에 한 연구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이후 사천방언에 한 연구는 계속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면 조사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천어 개별 방언의 

성의 자들이 거성과 합류하는 음운 변화를 가리킨다(염재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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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 어휘, 어법 등에 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하여 중요한 성과
를 거두었다. 
  성도(成都)는 사천성의 성도(省都)이기 때문에 성도어에 한 연구 논저도 방
하다. 진상령(甄尚灵)이 1958년 발표한 『성도어음적초보연구(成都语音的初步研
究)』가 바로 전면적인 조사 이후 처음으로 성도어에 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
한 것이다. 1980년  이후 성도어 음성에 한 연구로는 최영창의 『성도방언음당
(成都方言音档)』, 『표준어가 성도어 음성에 끼치는 영향』, 주급서(周及徐)의 
『20세기 성도화음변연구(成都话音变研究)』, 『표준어의 영향 하에서 성도화 말소
리의 변화 및 규칙』, 황상군(黄尚军)의 『성도화음계(成都话音系)』, 하중역(夏中
易)의 『기사십년성도화어음변동현상고론(近四十年成都话语音变动现象考论)』 등이 
있다. 성도어 어법에 한 연구로는 등영수(邓英树)의 『성도화의 BA식 형용사, 양
영(杨玲)의 『성도어 동사중첩격식의 구법과 어의특정』 등이 있다. 성도어 어휘에 

한 연구로는 1987년 나운희(罗韵希)，영옥용(冷玉龙) 등이 편찬한 『성도화방언
사전(成都话方言词典)』이 있고 1998년 양덕리(梁德里), 황상군(黄尚军)이 편찬한 
『성도방언사전(成都方言词典)』이 있다. 이들은 음성, 어법, 어휘 세 가지 측면에
서 성도어에 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연구하였으며 해당 논저는 성도어 
뿐 아니라 전체 사천방언에 한 연구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천방언에 관한 연구가 절 적으로 부족하며, 반호(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반호는 조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사천방언의 음운 체계의 특징
을 비교하여 한국어 초성, 중성, 종성 별로 /ㄴ/, /ㄹ/, /ㅓ/, /ㅡ/, /ㅜ/, /ㅗ/, /ㄴ/이 
나타난 오류를 밝혔고 이런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교수방법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사천방언과 한국어의 음운 체계 중에 음절 구조와 종성 중심으로 조하
고 산출한 발음을 고찰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지각 양상에서 사천방언과 한국어의 
범주 거리, 한국어와 사천방언의 유사도에 해 탐구하여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한
국어를 습득할 때 겪게 되는 사천방언의 간섭을 살펴보고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파
악하고자 한다.       

      2.3.　한국어 음운 습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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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이후 제2　언어 습득 연구에서는 지각과 산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　언어 학습자의 목표어 발음 습득 가능성을 그들의 목
표어 음성이나 음운에 한 지각 정도로 예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정미지와 권성미(2010)는 베스트(1997)의 지각 동화 모형(perceptual 
assimilation model, PAM)과 플레지(1997)의 음성 습득 모형(speech learning 
model, SLM)에 따라 제2　언어 음운 습득 가능 여부가 학습자들이 제2　언어의 음
운과 모어의 음운을 관련지어 지각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성인이 
제2　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모어의 영향은 결코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견해
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종성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양순임, 
2004; 란샤오사, 2007; 장우군, 2009; 이원, 2010)는 음운 습득 양상을 밝히고 종
성의 산출실험을 통해 발화에 한 오류 분석을 시행하면서도 지각실험은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제2　언어를 학습할 때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정확한 
발음의 구사라는 측면과 함께 청자로서 모어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음운 습득 양상을 밝히는 데 있어 지각능력과 산출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음성과 음운 지각에 한 선행연구로는 리(Lee, 1984), 
김지현(2005), 김윤현(2005a, 2005b), 황유미(2003), 성상환(2005), 김기호
(2006), 김소야(2006), 박성현(2008), 정지은(2008) 등이 있다.
  리(Lee, 1984)는 일본인을 상으로 한국어 파열음의 지각실험을 실시한 결과 사
전 실험과 사후 실험에서 32%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음성적 지각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이러한 지각실험은 그 자체로 좋은 청취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각능력에는 개인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타고
난 음성적 재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김지현(2005)은 제2　언어 음운 지각에서 훈련의 효과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인 성인을 상으로 한국어의 평음-격음에 한 훈련을 받은 그룹과 평음-격
음-경음에 한 훈련을 받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평음-격음-경음에 한 훈련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윤현(2005a) 등은 한국어를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는 일본어 모어 화자를 
상으로 자음 /ㄷ/, /ㅌ/, /ㄸ/를 학습시킨 후 변별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으며, 
박성현(2008)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상으로 정체 파악, 동일-상이 구별, 구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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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등의 지각 학습 과제별 훈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 음운 지각의 관련성에 한 연구로 황유미(2003) 
등은 일본인 화자를 상으로, 김기호(2006) 등은 영어권 학습자를 상으로, 성상
환(2005)은 한국어를 한 번도 학습한 적 없는 독일인 화자를 상으로, 김소야
(2006), 정지은(2008)은 중국인을 상으로, 지각과 산출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연구는 모두 학습자의 모어 음운 체계가 한국어 음운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짓고 있다.
  최근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도 지각과 산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확 되고 
있다. 권성미(2012), 정미지(2013), 정지은(2012)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발음 규
칙의 상이성에 따른 습득 양상을 연구하였는데,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다른 방법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어말 종성 비음과 어중 종성 비음을 인식하는 데 있어
서 모어와 목표어 발음 규칙의 상이성이 큰 일본어 화자는 상이성이 작은 중국어 
화자에 비해 낮은 정확성을 보였고, 종성 비음의 후행음에 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고 언급하였다. 정지은(2012)은 지각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초성 위치에 오는 파열음을 지각하고 산출하는 데 있어 인식
적 유사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한국어 음운 
습득 연구를 위해서는 학습자 지각에 해 소홀하지 않고 지각과 산출의 관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표준어보다 운모 
범위가 좁고, 특수 음소 e/e/, ue/ue/，üo/üo/, ian/iæn/의 영향으로 발음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지각 양상과 발음을 그 환경에 따라 
나누어 오류율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천방언권 화자가 사천방언의 간
섭으로 인해 종성에 해 지각하고 발음할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며, 그 오류의 발
생 양상이 사천방언의 발음 실현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에 따라 발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환경에서 같은 양상으로 
지각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오류의 양상이 발음 오류와 같은지를 살펴볼 것
이다. 이를 통해 사천방언권 화자의 사천방언 간섭에 따른 지각 양상과 발음 오류율
을 확인하고, 지각과 발음 오류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를 토 로 지각훈련을 통해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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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의 상  방법

  본 연구는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종성에 한 지각과 발음 산출의 양상
을 관찰하여 지각과 산출 오류를 분석하고 지각과 산출의 관련성을 파악함에 따라 
발음 교육에서 종성 발음 지각을 조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정확한 발음을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는 중국 사천외국어 학교와 서남민족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
부하고 있는 사천방언권 출신 재학생이며, 출신 지역의 분포와 한국어 등급에 따라 
20  남(15명), 여(15명) 학생 30명을 상으로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은 사
천방언을 모어로 사용하고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실
험에 필요한 자극음을 녹음하기 위해 서울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모어 화자 2
명을 섭외하였고, 학습자 발음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세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4명의 강사를 섭외하였다. 등급과 학교별로 분류한 피험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피험자 출신지 나이 성별 학교(소속) 등급 학습 시간
SN1 성도 19 여 서남민족 학교 초급 3개월
SN1 루저우 20 남 서남민족 학교 초급 3개월
SN1 광안 19 남 서남민족 학교 초급 3개월
SN1 충라이 19 여 서남민족 학교 초급 3개월
SN1 신도 19 남 서남민족 학교 초급 3개월
SN2 류저우 20 여 서남민족 학교 중급 1년 6개월
SN2 이 20 남 서남민족 학교 중급 1년 6개월
SN2 성도 20 여 서남민족 학교 중급 1년 6개월
SN2 공안 20 남 서남민족 학교 중급 1년 6개월
SN2 아안 20 여 서남민족 학교 중급 1년 6개월
SN3 면양 21 여 서남민족 학교 고급 2년
SN3 성도 22 남 서남민족 학교 고급 2년
SN3 양산 21 여 서남민족 학교 고급 2년
SN3 온강 21 남 서남민족 학교 고급 2년
SN3 성도 21 여 서남민족 학교 고급 2년
SN1 자양 21 여 사천외국어 학교 초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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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종성의 범위를 비음8)·폐쇄음9)·유음10)으로 한정하였다. 이
와 같이 범위를 정한 이유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특기할　것은 종성에 올 수 있
는 자음 발음이므로 음소의 표기보다 지각 중심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다. 어중 환경 
실험에서 2음절 이상으로 된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고 그 첫 음절의 종성에는 종성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 7음을 배치한다. ‘모음1(V1)-자음1(C1)-자음2(C2)-모음
2(C2)-(자음3(C3))’의 단어에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 V1은 최 한 동일 모음 /ㅣ/
로 통일시킨다. 또한, 발음의 편의상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1음절 단어는 어말 환경 
실험에서 사용한다. 단어를 지각하고 산출하는 실험에 있어 심리적 요인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단어는 무의미 단어로 제한한다. 자음의 설측음화, 비음화 등의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종성의 음가가 바뀌는 경우,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아직 습득
하지 못한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다른 음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높다. 본 

8) 비음(nasal)이란 구강의 통로를 막고 비강 통로를 연 상태로 만들어진 울림통을 여과기
로 삼아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말한다.

9) 폐쇄음(stop)이란 일정 시간 동안 조음 기관을 이용하여 성도의 일부를 막았다가 터트리
면서 내는 소리를 말한다(신지영, 2000).

10) 유음(liquid)이란 청각적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소리를 말하며(이호영, 1996) 한
국어에서는 /ㄹ/ 음소가 유음으로 분류된다. 한국어에서 유음으로 분류되는 음소 /ㄹ/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부류의 음으로 실현된다. 유음이 초성에 오는 경우, 그 유음은 탄설
음(flap) [ɾ]로 실현되지만 종성에 오는 경우에는 설측음(lateral) [l]로 실현된다.

SN1 아바 19 남 사천외국어 학교 초급 3개월
SN1 광안 19 여 사천외국어 학교 초급 3개월
SN1 충라이 20 남 사천외국어 학교 초급 3개월
SN1 신도 19 남 사천외국어 학교 초급 3개월
SN2 성도 20 여 사천외국어 학교 중급 1년6개월
SN2 내강 20 여 사천외국어 학교 중급 1년6개월
SN2 자양 22 남 사천외국어 학교 중급 1년6개월
SN2 내강 20 남 사천외국어 학교 중급 1년6개월
SN3 면양 20 남 사천외국어 학교 고급 2년
SN3 피아 21 남 사천외국어 학교 고급 2년
SN3 내강 21 여 사천외국어 학교 고급 2년
SN3 내강 21 여 사천외국어 학교 고급 2년
SN3 면양 20 남 사천외국어 학교 고급 2년

[표 Ⅰ-1] 피험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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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가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얼마나 습득하였는
가가 아니기에 종성에 음운 규칙이 일어나 다른 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을 실험 단
어에 포함하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따라서 비
음(/ㄴ/, /ㅇ/, /ㅁ/), 유음(/ㄹ/), 폐쇄음(/ㄱ/, /ㅂ/, /ㄷ/) 7개의 종성 자음을 연구
상으로 하며, 비음화와 유음화 음운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험 연구와 사전·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방언권 학
습자별로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음한 종성 무의미 자극음을 듣고 작성한 종성 질문
지를 통해 지각 범주 양상을 살폈다. 지각　실험에서 동일한 자극음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발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한국인 모어 강사와 중국인 한국어 강사들이 
학습자의 발음을 듣고 발음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3주 동안 표
기와 발음 측정을 위한 예비　실험과 발음의 정확성 및 지각 음운 범주 형성 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지각과 산출의 본 실험으로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주고 3주간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각
과 발음 실험에서 동일한 무의미 자극음을 사용하여 같은 피험자를 상으로 실시
하였다. 
  실험은 중국 사천성 성도(成都)시 현지에서 2014년 7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제2　언어 음운 습득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 기간을 3주로 설정하
여 학습자들이 음운을 습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비실험 중에 학습자별로 음운 습득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표기와 발음 323항목 중
에 예측하기 어려운 음운 습득 과정의 특징이나 습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크게 ① 실험 설계 및 연구 참여자 모집, ② 지각 및 
발화 실험, ③ 실험 결과 분석 및 사후 조사, ④ 검증 테스트의 네 단계로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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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항목  실험 내용 실험 자료
지각실험 항목 

⑴
(지각범주의 

거리)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 모어 화자의 녹음된 무의미 음성단
어범주 지각의 형성 검사

↓

발화 실험 항목 
⑵

(산출의 정확성)

발음 산출 정확성 테스트 모어　화자들이　녹음한　것과　동일한 
무의미 음성단어의 목록

모어 화자의 정확성 평가 학습자의 산출된　발음의　음성파일
산출된　발음의　정확성　판단　설문지

[표 Ⅰ-3] 실험 내용

기관 실험
기간 참여자 내용

서울
학교

2014/7/
28 남 1명(50%) 여 1명(50%) 자극음 녹음

연세
학교

2014/9/
3 남 1명(14.3%) 여 6명(85.7%) 모어 화자가 

정확성 평가

  
서남민족

학교

2014/
8/28~
/8/28

남 7명(46.7%) 여 8명(53.3%) 지각실험 항목
(지각범주의 

거리)
발음 산출 

정확성 테스트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60% 40% 60% 40% 60% 40%

 사천
외국어

학교

2014
8/13~
8/19

남 8명(53.3%) 여 7명(46.7%) 지각실험 항목
(지각범주의 

거리)
발음 산출 

정확성 테스트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60% 40% 60% 40% 60% 40%

[표 Ⅰ-2] 실험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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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 언어 발음 교육의 이론  제

   1. 제2 언어 음운 습득의 과정  

      1.1. 말소리의　 와　감지　과정

  말소리의 전달은 화자의 뇌와 청자의 뇌 사이에 음성이 전달되는 언어연쇄
(speech chain)의 과정이다(Denes ＆ Pinson, 1973). 말소리의 전달은 청자가 말소
리를 귀로 듣고 감지하기까지 화자의 말소리 산출, 전파, 청자의 감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말은 화자의 두뇌작용으로부터 시작해 두뇌에서 신경을 타고 발성기관의 
근육까지 전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발성기관이 이 전파를 받아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주변 공기에 압력의 변화를 유발하는데 이 압력 변화를 흔히 음파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발성기관의 운동을 통해 생성된 음파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어 청자의 귀에 
도달한다. 청자의 귀에 도달한 음파는 청각장치를 작동시켜 음향학적 신경을 따라 
신경자극의 형태로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 이 전달문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말
소리 전달의 3단계 과정을 근거로 언어연쇄(speech chain)를 다루는 조음음성학
(articulatory phonetics), 음향음성학　 (acostic phonetics), 청각음성학(auditory 

[그림 Ⅱ-1] 데네스와 핀선(Denes ＆ Pinson)의 언어연쇄 
(speech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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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tics) 3종의 음성학 연구 분야가 있다. 이 3종의 음성학은 음성 발성
(phonation)11)에 속한다. 말소리가 전달되는 언어연쇄(speech chain)의 과정은 [그
림 Ⅱ-1]과 같다.
　　말소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발성기관의 기능을 연구하는 조음음성학은 주로 
인간의 발음원리에 해 연구한다. 조음음성학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는 등 실제적인 필요로 인해 여러 가지 기계의 도
움을 받게 된다(이용재, 1996). 인공 구개(artifical palate), 후두경(laryngoscope) 
등의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발음기관을 관찰하며 각 발음의 소리와 발음방법을 상
세히 기록한다. 또한 신경체계의 근육활동과 성 의 발음동작도 함께 살펴본다. 발
성기관에서 만들어진 말소리가 전달되는 물리적 속성을 연구하는 음향음성학은 음
색, 음의 고저, 음의 강약, 음의 장단을 다루며 동시에 소리 전송과정에서의 부호화 
및 재음성화 기술도 포함한다. 즉, 조음성학과 음향음성학은 측정기를 통해 언어적, 
생리적, 음향적 단계 중 말소리의 형성과 말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물리적 과
정에 해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그러나 말소리의 전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현상뿐 아니라 청자의 편에서 청각 신경과 말의 인지과정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청자의 귀에 도달한 개별적인 말소리를 식
별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청각음성학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1.2. 지각범주의 발달과 평가

　 음운적 능력(phonological competence)의미가 있는 소리를 변별하고 절제감과 운
율을 생성하며 이해와 수용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리킨다(H. H. Stern, 1992). 
소리는 형식적 구조의 물리적인 실체이지만 인간은 반드시 생리적 기관을 통해서만 
음운을 알아들을 수 있다. 발성과 이해, 감지 과정은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음운의 물리적 체현과 청자의 심리적 감지 사이에는 편차가 존재하며 음운
의 결과는 음운의 물리적 양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감지에 의해 좌우된다

11) 음성 발성(phonation)은 혀와 입술의 고도로 숙련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활동
이다. 즉, 언어음의 과학적 연구로서 음성현상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탐구하여 발음의 원
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이승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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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詘人, 2004).
  ‘범주적 지각(categorical perception)’이란 물리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분포하
고 있는 말소리를 범주로 구분하여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김효숙, 1997:17). 언어 
감지는 변화하는 음성언어 정보를 분산된 언어의 범주와 맞물리게 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언어 감지는 언어 이해의 기초단계이며 심리언어학에서 언어 감지 연구는 
주로 어류의 획분(speech segmentation)12)과 음위 및 단어의 변별 두 가지가 포함
된다. 언어 감지의 과정에서 청자는 우선 연속적인 말소리에 해 구분을 진행하여 
발화자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눈다. 청자는 언어신호를 가공하고 음성 
성분을 변별할 때 관련이 없는 범주 내의 음성 차이는 여과하고, 구별 특징과 관련
이 있는 언어와 전형적인 범주 정보를 남겨놓는다. 청자는 목표어 범주 내부의 차이
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범주 성원이 더욱 전형을 나타내면 범주의 원형인지도 감지
할 수 있다(Miller & Volaitis, 1989; Selkirk，1984；Cutler & Norris，1988；
Saffran, 1996；Mcclelland, 2006). 그러므로 청자는 임의로 나타나는 자극에서 어
느 것이 범주적인 특성을 띠는지 판단할 수 있고, 범주 표성을 띤 성원의 지각적 
효과가 다른 성원들보다 좋은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주의 원형은 동시에 주위
의 자극을 동화하여 원형 주위의 지각 공간을 축소한다. 제2　언어 습득 모형과 결
합하여 범주성분적인 원형의 유효한 지각에 한 입력을 증가시켜야 학습자가 이해
한 입력에 한 수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최 한의 언어 출력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다. 언어가공 초기의 언어 감지(speech perception) 이론은 아래와 같다. 

12) 커틀러와 노리스(Cutler & Norris, 1988)에서는 연속한 말소리를 분절하기 위해 ‘운율 
세분화 전략(metrical segmentation strategy, MSS)’을 제시하였다. 

동력이론 (motor theory of 
speech perception)
(Libeman A. M. & I. C. 
Mattingly, 1985)

인류는 천성적이고 전문적인 가공 시스템을 통하여 
발화자의 발음 동작에 해 계산을 하여 암호를 해
독하듯이 언어의 구조를 회복하는 언어 감지는 언
어의 생성으로 완성된다.

직접현실론 (event approach 
to speech perception)
(Fowler C. A, 1986)

언어 감지의 상은 발음이다. 그러나 발음 동작의 
감지는 특수한 메카니즘이 필요 없다. 반 로 발음
동작이 일으키는 성학정보 자체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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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이론은 감지의 자연성 관점을 강조하면서 모어의 감지가 모어 발화자의 영아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다고 본다. 다양한 소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음성 식별 
능력은 생후 12개월 정도가 되면서부터 점차 소멸되고 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습
득하게 되는 모어에 맞추어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자신의 모어에서 변별되는 음이 
아닌 다른 소리의 식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언어 감지의 접수자로서 제2　언어 
학습자는 모어 음성 체계에서 서서히 지각적 동화(perceptual assimilation)와 지각
적 적응을 거치며 무의식적 지각(unconscious perception)에서 의식적 지각
(perceptual awareness)으로의 변화과정을 거친다(James A, 1988). 즉, 언어의 감
지는 언어의 생성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직접현실론은 언어 가공과정에서 직접 언어환경에 한 자극에 따라 감지적 범주 
식별과 감지 분류에 주는 영향을 강조한다. 직접현실론에서 말하는 감지적 범주의 
형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언어 감지의 초급 단계에서 청자가 듣는 음향신호는 범주적인 특징에 따라 
분석되며 언어환경에서의 출력을 조정하며 마지막으로 범주화 반응이 이루어진다. 

 둘째, 고차원적인 언어정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며 초기의 감지분석 생성에 
영향을 준다. 

  정합이론과 상호활성이론은 음향신호와 단어의 결합을 활발히 한다. 정합이론은 
단어에 한 활성화가 정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주입정보와 뇌
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의 표징이 맞물리는 정보와 관계된다고 본다. 언어 환경의 정
보는 음향 언어정보와 저장되어 있는 표징으로 체될 수 없다. 
  상호활성이론에 근거하면,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표

정합이론 (cohort theory）
(Diehl R. L. & K. R. 
Kluender, 1989)

언어 감지는 발음 동작의 회복과 특수 가공 메카니
즘의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 로 청각 가공, 
학습과 범주화 총 원칙은 암시적으로 청자의 성학
정보와 언어 범주 사이의 결합능력에 있다.

상호활성이론（trace）
(Elman J. L. & J. L. 
McClelland, 1986）

① 언어는 정보를 주입하고 언어 감지는 소리 
정보가 언어 특징과 결합되는 것이다.
②  정보는 상하로 흐르고 상호 영향을 준다.

[표 Ⅱ-1] 언어가공 초기의 언어 감지(speech perception)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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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언어 특징, 음소, 단어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 활성화된 특징이 위로 정보를 
주입하고 형태소 단위를 활성화하며 이로써 단어 단위를 활성화한다. 형태소 단위와 
단어 단위가 함께 주위의 상징 층위에서 보조단위들을 활성화한다. 같은 표징 층위
에서 각 단위들은 메카니즘들의 상호연결을 억제하고, 각 층위 사이에서 상호 활성
화하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언어의 감지과정은 복잡하고 불확정성으로 가득하다. 선천적인 요소
를 배제하더라도 유효한 감지의 주입은 언어 환경을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음소 
사이에 종합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주입해야만 감지적 범주의 최 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지적 범주도 감지의 정도에 따라 판단과 측정을 할 수 있다.　리버만 외
(Liberman et al, 1957)는 음성 감지적 범주 연구의 전형적인 모범인 식별 실험
(identification task)과 변별　실험(discrimination task)의 결합을 이루어냈다. 식별 
실험은 들은 소리의 자극에 근거하여 주체가 제시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변별 실험은 청취가 A, B 그리고 두 음중에 하나인 
미지의 자극 X를 들은 후 X가 A였는지 B였는지를 변별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
래서 변별 실험의 결과로 얻은 변별곡선은 선명한 최 치를 나타낸다. 이 방법에 근
거하여 다른 실험 방법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취자에게 A와 B의 자극
을 주고, 이 두 개의 자극이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게 
한다. 음성자극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 두 가지의 실험을 통해 식별 곡선과 변별 곡
선을 얻을 수 있는데 식별 곡선은 매번의 자극을 모종의 음조로 듣는 비율을 통계
하여 얻은 곡선이고, 변별 곡선은 매번의 자극이 정확히 들린 비율을 통계하여 얻은 
곡선이다. 음성적 감지의 범주적 경계는 식별 실험과 변별 실험에서 곡선에 응하
는 최 치의 위치이다. 리버만은　이를 토 로 음성 감지 범주의 세 가지 중요한 판
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식별 실험에서 두 개의 연속적인 자극 사이의 식별률이 급변할 때 
   식별 곡선은 가파른 상승세 혹은 하강세를 보여 준다. 
② 변별 실험에서 변별 곡선은 선명한 최 치를 나타낸다. 
③ 식별 곡선의 급변 위치와 변별 곡선의 최 치는 서로 응되며, 
   그 위치는 음성적 감지의 범주적 경계가 된다. 

[표 Ⅱ-2] 음성 감지 범주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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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통해 범주적 감지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음성 
연속 혹은 상이한 연속음으로 감지된 범주적인 정도에서의 높고 낮음을 비교할 수 
있다. 할레　 외(Halle　 et al, 2004), 슈　 외(Xu　 et al, 2006), 펭　 외(Peng　 et al, 
2010)는 범주적 변경의 가파른 정도(sharpness)와 너비(width), 변별곡선의 최 치 
크기를 기준으로 범주화 정도의 높고 낮음을 규정하는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제시하
였다. 범주 변경의 가파른 정도는 통상적으로 식별곡선의 경사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펭　외(Peng　et al, 2010)의 연구에서 범주경계의 너비는 식별곡선 25%가 위
치한 지점과 75%가 위치한 지점의 선상의 거리(linear distance)이다. 범주 변경의 
너비가 넓을수록 범주화 정도가 낮고 너비가 좁을수록 범주화 정도가 높다. 끝으로 
변별곡선의 최 치가 클수록 범주화 정도가 높고, 작을수록 범주화 정도가 낮다. 
  앞에서 서술했듯 모어는 영아의 언어 감지 능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의 
경우, 언어 감지도 큰 언어 상성을 나타낸다. 바꾸어 말하면 모어의 언어 특징은 
제2 언어의 언어 감지를 결정한다. 모어의 언어 체계가 제2　언어의 감지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극을 강조하는 일정한 변의성과 변별을 거쳐 그에 상응
하는 답을 준다면 성인도 극단적으로 어려운 언어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감지의 주
입을 자극할 수 있다. 범주적 언어 감지가 좋을수록 언어 산출의 정확성이 높아지므
로 지각능력은 생성능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1.3. 제2　언어 말소리의 지각  동화 특징  유형 

 　제2　언어의 음성 습득은 감지와 생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SLM은 제2　언어 
음성의 감지와 생성 두 가지 면을 포함한다. PAM은 제2　언어 음성 감지를 상으
로 도출한 것이다. PAM에서 비모어의 말소리 지각은 모어의 언어 경험 영향을 많
이 받으므로 학습자가 제2　언어 음성 습득 시 모어에 존재하는 음운 체계에 어떤 
식으로든 동화된다고 본다. SLM에서 소리의 지각이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적절
한 음성학적 카테고리를 식별하기 위하여 음성 신호 내 음성상의 속성을 변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음성 감지 동화 이론과 음성 학습 이론에 따르면 개체가 새로운 언
어를 학습할 때, 제1 언어의 음위 표징(phonological representation)이 제2　언어의 
음위 표징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2　언어의 습관이 이미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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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의 음위 표징에 영향을 준다. 음위 지각 동화(同化)와 이화(異化)는 관련된 언
어음성의 생성과 지각에 큰 교란을 준다. 음성 의식의 중요한 표징으로서 음성판단
의 작업과 음성 감지의 과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플레지의 SLM에서는 음성학 
측면에서 제2　언어 음성습관의 과정에 하여 모어와 제2　언어 사이의 유사성을 기
초로, 제2　언어 음소를 아래와 같이 서로 동일한 음소, 생소한 음소, 비슷한 음소 3
가지로 나누었다.    

 
 [표 Ⅱ-3]에서와 같이 모어와 목표어의 동일한 음소가 가장 쉽게 습득되고 그 다
음 생소한 음소, 비슷한 음소 순으로 습득된다. 플레지(1987)는 이 가설을 증명하
였는데,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일정한 학습기간을 거친 후 프랑스어의 원음
발음 /y/를 낼 수 있었지만 프랑스어 발음 u/u/를 낼 때는 여전히 영어 /u/의 발음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어가 영어인 프랑스어 학습자에게 프랑스어 원설
모음 /u/가 모어의 u와 비슷한 음소이고, /y/는 생소한 음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험은 생소한 음소를 비슷한 음소보다 더 온전하게 배울 수 있다는 가설을 증명한 
것이다. 이는 동등 범주화(equivalence classification)의 인지체제에 의해 초래된 것
으로, 본 인지체제의 작용 아래에 학습자는 모어에 존재하는 다른 응물을 제2　언
어 중 어떤 음소와 동등화시킨다. 그러므로 학습과정에서 본 비슷한 음소는 시종 모
어의 말소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 로 학습자가 제2　언어의 생소한 음소를 모어의 임의의 음소와 응시킬 수 

동일한 음소
(identical phone)

음성학 특징이 L1음소와 완전히 
동일한  L2음소

생소한 음소
(new phone)

음성학 특징이 L1음소와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L2음소

비슷한 음소
(similar phone)

음성학 특징이 동일한 것이 아닌 
L2음소

[표 Ⅱ-3] 모어와 목표어 유사성에 따른 음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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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 최종적으로 제2　언어 모어 발화자와 같은 음색을 낼 수 있다. 음성 감지 
범주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비슷한 음소를 들었을 때 학습자는 이것을 모어의 범주
에 쉽게 넣어 버리기 때문에 모어에서 비슷한 응물을 찾게 되며, 발음 시 선명한 
모어 말소리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응물이 없는 생소한 음소를 처리할 때, 
학습자는 장기간의 학습을 거쳐 새로운 제2　언어 음소의 범주를 생성한다. 이것은 
제2 언어 학습자가 제2　언어 말소리의 성격을 띠는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소
리의 생성은 학습자가 제2　언어의 비슷한 음소를 모어에 투사하여 생긴 것이다. 만
약 학습자가 암시적으로 모어와 제2　언어를 생소한 음소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제2　
언어 음소 범주를 건립하면 모어 말소리가 생기지 않는다. 동일한 음소는 학습자로 
하여금 가장 빨리 정확한 발음을 내게 하고, 생소한 음소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
지만 최종적으로는 습득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음소는 처음에는 생소한 
음소보다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학습자가 발음의 정확성 면
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들의 모어 말소리가 짙게 남아있게 된다. 종합하면, 
SLM의 핵심 내용은 모어와 제2　언어의 유사성이 크면 학습자의 제2　언어 음성 습
득 난이도가 높아지고, 반 일 경우에는 학습자의 제2　언어 음성 습득 난이도가 낮
아 제2　언어 음성 범주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스테탈(Bestetal, 1988)은 SLM를 근거로 제2　언어 학습자가 비모어 음성을 들
었을 때, 비모어와 모어 음성의 유사성 정도로부터 모어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을 제
기하면서 이것을 동화라고 하였다. 반 로 비모어 음성과 모어 음성의 차이가 너무 
커서 동화가 안 될 경우 이들을 비언어음(non-speech sounds)의 관점에 귀납시킨
다. 그는 음성 감지와 동화의 기본과정과 내재적 체제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감
지 동화 모델(PAM)을 제시하였는데 비모어의 감지는 감지적 공간(perceptual 
space)의 재건과정이다.
  동등 범주화(equivalence classification)는 청자의 비모어 언어 지각에 큰 영향을 
준다. 청자가 비모어음의 지각을 모어음에 동화시키게 되는 요인은 비모어음과 모어 
음위의 발성기관, 폐쇄 위치, 폐쇄 정도의 공통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외국어 음
성과 가장 가까운 제1 언어 음성 사이의 지각 거리는 비모어 음성　 립의 구분 난
이도가 존재하는 원인이다. 베스트(1995)에 의하면 비모어 음성의 동화 유형은 아
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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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4]에서와 같이 SLM은 제2　언어를 기반으로 모어와 제2　언어 습득 과정 
중 상호 연계를 비교하여 제2　 언어 습득 음성의 최종 결과를 강조한다. PAM은 
SLM과 달리 모어를 기반으로 모어 음소가 제2　언어에 주는 영향의 유형과 음성 동
화의 범주를 고찰한다. 그러므로 동일하지 않은 동화 정도 및 구분의 난이도에 근거
하여 비모어 음성이 동화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L2음위에 의해 동
화

두 개의 모음 음위　 범주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모
어 음성공간 내에 있지만 
구체적인 음위범주로 동화 
되지 못할 때

언어음으로 동화되지 않거
나 비언어음일 때 음성공
간 밖에 위치

[표 Ⅱ-4] 비모어 음성의 동화표

TC (two-category assimilation) *
한 쌍의 L2 음위 립(contrast)이 각각 L1의 두 개 
음위(phoneme)와 유사하여 각각 다른 모어 범주로 
동화된다.

                

 

CG (category-goodness difference)**
 L2의 두 개 범주의 감지가 하나의 동일한 L1의 범
주로 동화된다. 그러므로 L1의 두 개 범주에 해 명
확한 변별을 진행할 수 없다. 

 
                

SC (single-category assimilation)***
두 개의 L2 음이 하나의 동일한 L1 범주로 동화되며 
두 음이 L1 음위 공간 거리와 L1 전형과의 차이가 
동일하다.
UC(uncategorised vs categorised)
하나의 L2 음이 하나의 모어 범주에 동화되지만 다른 
하나는 L1 음성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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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5]에서 보듯이 제2　언어의 두 음위 범주가 학습자의 모어에 있는 음위범
주와 응하면 학습자에게 제2　언어의 두 범주의 지각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상황
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제2　언어의 두 개의 립되는 범주와 모어의 하나의 범주가 유사할 경우 학
습자는 제2 언어의 두 개의 범주에 한 변별 능력이 떨어진다. 
 둘째, 제2　언어의 두 개의 범주 중 하나가 모어 범주와 유사하고 다른 하나는 유
사하지 않다면 학습자는 제2　언어의 두 개의 범주에 해 일정한 변별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제2　언어의 두 음계 범주가 모어 음계의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면 학
습자는 제2　언어의 음을 끝내 성공적으로 습득하지 못한다. 
  모어음의 동화 유형에 따라 PAM은 제2　언어 립음의 구별 정도를 TC>CG>SC
로 예상하였다(Best, 1994; 1995). 그러므로 두 가지 언어 학습자의 언어 감지 능
력과 두 가지 언어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존재한다. 차이의 폭도 
두 가지 언어 음위 분포의 유사 정도에 관련되며 유사 정도가 크면 클수록 차이의 
폭이 작아진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언어의 음위 분포의 중첩 부분이 많을수록 동
화 혹은 이화의 음위가 적으며 이 때문에 두 가지 언어 발화자의 음성 감지 능력이 
두 가지 언어 경험으로 받는 영향이 적다. 
  폴카(Polka, 1991)의 모어와　제２　언어의　유사성에 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
가 제2　언어 중 동일하지 않은 립을 감지할 때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현상을 제

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음소의 위치(phoneticstatus) 외에도 말소리 경험

UU(both uncategorised) 
두 개의 L2 음이 모두 음성 영역에 존재하지만 L1 
범주에는 속하지 않아 변별의 난이도는 음위 립에
서 두 음위가 내재한 차이 정도와 L1 음성 체계와의 
거리와 관계된다. 만약 내재하는 차이가 크고 L1 음
운 영역 내의 L1 범주와 거리가 멀면 변별 난이도가 
작고 가까우면 변별 난이도가 크다. 
NA(non-assimilable or non-speech sounds) 
두 개의 L2 음이 모두 L1 범주와 불일치하는데 이 
경우 변별하기 쉽다. 

[표 Ⅱ-5] 제2　언어와 모어 간의 동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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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tic experience)과 음향학의 돌출성(acousticsalience)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두 음소가 모어 음소의 변형 형식이라면 학습자가 음성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으므로 이 립에서 큰 곤란을 느끼게 된다. 폴카는 시간적인 면에서의 구
분이 주파수 스펙트럼(음색) 면에서의 구분보다 선명하며 제2　언어에서 시간의 장
단에 의해 구분하는 립은 주파수 스펙트럼에 의해 구분하는 립보다 학습자가 
느끼는 곤란함이 적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말소리 학습 모형(SLM)은 소리 범주 사이에서 지각 관계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한다. 제2　언어는 동등하게 분류되어 모어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
하지 않은 제2　언어에서의 소리 지각을 제1 언어의 범주로 동화하고 제2　언어를 여
러 해 동안 사용한 후에도 이렇게 동등하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2　
언어와 모어의 유사한 소리의 지각 표징은 여전히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
어 양자 사이에서 조화가 일어나 제2　언어 발음 시 여전히 ‘말소리’가 존재하며, 심
지어 모어 소리의 음성 실현(phonetic realization)에 변화가 생긴다. 지각에서는 확
실히 모어 범주와 다른 제2　언어의 소리는 동화되지 않는다. 제2　언어의 경험이 증
가함에 따라 학습자는 이런 소리를 모어 범주와 다른 범주로 표출하며 지각과 발음
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음성 학습(phonetic learning)은 제2　언어 소리가 학습과정
을 거치며 지각과 생성 면에서 향상되는 것을 말하며 모어 수준으로 부단히 접근하
는 것을 의미한다. 모어와 제2　언어 음성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제2　언어 음성 범주
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관점은 PAM과 SLM이 비슷한데, SLM의 기
초에서 비모어 음향의 동화 현상과 지각적 난이도는 PAM의 예측 로 
TC>CG>UC>SC 순으로 나타났다. 
 발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으로는 모어, 연령, 목표어에 노출된 정도, 
타고난 음성학적 능력, 정체성과 언어 자아의식, 좋은 발음에 한 동기와 관심을 
들 수 있다(Brown, 2007:260). 이상 논의한 것과 같이, 제2 언어의 발음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어와 목표어 음성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른 동
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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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말소리 지각과 산출의 계

  제2　언어 습득에서 음성의 산출과 음성의 지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관련
성이 있는지에 한 연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표적으로 스트레인지(Strange, 
1995), 플레지(Flege, 1999), 베스트(Best, 1994), 그리고 아이버슨과 쿨(Iverson 
& Khul, 1995, 1996)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베스트(1994)는 성인 L2 학습자
들이 낯선 언어의 소리를 지각하는 방식과 유아기에 L1의 말소리 지각의 발달적 측
면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이와는 조적으로, 플레지(1999)는 성인 L2 학습자들이 
L2에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의 지각적 범주의 발달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아이버슨과 쿨(Iverson & Khul, 1995, 1996)는 지각적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아니라 청자가 말소리가 아닌, 즉 L1에 동화되지 않는 L2의 말소리를 지각할 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1의 지각적 자석효과의 존재는 왜 청자들이 
L1모음의 스펙트럼 값에 가까운 L2모음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에 한 이
유를 설명한다(남영자, 2008 재인용). 이는 PAM에서 L2모음을 L1모음에 동화시키
는 현상과 SLM의 등가적 유목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스트레인지(Strange, 1995)는 숙련된 학습자는 지각과 발성 사이에 아무런 연관
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는 학습자가 제2　언어에 속한 어떤 
음소의 발음을 숙련하게 장악한 후에도 이런 음소를 지각할 때 여전히 어려움이 존
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 로 목표어 음성의 지각 오류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발음 오류가 오히려 사라지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플레지(Flege, 1999)의 관점은 스트레인지와 다르다. 그가 제기한 말소리 학습 
모형(SLM)의 핵심은 L2 음성 생성과정의 오류가 제2　언어에 한 지각 오류에서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플레지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설명하기를, 지각과 발
성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하는 바 목표언어에 해 매우 숙련도가 높은 학습자라
고 할지라도 의존 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의 영어어미 청탁자음의 처리방법을 연
구하였다. 그는 나이가 어린 이중 언어 사용자(early bilinguals)가 발음한 /d/ 앞의 
모음 길이가 /t/ 앞의 모음 길이보다 현저히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음 
특징은 영어를 모어로 하는 발화자의 발음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
은 이중 언어 사용자(late bilinguals)가 발음한 두 가지 모음의 차이는 E부류(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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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inguals)보다 작았다. 지각실험에서 E부류가 판단한 /d/ 앞의 원음이 L부류(late 
bilinguals)가 판단한 /t/ 앞의 원음보다 현저히 길었다. L부류의 발음 특성에서는 이
런 차이가 크지 않아서 발성과 지각에서 서로 동일하지 않은 자음 전에 위치한 모
음의 길이는 비례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왕온가(王韫佳, 2002)는 음성 습득에서 지각과 발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했다. 
 첫째，음성 지각의 음성학 관련 사실과 발음성학 특징 사이에는 관련성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중국어 표준어를 모어로 하는 발화자는 영어 모음의 지각을 구분할 
때 원음의 시간 길이로 판단한다. 발음에서 학습자는 주파수의 특징에 의거하는 것
이 아니라 시간의 길이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둘째，지각과 발음의 순서 문제를 보면 목표어의 음성을 듣고 다음 발음에서 모방
을 하며 음성 습득의 과정은 수많은 ‘지각부터 발음까지’의 반복이다. 그러면 새로운 
음성 범주에서 지각적 정립은 발음의 정립보다 반드시 앞선다.　
 셋째，학습자의 측면에서 보면, 지각의 성공 여부와 발음의 성공 여부 사이에 일정
한 연관성이 존재하므로 목표어에서 음계 학습자의 발음 성공이 어떻게 지각되어 
표현된 것인지 알 수 있다. 혹은 학습자의 지각 성공이 어떻게 발음으로 표현되는지 
고찰할 수 있다.
　 제2　언어 습득에 있어서 해당 언어의 음성에 한 지각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 산출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해 살펴본 주요 연구로는 캣포드와 피소니
(Catford & Pisoni, 1970), 포스토브스키(Postovsky, 1974), 이나라(2011), 성은경
(2006), 카사이안(Kassaian, 2011), 페페르감프와 부숑(Peperkamp & Bouchon, 
2011), 베세-베르크(Baese-Berk, 2010) 등이 있다.
　 캣포드와 피소니(Catford & Pisoni, 1970)의 연구는 언어 레벨이 아닌 음성 레벨
(exotic sounds), 즉 원래 모르는 말소리를 발음하는 단계에서 실험한 결과로 산출
과 지각의 관련성에 해 언급했으므로 이전 1950~60년 의 구체적이지 않은 연구
에서 한 단계 나아간 연구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르는 언어
의 말소리를 습득할 때 조음적(articulatory)인 교육을 받은 그룹이 더 정확한 습득
을 보이는지, 청각적(auditory)인 교육을 받은 그룹이 더 정확한 습득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4명의 영어 모어 화자를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산출 테스트와 지각 테스트에서 조음 훈련을 진행한 첫 번째 그룹의 정답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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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왔다. 즉, 모어가 아닌 음성을 배울 때 산출하는 능력이 지각하는 능
력보다 앞서 습득되어야 하며, 지각훈련과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실제 음성을 산출
해 보는 훈련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입술의 움직임을 연습한 그룹
의 실험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았고, 강사의 언어학적 지식이 학습자가 말소리를 알
아차리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음적 교육을 받은 그룹은 입술의 움
직임을 잘 알기 때문에 산출이 뛰어나고 청각적 교육을 받은 그룹은 모음과 자음의 
구별을 더 잘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산출과 지각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교수방식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알아보는 연구는 포스
토브스키(Postovsky, 1974)가 진행하였다. 포스토브스키는 냉전 당시 미군 내 언어 
연구원으로 일하며 군인들에게 더 효과적인 러시아어 교수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영
어 모어 화자를 상으로 러시아어 말소리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첫째 주부터 산출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으며, 다른 그룹에게는 셋째 주부터 산출훈련을 시키고 12주일 후 
4가지 언어 학습 분야에 관한 시험을 보게 하였다. 그 결과, 모든 테스트에서 초기 
2주일 말하기 훈련을 배제했던 그룹이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
서 포스토브스키는 제2　언어를 교육할 때 산출훈련에 앞서 해당 언어의 음에 한 
지각능력이 습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의 연구를 보면 이것은 러시아어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른다. 포스토브스키는 언어 학습을 시작하는 단
계에서 제 로 된 지각훈련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나친 산출 연습을 하는 것은 불필
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 그룹이 제2　언어를 함께 연습할 때 서로의 발음을 
듣고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는 채 학습을 많이 진행하면 모어 화자와 
화를 나누기 힘들어진다는 결론 때문이다. 
  이나라(2011)는 최  2개까지의 자음이 연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언어인 한국어
와 달리 일본어는 한 음절이 항상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언어이며 자음의 연속이 
없는 언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를 토 로 일본인이 한국어 발음을 어떻게 지
각하여 산출하는지 살펴 제2　언어 습득에서 산출능력과 지각능력 습득의 상관관계
를 설명하였다. 모어가 아닌 음성을 제 로 산출하려면 해당 음을 지각하는 능력 없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음이 모어에 하나의 독립된 음소로서는 분
류되지 않으나 변이음으로서 존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산출능력이 지각능력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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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 있다는 가설을 만들었다. 실험 결과, 일본어 모어 화자는 한국어 자음 패턴에 
한 지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출할 때 무의식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

았는데 이는 일본인의 한국어 습득에 있어 산출 연습의 중요성을 보이는 연구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인 영어 학습자의 산출과 지각 관련성을 학습자의 나이 차이로 
알아보는 연구는 성은경(2006)이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인 성인과 아이의 제2　
언어 습득에서 모어의 영향을 영어-한국어간 말소리 조의 지각과 산출실험으로 
알아보았다. 2006년 연구 당시까지 언어 습득에 있어서 산출과 지각의 관련성에 
한 확실한 결론이 없었다고 하는데, 일본어 모어 화자의 영어학습의 경우에 있어서 
산출과 지각의 밀접한 연결을 인식하였다(cf. Bradlow, Pisoni, Akahane-Yamada 
& Tohkura, 1997). 그러나 성은경(2006)은 한국인 학생이 영어를 학습할 때에
도 산출과 지각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모어 습득의 경우와는 
달리 제2 언어 습득에서 지각과 산출 사이에는 명확한 관련성이 없음을 밝혔다. 한
국인 성인은 /j/-/z/을 구별하는 지각이 가장 약했으며 아이들의 경우에도 완벽하게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말소리 산출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분석하
면 실험 상자의 지각능력과 산출능력에 있어서 여러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
며, 특히 /r/과 /l/ 말소리를 모어처럼 만들어내는 확률이 낮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
히 한국인 성인은 이 말소리의 차이를 제 로 인식했지만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결과는 실험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2　언
어 습득의 지각과 산출에 있어서 성인과 아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성인은 강하게 모어의 음성 체계의 영향을 받으나 아이는 상 적으로 모어 음성 
체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성인에게는 한국어에 없는 영어의 음소를 발
음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으며, 제2　언어 음소 학습 경험이 많은 성인 중
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산출과 지각 사이에 일관성 있는 패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각능력으로부터 산출능력을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카사이안(Kassaian, 2011)은 페르시아어 모어 화자의 영어 음소 산출-지각의 관
계를 알아보는 한편, 이를 나이 차이와 성별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페르시아
어 모어 화자 60명을 남자 아이 15명, 여자 아이 15명과 남자 성인 15명과 여자 
성인 15명 네 그룹으로 나누어 분산분석(ANOVA)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아이와 성
인은 영어 말소리의 지각과 산출에 해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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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인의 경우에도 영어를 완벽하게 발음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결정적 시기 가
설(critical age theory)을 상 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페르시아어 모
어 화자는 일반적으로 산출 면에서는 지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실험에서의 연구 문제가 ‘지각을 제 로 하지 못하는 말소리를 제 로 산
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볼 때, 플레지의 연구 업적은 모어 음운 체계가 
제2 언어 발음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카사이안의 연구는 산출이 지각에 앞설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페페르감프와 부숑(Peperkamp & Bouchon, 2011)은 언어 간의 차이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산출과 지각을 두 가지 ‘양식(modality)’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 
두 가지 양식은 학습자의 ‘실적(performance)’과 관련이 있다는 논의가 많은 가운
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은 그 근거로 오로지 플레지의 SLM을 제시한다. 
그들이 실시하는 실험에는 지각실험과 산출실험 두 가지의 비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플레지의 문헌 리뷰에 따라 산출과 지각의 연관성이 상관관계(correlation)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였다. 플레지(1999)는 프랑스어 모어 화자를 상으로 영어의 
제2　언어 습득 단계에서 문장 낭독 시험과 ABX 변별 실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변별 실험에서는 프랑스어에는 없고 영어에는 많은 이완 모음(lax vowels)을 /ing/, 
/ish/, /ous/, /y/, /er/로 끝나는 유사 단어(pseudo-words)로 선정해 진행하였다. 실
험 결과, 학습자의 산출은 모어 화자와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인이 영어를 발음할 때 드러나는 강한 외국어 말투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각 측면부터 말하자면 프랑스인은 영어의 /Ö/와 /i/의 차이를 거의 지각하
지 못한다. 그래서 프랑스어와 영어 간에는 산출과 지각의 관련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기존 연구에 의문의 여지가 생겼다. 기존 연구와 페페르감프와　부숑에서 밝
힌 연구 결과의 차이는 실험 결과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충분한 설명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베세-베르크(Baese-Berk, 2010)의 연구는 이상의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준다. 그는 한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각과 
산출 양쪽이 어느 정도 숙달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산출과 지각의 관련성
을 양쪽 양식을 한 가지 제도에서 보는 방식과 두 가지 제도에 걸쳐 보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양쪽 양식은 드러난 결과의 
표현이나 과정으로써 이해되는 방식에 따라 관련성에 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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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산출과 지각의 관련성을 초기 학습
자가 새로운 말소리를 배우는 기간으로 알아보았는데 훈련 시간을 줄이면서 세 가
지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지각훈련 기간이 긴 실험 참여자는 지각능력이 가장 좋아지
지만 산출과 지각 양쪽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지각능력이 좋아지지 않았으며 산출에
서의 발전만 보였다. SLM, PAM, NLM의 세 가지 모델을 면밀하게 분석한 베세-
베르크는 이 모델들이 모두 학습자가 L1에 한 지식으로 L2를 습득한다는 전제에
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특히 PAM은 산출과 지각 두 양식이 한 제도 속에 있는 요
소로 본다. 같은 제도라면, 산출과 지각 양쪽 양식이 결과와 과정을 같이 할 수 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성공적인 산출이면 성공적인 지각이어야 하고, 역으로도 같을 수밖에 없으

며, 이 관계는 기생적 관계(parasitic relation)로 예상된다.
 둘째, 두 가지 양식이 평행하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비기생적 관계

(non-parasitic relation)일 것이다. 이 근거로 양쪽 양식은 서로를 도와주지만 의
존관계는 아니다. 

 셋째, 같은 제도에서, 두 양식은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실험은 다음과 같았다. 실험 1은 지각훈련만 실
시한 후 새로운 조음의 산출과 지각에 한 식별(discrimination), 범주화
(categorization), 반복(repetition), 명명(naming)의 네 가지 단계를 걸친 실험이었
다. 이를 통해 지각훈련 후 산출과 지각에서 학습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
험 2는 지각훈련과 산출훈련을 한 다음 새로운 조음의 산출과 지각에 한 식별, 
범주화, 반복, 명명의 네 가지 단계를 걸친 시험이었다. 이는 산출훈련의 추가로 인
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실험 3은 실험 1, 2와 같이 실시되었는데 
훈련 시간을 이틀부터 사흘로 확 하였으며 훈련 시기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한 실험이었다. 그 결과 산출과 지각 양쪽을 훈련받은 참여자는 말소리 변별 실험에
서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수용 능력도 지각, 산출 양쪽을 훈련받
은 그룹에서 컸다고 한다. 실험 3에서 3일간 지각만 훈련한 실험자와 지각-산출 양
쪽을 훈련받은 실험자의 실험결과는 그 차이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화 실
험의 결과에서만 지속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각-산출 
양쪽　훈련을　받은　실험자가　지각하는 데에 성공하면　산출훈련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반면, 지각훈련만 받은 실험자　그룹만큼 강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이



- 33 -

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산출과 지각의 동시적인 훈련으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방해(disruption in learning)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언어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쪽 양식을 실험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산출과 지각은 
각각 모든 성과와 과정을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치했다면, 이 실험
에 나오는 차이점일 수 없기 때문에 산출과 지각이 서로 다양한 관련성이 있으면서
도 전혀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선행 연구처럼 모어가 아닌 언어의 음성을 습득할 때 산출능력이 선행되어
야 하는지, 지각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 연구의 실험 상이나 실험의 적합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이들 실험 결과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는데, 음성 습득에 있어서 산출과 지각 중 어느 것이 앞서는지
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즉, 모든 항목에서 산출능력이 항상 지각능력에 
앞서 습득된다거나 지각능력이 항상 산출능력에 앞서 습득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
라, 항목에 따라 산출이 앞서 습득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지각이 앞서 습득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천방언권 화자의 한국어 종성　산출 및 지각에 해 생각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산출능력이 앞서야 한다거나　모든 항목에서 지각능력이 앞서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신 특정한 종성 패턴이 모어에 존재하는지, 존재하
지 않는지에 따라　산출과 지각의 습득 양상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는 양순음 /ㅁ/과 치조음 /ㄴ/, 연구개음 /ㅇ/과 같은 세 개의 비음 종성이 
존재하는 반면 사천방언에는 양순음 종성 /m/을 제외한 설첨비운모 /n/과 설근비운
모 /ŋ/이 음소로 존재한다. 그러나 /n/ 운미의 전비운모를 발음할 때 연구개가 내려
오면서 일부의 기류가 비강으로 나가고 한국어에서 종성 위치에 오는 치조음 비음 /
ㄴ/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어의 조음 위치가 비슷한 /ㄴ/과 같은 발음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음과 거의 비슷하게 발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ŋ/ 사
천방언 운모 중에 운복과 운미가 부분적으로 탈락하여 단운모로 바뀌는 양상이 매
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어 종성 연구개음인 /ㅇ/의 차이가 크다. 특히, 응한 한국
어 어말 환경 중에 결합한 모음별 지각과 발음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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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ŋ/의 경우 학습자가 적절히 지각하고 발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천방언에는 음소의 존재뿐 아니라, 중선행 조음 위치와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다’의 경우, /n/ 조음 위치가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
와 동화되어 개방 국면이 없는 전비운모 비음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종
성 위치에 오는 치조음 /ㄴ/과 매우 유사한 발음이다. 한국어 내에서 선행자음과 후
행 자음에 조음 위치가 다른 비음이 이어질 경우, 예를 들어 ‘안마’와 같은 단어는 
발음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천방언권 화자가 사천방언에 존재하는 음소, 즉 선행자
음과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은 패턴과 유사한 패턴의 자음을 포함한 한국어 
단어의 경우 산출을 정확하게 해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어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비음 /ㅇ/은 사천방언에서 구분되지 않는 음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
각은 힘들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산출능력이 지각능력보다 앞설 수 있다.
  반면 사천방언에 없는 음소의 경우, 예를 들어 어말에 유음과 폐쇄음이 오는 경
우13) 한국어에서는 설측음으로 발음되지만 사천방언에는 설측음이 없기 때문에 ‘알
곡’과 ‘아르곡’의 구분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탄설음과 설측음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둘을 구별하여 산출도 제 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천방언에 변이음으로는 존재하나 음소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산출능력이 
지각능력을 앞설 수 있을 것이고, 사천방언에 변이음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지각능력이 산출능력보다 앞설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겠다.

[표 Ⅱ-6] 한국어와 사천방언 간의 지각 동화14) 
13) 사천방언에는 설첨후음에 속한 zh/tʂ/, ch/tʂʰ/, sh/ʂ/, r/ʐ/이 존재하지 않아서 응하는 

한국어 유음도 없다.(Ⅲ장을 참고한다.) 

모어와의 
유사성

지각 동화
유형    

동화 양상
한국어 사천방언

생소한 음소 UU형(부재)
/ㅁ/-ㄹ/-/ㅂ/

 ∅
/ㄱ/-/ㄷ/

비슷한 음소 SC형(유사)
/ㄴ/           

  /n/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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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와 사천방언 간의 지각 동화의 도식은 [표 Ⅱ-6]과 같다. 종성에 오는 비
음, 폐쇄음, 유음은 사천방언 음성 체계나 음운 규칙의 전이가 빈번히 관찰되는 것
으로 밝혀진 바 있다. 먼저 한국어의 종성에 실현되는 음소로는 /n/, /m/, /ŋ/이 있
다. 사천방언의 경우는 한국어의 /n/, /ŋ/은 각각 사천방언의 두 음으로 동화가 일어
나고, 한국어 /m/은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에 있어서 /n/, /ŋ/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
어서 어렵지 않게 새로운 음성 범주(new phonetic category)를 형성해 낼 것으로 
기 된다. 또한, 한국어의 두 개의 음 /n/, /ŋ/이 사천방언의 하나의 음 /n/으로 동화
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외국어의 두 개의 음이 하나의 동일한 모어 범주로 
동화가 일어나는 SC(single-category assimilation)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
다. 유음과 폐쇄음의 경우는 UU(both uncategorised)형에 속하고 사천방언과 한국
어의 비교를 통해 생소 요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 종성 비음 습득의 난이도
를 가늠해 보면, UU>SC순일 것으로 추측된다.

   2. 사천방언의 음운 체계와 발음 특징

  서남관화(西南官話)15) 또는 상강관화(上江官話)는 중국 서남부의 사천, 충칭, 운
남, 귀주 및 인접한 호북의 부분, 호남 서부, 광서 북부, 섬서 남부 등 지역에서 
사용하는 북방 중국어 방언이다. 사용 인구는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데 중국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며 전체 관화지역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는 현

 중국어 표준어 외에 분포 지역이 가장 넓고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방언이다. 
『중국언어지도집』에서는 지역에 따라 서남관화16)를 중경어, 운남어, 귀주어, 사천
14) 권성미(2012)는 영어, 중국어 표준어, 러시아어, 중국어 남방방언 화자를 상으로 한국

어 종성 비음 동화 양상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동화 양상 표에 기초
해서 한국어와 사천방언 간의 지각 동화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15) 관화 방언은 북경말을 기초로 정의를 내린 북방 언어의 통칭이다. 즉, 광의의 북방 방언
(진어 외) 관화방언은 내부 언어의 특징으로 4개의 분가로 나뉜다. 즉 4개의 방언(혹은 
4개의 차방언): 화북관화(華北官話), 서북관화(西北官話), 서남관화(西南官話)와 강회관
화(江淮官話)이다.

16) 서남관화는 11개의 편을 포함하고 있다. ①성유편: 청두, 더양, 맨양, 남충, 다주, 판즈
화, 충칭시, 후베이성 서부 이창-징먼을 중심으로 한 19개 현시, 후난성 서북부 3현, 섬
서성 남부의 류바-부핑-닝산-전핑-남고-즈양-석천-전바-닝창, 간수성 문현 비커우 
진. ②관적편: 민장소편(루저우시-이빈시-러산시-시창시, 궈이저우성퉁신-런화이-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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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류어, 호북어 등으로 나눈다. 현재 사천 서남관화, 즉 사천방언이 서남관화에
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사천성을 중심으로 사천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
억 2천만 명에 달한다. 
 『파촉방언어음연구종술(巴蜀方言语音研究综述)』의 기록에 의하면, 남송(南宋) 말
기에 파촉 지역의 원주민 인구가 폭 감소하고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파
촉 지역의 인구수를 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원(元) 말기, 명(明) 말기
를 거치며 수차례의 인구 증감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호광진사천(湖广填四川)’의 인
구 구조가 확정되었다. 호광 지역의 관화 방언도 이에 따라 파촉 지역의 주요 방언
으로 편입되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사천 서남관화의 기원이 되었다.
　  현  중국어 표준어는 현  한(汉)민족 공통 언어의 약칭이다. 즉 ‘북경말을 표
준음으로, 북방언어를 기초 방언으로, 현  백화문 저작의 문법으로 표준어를 규범
한다.’17)고 명문화되었다. 이와 달리 후광관화 방언에서 온 현 사천방언은 북방 언
어 계통이다. 표준어와 달리 사천방언은 특별한 표음이 없다. 사천방언의 기본 단
어와 어음은 다른 지역의 북방방언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히 북경말인 표준어와
의 차이가 뚜렷하다. 성운모의 발음에서 사천방언은　n/n/, l/l/을 구분하지 않는다. 
부분의 지역에는 l/l/, zh/tʂ/, ch/tʂʰ/, sh/ʂ/, r/ʐ/ 성모와 ueng/uəŋ/, eng/əŋ/, 
ueng/uəŋ/, eng/əŋ/, ing/iŋ/ 운모가 없다. 사천방언은 표준어에 없는 e/e/, ue/ue/，
üo/üo/, ian/iæn/, æ/æ/，iæ/iæ/, uæ/uæ/, üæ/üæ/ 운모가 있다. 어조 면에서 북경말
은 입성을 제외한 4가지 성조밖에 없다. 사천은 약 3분의 1의 지역에 입성이 있어 
총 5가지 성조이다. 3분의 2의 지역에는 4가지 성조가 있지만 성조 분류에는 차이
가 있다. 위의 내용처럼 사천방언은 후광관화에서 발원된 이후 역사의 변화 과정에

-인쟝 9현, 운남성 다간-수이장-수부), 인부소편(내강시-즈궁시-인수현-부순현), 아
면소편(야안시-석면현), 리촨소편(운남성 서북부 하관-젠촨-빈촨-얼웬-윈충-리쟝시) 
③첸베이편: 궈이저우성 북부 줜이-류판수이-비지에를 중심으로 27현시, 운남성 워이신
-리량-전슝-충칭시수산현,후난성즈쟝-화이화-봉화-신황-지서우 ④전서편: 운남서부
의 리시-다요우현-보산시-루시시-미얀마샨 ⑤곤귀편: 운남성 동중부의 곤명-소우퉁
-취징-위시-추슝-거쥬우-카이웬-사천성닝남현,궈이저우성궈이양시-안순시 ⑥천장편: 
궈이저우성 동남부 전웬-천궁-리핑-진핑-타이장12현,후난성징저우-퉁도우 ⑦첸난편: 
궈이저우성 남부 카이리-두윈-궈이딩현 ⑧악북편: 후베이성 북부 샹판-스옌-단장커우
-로허커우-숴이저우 ⑨우먼편: 우한, 후난성 린샹현 ⑩샹난편: 후난성 남부 융저우, 빈저
우;궈이류편: 광시성 류저우-궈이린-바이서-허츠를 중심으로 56개 현시; 군화: 하이난
성 창장현-동방시-단저우시-산야시의 일부 지역.

17) 중국어 표준어의 정의는 1955년 전국문자개혁회의와 현 한어규범문제 학술회의에서 
제출하고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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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천 본토 특유의 발음 특징과 규칙이 융합되어 표준어와는 다른 특색을 갖춘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2.1. 사천방언의　성모 체계

         2.1.1. 사천방언의　성모 분류

  사천방언은 19개의 자음 성모18)가 있다.19) 사천방언의 성모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부분의 지역에서는 l/l/, zh/tʂ/, ch/tʂʰ/, sh/ʂ/, r/ʐ/ 성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n/ȵ/ 성모가 존재하지 않으며, z/z/, /ȵ/, ng/ŋ/ 성모가　존
재하기도 한다. 사천방언의 성모는 발음 부위와 발음 방법에 따라 아래 [표 Ⅱ-7] 
과 같이 분류된다. 

18) 중국어 음절 시작의 자음을 성모라고 한다. 자음 발음을 할 때, 기류가 구강 중에서 방
해를 받는다. 방해를 받는 부위와 방식의 다름에 따라, 여러 가지 성모의 음소가 된다. 한
국어와 같이, 중국어의 성모를 분석할 때에도 발음 부위와 발음 방법 두 방면에서 진행한
다.

19) 사천방언의 성모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은 곳은 관현(灌县)，신도(新都)，신
번(新繁)，서충(西充)，피현(郫县)，숭녕(崇宁)，팽현(彭县) 7지역으로 자음 성모 23가
지에, 영성모를 더해 24가지 성모가 있다. 내강(内江)，쯔궁(自贡)，서창(西昌)，남강(南
江)，이룽(仪陇)，영현(容县) 등 18개의 지역에는 /z/를 제외한 23가지 성모가 있다. 

      분류
  
조음 
방법

쌍순음
雙唇音

순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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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첨
중음
舌尖
中音

설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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舌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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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면음
舌面音

설근음
舌根音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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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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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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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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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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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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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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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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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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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ts]

j
[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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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7] 사천방언의 성모 분류 도표20)
        

         2.1.2 사천방언의 성모 특징

  사천방언 성모의 특징을 종합 분석하면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영성모가 있다는 점
이다. 다음 특징으로는 사천 부분 지역에 설첨전음에 속한 z/ts/, c/ʦʰ/, s/s/ 성모
는 있지만 설첨후음에 속한 zh/tʂ/, ch/tʂʰ/, sh/ʂ/, r/ʐ/ 성모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또한 /ȵ/, ng/ŋ/ 성모가 표준어의 변음 l/l/, ng/ŋ/로 읽거나 영성모21)가 된다. 전
체적으로 볼 때 사천방언의 범위는 좁으며 그 발음 특징과 양상은 다음과 같다.  

20) 사천방언의 성모 분류 도표는 양덕만(梁德曼)이 1982년에 지은 『사천방언과 중국어 표
준어』 중 ‘사천방언의 성모’와  징상영(甄尙靈)의 『사천어음의 초보 연구』 중 ‘사천음
의 성모’ 를 참고하였다. 중국어의 성모 발음 위치별로 쌍순음, 순치음, 설첨전음, 설첨중
음, 설첨후음, 설면음, 설근음으로 나눈다. 쌍순음은 두 입술을 이용하여 내는 소리, 순치
음은 아래 입술과 윗니 사이로 내는 소리, 설첨음은 혀의 끝으로 내는 소리, 설면음은 혀
의 중간으로부터 내는 소리, 설근음은 혀의 뒷부분으로 내는 소리로 정의하였다(『現代漢
語』, 2012). 또한 한국어에서 19개 자음은 중국어 12개 성모과 비슷하게 발음하며 응 
관계는 ‘ㄱ-/g/, ㅋ-/k/, ㅌ-/t/, ㅁ-/m/, ㅁ-/m/, ㅂ-/b/, ㅍ-/p/, ㅈ-/z/, ㅊ-/c/, ㅅ
-/s/, ㅎ-/h/’와 같다(장일환, 2013).

21) 
사천방언　 한자사례 예시
영성모 兒移元正 棵o1 → kē, 鉛uan2 →qiān, 榮戎融容溶熔uong2 → róng

유
기
음

c
[ʦʰ]

q
[ʨʰ]

찰
음

무성음 f 
[f]

s 
[s]

z
[z]

x 
[ɕ]

h
[x]

유성음 　

비
음 유성음 m

[m]
n

[n]
ȵ 

[ȵ]
ng
[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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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사천방언 성모의 발음 양상
① 사천 사람들은 z/ts/, c/ʦʰ/, s/s/와 zh/tʂ/, ch/tʂʰ/, sh/ʂ/, r/ʐ/를 구분하지 않는다. 

zh/tʂ/, ch/tʂʰ/, sh/ʂ/, r/ʐ/ 발음을 할 때, 혀끝부분과 경구개가 기류의 통과를 방
해하여 소리가 난다. 사천방언은 발음 부위가 더욱 앞쪽에 위치한다. 기류가 가볍
고, z/ts/, c/ʦʰ/, s/s/와 비슷하다. 사천에서 조사한 150개 지역 중 124개 지역의 
어음에는 z/ts/, c/ʦʰ/, s/s/만 있고 zh/tʂ/, ch/tʂʰ/, sh/ʂ/, r/ʐ/ 성모가 없다.23) 즉, 
사천방언권 사람들은 발음할 때 항상 혀를 마는 것을 잊는다. zh/tʂ/, ch/tʂʰ/, 
sh/ʂ/, r/ʐ/를 z/ts/, c/ʦʰ/, s/s/로 발음하거나 구별 없이 혼용하는 현상이 많이 나
타난다. 

② 사천방언 성모 발음의 특징은 성모 중에 n/n/, l/l/을 구분하지 않고 사천방언의 
특유한 ȵ/ȵ/ 성모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n/n/은 혀끝 잇몸 비음이고, /ȵ/은 혀면 
경구개 비음이다. 둘은 음질상 비슷하게 들린다. n/n/ 발음을 할 때, 혀끝부분을 
윗잇몸에 붙인 채 구강의 통로를 막고, 연구개가 내려오면서 기류가 모두 비강으
로 나오며 성 가 진동한다. l/l/ 발음을 할 때, 혀끝부분을 윗잇몸에 붙인 채 연
구개를 위로 올려서 비강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기류가 혀끝의 양쪽으로 새어나오

22) 한자 사례 중에 한 로 쓰는 것은 한자의 발음만 표시한다. 
23) 1956년부터 1958년까지 사천 학교, 서남사범 학교, 사천사범 학교에서는 공동으로 

사천 내의 150개 지역에서 사천방언의 음운 체계에 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 결과
에 따라 『사천 방언 음운』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조사 결과, 시창, 쯔꿍, 영현, 훠이
리 등 지역에서는 s/s/로 읽고, 난장, 바중에서는 sh/ʂ/로 읽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천 서
부의 관현, 팽현, 신번, 신두, 비현, 충닝, 서충 등 7개의 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z/ts/, 
c/ʦʰ/, s/s/ 발음과 zh/tʂ/, ch/tʂʰ/, sh/ʂ/, r/ʐ/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z/ts/, c/ʦʰ/, s/s/와 
zh/tʂ/, ch/tʂʰ/, sh/ʂ/, r/ʐ/ 발음을 구별 없이 혼용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어 표준어 성모 → 
사천방언 성모의 발음 양상 한자 사례22)

z/ts/, zh/tʂ/ → z/ts/ 차기(劄記)-잡기(雜技), 부 (負載)-부체(負債)， 
쉬자(卒子)-죽자(竹子)

c/ʦʰ/, ch/tʂʰ/ → c/ʦʰ/ 조구(粗口)-출구(出口)，촌천(村天)-춘천(春天)
s/s/, sh/ʂ/ → s/s/ 노새(老思)-스승(老師), 소수(素手)-속수(束手)
n/n/, l/l/ → ȵ/ȵ/ 랑(娘), 응(凝)
ng/ng/→ŋ/ŋ/ 엄(巖), 엄(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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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한다. 그러나 사천 사람들은 n/n/ 발음을 할 때 혀끝부분을 윗잇몸에 붙
이지만 구강 내의 기류를 봉함하지 못하여 기류가 구강과 비강으로 동시에 흘러
나온다. 따라서 비강의 기류가 약하여 발음 부위가 보편적인 n/n/ 발음보다 조금 
앞쪽에 위치한 비성모가 된다. l/l/ 발음을 할 때 혀끝부분을 윗잇몸에 붙이고, 구
강 통로를 봉함하여 기류가 모두 비강으로 나오게 한다. 즉, 사천방언은 순수한 
비음 n/n/ 또는 변음 l/l/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비음과 변음은 엄격하게 구분
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혀끝비음에 속한 n/n/는 비화변음(鼻化边音)이 된다.24) 

③ 사천방언의 ŋ/ŋ/은 설근 연구개 비음이며 부분 개구운모(开口韵母)와 조합하여 
음절이 된다. 사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며 표준어에서도 사용된다. 

       2.2. 사천방언의 운모 체계

         2.2.1 사천방언의 운모 분류

  사천 150개 지역의 운모는 최  42개25)이지만 부분의 지역은 단운모 8개, 복
운모 16개, 비운모 8개를 포함한 36개의 운모26)를 갖고 있다. 단운모 중 æ/æ/，
iæ/iæ/, uæ/uæ/, üæ/üæ/는 사천방언의 입성이 있는 지역 특유의 운모이다.27) æ/æ/
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보다 조금 높고, 전반고불원순원음보다 낮다. 
  복운모는 구강의 형태와 혀끝부분의 위치가 앞 음소를 발음하는 상태에서 다음 

2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천 서부, 북부 중남부 부분의 지역, 성도(成都)，여정(铝锭)，
북천(北川)，청천(青川)，남강(南江)，쑤이닝(遂宁)，강진(江津)，고송(古宋)，고현(高
县) 등 80여 개의 지역과 북부의 평무(平武)，자오화(昭化)，남부(南部)，광원(广元) 등 
50여 개의 지역에서는 표준어의 /n/, /l/을 /n/, /l/, 영성모로 나누어 발음한다. 만현(万
县)，광안(广安)，충현(忠县)，풍도(丰都)，석주(石柱)，통강(通江)，천전(天全) 등의 
지역에서는 /n/, /l/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25) 어느 한 지역의 방언이 모든 운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첸장(黔江)은 사천성에서 
운모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역으로 40개의 운모가 있다. 핑산(屏山)，닝난(宁南) 2개 
현은 가장 적어 31개의 운모 밖에 없다.

26) 중국어 음절 중 성모 뒤의 부분을 운모라고 한다. 
27) 사천 서쪽의 관현(灌县), 포강(浦江) 등의 지역과 사천 서남쪽, 남쪽의 낙산(乐山)，어

메이(峨眉)，루저우(泸州)，이빈(宜宾)，고송(古宋)，나시(纳溪) 등의 지역, 사천 동남쪽
의 수산(秀山), 첸장(黔江) 등의 지역과 중북부 시충(西充), 서훙(射洪) 등의 지역에도 
이 운모들이 있다. 이 지역에는 a/Ą/, ia/ia/, ua/ua/ 발음도 존재하고, æ/æ/，iæ/iæ/, 
uæ/uæ/, üæ/üæ/ 발음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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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의 상태로 신속하게 변한다. 또한, 발음의 기류는 중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an[an], en[ən], ian[iæn], uan[uan]와 같은 /n/ 운미의 전비운모를 발음할 때 연구
개가 내려오면서 일부의 기류가 비강으로 나간다. 음절의 끝은 혀끝을 /n/ 발음이 
나는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윗잇몸에 붙기 전에 멈춘다. 그러나 사천방언권 화자의 
발음은 매 음절의 발음 시간이 아주 짧고, 운미의 발음 시 혀의 위치가 음소 부호를 
표기한 로 되지 않고 앞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운모들을 만나면 모음은 비음 발음
이 나며 혀의 위치는 /n/ 발음을 내는 위치로 이동하지 않게 된다. 또한, ang/ɑŋ/, 
ong/uŋ/, iang/iɑŋ/, uang/uɑŋ/과 같은 후비운모는 발음을 할 때 우선 앞음을 내고, 
설근이 위로 올라가면서 연구개가 내려온다. 설근을 연구개에 붙이고 구강 중의 기
류 통로를 막아 기류가 비강으로 나간다. 그러나 사천 사람들은 발음 습관으로 인해 
음까지 발음하고 비운모를 발음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천방언에는 비운모가 많
지 않으며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후비운모가 사라지게 되었다.28) 운모의 분류 원칙
으로 구분하면 사천방언과 표준어의 운모 분류는 아래 [표 Ⅱ-8]과 같다.

[표 Ⅱ-9] 사천방언과 표준어의 운모 분류도29)

28) 중국어 표준어의 후비운모 eng/əŋ/, ing/iŋ/, ueng/uəŋ/, iong/yŋ/은 사천방언에 존재하지 
않는다.

29) 운모는 구성된 요소, 운모 중 각 요소의 위치와 작용, 운모 시작의 요소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모음으로 구성된 운모를 단운모라 부른다. 1개 혹은 2개의 모
음과 비운자음(鼻韵辅音) /n/과 /ŋ/이 합쳐서 운모가 만들어질 때 비운모(带鼻韵母)라 
부른다. 음소는 운모 중의 위치와 작용에 따라 개음(韵头), 운복(韵腹), 운미(韵尾)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시작음소로 운모는 개음의 유무 및 종류별로 개구호(开口

  운모 분류
사호

단운모
(單韻母)

복운모
(複韻母)

비운모
(鼻韻母)

개구호 a[Ą], e[ɣ],
o[o], æ[æ]

ai[ai], ei[ei], ao[ɑu], 
ou[ou]

an[an], ang[ɑŋ],
en[ən], ong[uŋ]

제치호 i [i] ia[ia], iæ[iæ], ie[iɛ], 
iao[iɑu], iou[iou], iai[iai]

ian[iæn], iang[iɑŋ],
in[in]

합구호 u[u] ua[uɑ], uai[uai], ui[uei],
uæ[uæ], ue[ue]

uan[uan], un[uən],
uang[uɑŋ]

촬구호 ü[y] üe[yɛ], üæ[üæ], üo[üo] üan[yæn], ün[yn],
üong[u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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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사천방언의 운모 발음 특징

  기타 방언에 있는 비운모 ueng/uəŋ/, eng/əŋ/, ueng/uəŋ/, eng/əŋ/, ing/iŋ이 사천방
언에는 존재하지 않고, e/e/, ue/ue/，üo/üo/, ian/iæn/ 등 사천방언 특유의 운모가 
존재한다. 통합적으로 보면 사천방언의 운모 범위는 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10] 사천방언 운모의 발음 양상
 ① 운모 중에 ui/uei/, ei/ei/는 사천방언 ui/uei/로 발음한다.  
 ② in/in/와 ing/iŋ/을 구분하지 않고 사천방언의 전비음 in/in/만 인식하고 사용한다.
 ③ 사천방언의 e/e/와 o/o/를 혼용한다. 사천방언의 e/e/ 운모와 p/p/, m/m/ 성모가 

만나면, ai/ai/ 혹은 o/o/ 운모로 발음하고, /o/o/ 운모와 성모 g/k/, k/kʰ/, h/h/가 
만나면 uo/uo/ 혹은 e/e/ 운모로 발음한다.

 ④ 사천방언에는 uo/uo/ 운모가 없기 때문에 모두 ㅇ/o/로 발음한다. 즉, 발음할 때 
입모양이 모은 원형에서 조금 벌려지는 변화가 없다.     

 ⑤ en/ən/, ueng/uəŋ/, eng/əŋ/와 같은 비운모는 사천방언은 설첨비운모 en/ən/만 
존재한다. 이런 상황은 위에서 말한 in/in/, ing/iŋ/과 매우 비슷하다. 

 ⑥ 운모 üong/uŋ/, ueng/uəŋ/, eng/əŋ/은 사천방언 운모 üong/uŋ/으로만 발음한다. 　
呼), 제치호(齐齿呼), 합구호(合口呼), 촬구호(撮口呼)로 나뉘고 약칭으로 운모 ‘4호’라 
부른다. 개구호는 개음이 없는 운모이고 제치호는 개음이 /i/인 운모이고 합구호는 개음 
/u/인 운모이고 촬구호는 개음이 /ü/인 운모이다. 

중국어 표준어 운모 → 사천방언 
운모의 발음 양상 한자 사례
ui/uei/, ei/ei/ → ui/uei/ 뇌(雷), 누(淚), 뇌(類), 내(內)
in/in/, ing/iŋ/ → in/in/ 인명(人名)-인민(人民), 신성(新星)-신심(新心),

청정(清靜)-친근(親近)
e/e/ → ai/ai/, o/o/
uo/uo/, e/e/ → o/o/ 덕(德), 백(白), 먹(墨)
o/o/, uo/uo/ → o/o/ 나색(罗嗦), 다소(多少), 탁운(托运), 탁월(卓越) 
en/ən/, ueng/uəŋ/, eng/əŋ/ → 
en/ən/

장징(長征)-장첨(長針), 성명(聲明)-신명(申明),
성도(成都)-진도(塵都)

üong/uŋ/, ueng/uəŋ/, eng/əŋ/ → 
üong/uŋ/ 풍(風), 종(宗), 옹(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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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어와 사천방언의 음  구조

   음절(syllable)이란 광의적으로　보면, 자음(consonants)과 모음(vowels)이 결합
된 상위의 범주를 말한다. 그러나 음절의　기능과　특징에 따라　음절의　개념에 해　
협의적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표 Ⅱ-11] 음정 기능과 특징별로 음절의 개념
　  종합해 보면　음절(syllable)은　모음과　자음과　같은　분절음을　결합하여　만들어지
는,　화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발음이　가능한　최소　운율 단위이다. 음절이 구성되
기 위해서는 분절음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배열되어야 하는데 이를 음절 구조 제약
30) 인간의 말소리를 일정한 소리마디로 나누는 것을 분절, 그 분절된 소리를 분절음

(segmants)이라고 한다.　

연구 음절(syllable)의　
정의 음절(syllable)의 특징과　기능

배주채
(1996）

순수한　음성학적·음
운론적　 단위로서는　
가장　 크고　 분절
음30)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진　 것
이다.

① 음절은　최소 하나　이상의　분절음으로　구성된다．
② 음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발음 가능한　최소
의　단위이다.
③ 음절은　 초성(onset), 중성(nuclius), 종성(code) 
세　성분으로　구성되며　중성은　필수적인　성절음으로
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④ 음절은　음성학적으로　공명도가　큰　분절음을　중심
으로　구성된다．　
⑤ 음절은　운율적　요소가　걸리는　가장　일반적인　단
위이다.

신지영
(2006）

최소의　 운율　 단위
로，　 화자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심
리적인　단위이다．

음절은　 음절핵（syllable nucleus）과　 주변음
(syllable margin)으로　구성되며　음절핵은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반면,　주변음은　수의적인　성
분이다．　

이호영
(2007）

음절은　 인지의　 단
위이다．

① 음절은　음운　규칙의　적용　범위로서　작용한다．
② 음절은　강세가　부과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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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음절 구조 제약은 음소 층위에서 보이는 분절음의 소리값이 음절 층위에
서 달라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며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음절 구조에 한 
이해가 없이는 해당 언어의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기 어렵다. 이 절에서는 먼저 한국
어와 사천방언의 음절 구조를 살펴 본 후, 음절 구조의 차이와　종성 특징에 해 살
펴보기로 하겠다.

    3.1. 한국어의 음  구조 

  
  셀커크(Selkirk, 1984)의 공명도 연쇄 일반 법칙(sonority sequencing 
generalization)에 따르면 공명도가 가장 높은 분절음이 음절 구성에 필수적인 음절
핵이 되며, 그 앞뒤로 공명도의 순서에 따라 반모음이나 자음군 등이 주변음이 되어 
붙는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 또한 이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어에서는 모음
만이 [+성절성]31) 특징을 가지므로 모든 음절은 모음이 핵이 되고 그 앞뒤에 자음
이 주변음으로 붙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는다. 한국어의 반모음은 [-성절성]에 
의하여 음절핵인 모음에 선행, 또는 후행한다. 자음의 경우는 음절핵에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는데 전자를 초성, 후자를 종성이라 한다. 
  이문규(2004)는 한국어에서는　모음만이　음절의　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음절의　핵이　되는　모음　앞에서는　최 　두 개의　주변음이　올　수　있으며, 모음　앞에　
오는　두 개의　주변음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반모음32)이어야　하므로, 한국어에서　초성
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는　하나로　제한된다. 또한,　음절의　핵이　되는　모음 뒤에
는　반모음이　주변음으로　올　수　없으며, 최 　하나의　자음만이　종성으로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가장　복잡한　음절　구조를　갖는　것은　‘자음－반모음－모음
－자음（CGVG)’의　형태이다. 즉, 음절핵과　음절핵　사이에　올　수　있는　최  자음 수
는　두　개가　되며 한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절　유형은　다음과　같다.

31) 성절성(syllabic)은　음정의　정점(peak)을　이루어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소리들이　갖는　특징이다(신지영，2006).

32) 반모음(semiconsonant)은 /이, 우, 으/ 같은 모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지만 위턱 조음점
과 아래턱 조음체 사이에 만드는 틈이 좁고 지속 시간도 짧아서 자음의 자리에만 나오는 
소리이다. 또 모음과 비슷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하고 후속하는 모음으로 합류하듯 움직이
는 특성에 따라 활음(glide)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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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특기할　것은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 발음이　모두　７개
(ㄱ，ㄴ，ㄷ，ㄹ，ㅁ，ㅂ，ㅇ)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표기에서는　음절 말　위
치에　16개 홑받침과　11개　겹받침이　존재하지만　음성으로는　７개 종성만이 가능하
다. 이처럼 종성에서 7개의 자음만 허용함은 종성 위치에 있는 파열음, 마찰음, 파
찰음의 모든 장애음이 미파음(未破音)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순파열평음 
/ㅂ/의 경우 초성에서는 ‘폐쇄(approach)-지속(hold)-개방(release)’의 3단계로 발
음되지만 종성에서는 ‘개방’의 단계가 생략된다. 따라서 ‘밥’은 /pap/가 아닌 /pap ̚/으
로 발음된다. 마찬가지로 ‘닫’은 /tat ̚/, ‘각’은 /kak/이 된다. 평음-경음-격음의 립
은 ‘개방’의 단계에서 기식의 많고 적음과, 개방 후의 후두 긴장 정도로 인한 것이므
로 종성에서는 3항 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종성에서는 조음 위치가 
변동되기도 한다. ‘낫’, '낟’, ‘낱’, ‘낮’, ‘낯’은 모두 /nat ̚/이라는 동일한 소리값을 갖
는다. 경구개음인 /ㅈ, ㅊ/이 종성에서는 치조음으로 조음 위치를 바꾸어 /t ̚/으로 발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의　음절　유형 예시

　　　　　　    음절

　　　
　　초성　 　중성　　 종성　
　　

　 (C)  (G)   V  (C)
(V=모음，C=자음，
G=반모음)

①　V：음절이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 　오
②　GV：음절이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선행 주변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야
③　CV：음절이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선행　주변음　
반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루
④　CGV：음절이　하나의　모음과　두　개의　선행　주
변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쇼
⑤　VC：음절이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후행　주변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 　얼
⑥　GVC：음절이　하나의　모음과　하나씩의　선·후행　
주변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선행　반모음） 　연
⑦　CVC：음절이　하나의　모음과　하나씩의 선·후행　
주변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선행　자음） 　날
⑧　CGVC：음절이　하나의　모음과　두　개의　선행　주
변음, 그리고　하나의　후행 주변음으로 이루어진　음
절

　면

[표 Ⅱ-12] 한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절　유형 (신지영，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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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되기 때문이다. 결국 종성의 장애음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소리값만을 갖는다.
  ① /ㅂ, ㅍ/→[p ̚]
  ② /ㄷ, ㅌ, ㅅ, ㅆ, ㅈ, ㅊ, ㅎ/ →[t ̚]
  ③ /ㄱ, ㄲ, ㅋ, /→[k ̚]

      3.2. 사천방언의 음  구조 

  음절을 발화의 최소 단위라고 할 때, 사천방언의 음절은 중국어와 일치하여 기본
적으로 하나의 한자(漢字)가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어
음운학에서는 자의 음을 둘로 나누어 앞부분을 성(聲), 뒷부분을 운(韻)이라고 하
고 성(聲)을 표시하는 자모를 성모(聲母), 운(韻)을 표시하는 자모를 운모(韻母)라
고 하였다(임용기, 2008). 또한,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사천방언의 음절은 성모(聲
母), 운모(韻母), 또한 한자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성조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성모는 /ing[iŋ]/을 제외한 보음으로 이루어지며 때로 없을 수도 있는데 이를 영성모
(零聲母)라고 한다. 운모는 운두(韻頭), 운복(韻腹), 운미(韻尾)로 나뉜다. 운두와 
운복은 원음이지만 운미는 원음일 수도 있고 보음일 수도 있다. 또한 운두와 운미는 
없을 수도 있으나 운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운모 중에 핵심은 운복을 결정해서 
운모도 주요원음이라고 한다. 운미 중 한국어의 종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전비
음인 /n/과 후비음 /ng/ 두 개 뿐이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사천방언도 놓이는 위치에 
제약을 받는다.33) 즉, 한국어의 받침 /ㄴ/과 /ㅇ/보다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사천방언의 특징으로 인해 음절 구조가 다른 점도 있다. 사천방언에는 ing/iŋ/, 
ueng/uəŋ/, eng/əŋ/과 같은 후비운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운모로 구성된 음성
운미도 더 단순하다. 또한, 사천방언음의 높이값 차이로 인해 4성의 성조가 있는데 
성조값은 5도표기법으로 55, 21, 53, 213으로 표기할 수 있다.34) 중국어의 음절 구
33) /n/이 올 수 있는 경우는 /an, en, in, ün, ian, uan, üan, uen(un)/에 한정되어 있고, /ng/

이 올 수 있는 경우는 /ang, eng, ing, ong, iang, uang, ueng, iong/에 한정되어 있다.
34) 사천방언의 성조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음평, 양평, 상성, 거성이다. 하지만 성조값이 

다르다. 古入声字는 사천방언에서 양평에 속한다. 1성은 다 같이 고평조 55이고, 사천방
언의 2성은 저강조(低降调) 21, 표준어는 중승조(中升调) 35로 서로 반 다. 사천방언의 
3성은 고강조(高降调) 53, 표준어의 4성 전강조(全降调) 51과 비슷하다. 사천방언의 4성
은 강승조(降升调) 213, 표준어의 3성 강승조(降升调) 214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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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기본 형식은 (c)(v)v(v/c)이다. 사천방언의 음절 구조와 음절 유형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3] 사천방언의 음절 구조와 음절 유형35)                      

      3.3. 사천방언과 한국어의 음  구조 조

  한국어와 사천방언의 음절 구조 차이로 인해 사천인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을 배
울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천방언과 한국어 음절 구조에 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천방언과 
한국어의 음절 구조가 달라 사천인 학습자들이 종성을 따로 인지하고 발음하기 어

3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을 참고하였다(허용 & 김선정, 2013).

사천방언의　
음절　구조

사천방언의　
음절　유형　　

성
모

운모 성
조 예시운

두
운
복

운
미

　　　　   음절

　　　
성모　　 운모　　 성조　
(c)

운두  운복   운미
(v)    v     (v/c)

① V
운모
(V) ￠

e 2 鹅[é]
② VV a i 4 爱[ài]
③ VVV u a i 4 外[wài]
④ CV 성모+

운모
(CV)

m a 1 吗[mā]
⑤ CVV j i a 1 家[jiā]
⑥ CVVV k u a i 4 快[kuài]
⑦ VC 운모+

성모
(VN)

￠ a ng 2 昂[áng]
⑧ VVC ￠ ü a n 2 园[yuán]
⑨ CVC 성모+

운모+
성모
(CVN)

sh e n 1 深[shēn]

⑩ CVVC h u a ng 2 黄[huáng]



- 48 -

렵다. 그러므로 종성이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둘째, 사천방언에는 파열음 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파열음 종성 
/ㅂ, ㄷ, ㄱ/을 발음해야 할 경우 탈락시켜 발음하지 않거나 다른 종성으로 발음하
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

　 셋째, 한국어에는 7개의 종성이 존재하지만 사천방언에는 /ㄴ, ㅇ/ 2개의 종성 밖
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천방언의 운모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모음 뒤에 붙는 자음으로 비음 
/n/과 /ŋ/만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한적인 환경에서 실현되므로 한국어의 
종성 /ㄴ, ㅇ/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어 종성을 발음할 때 선행 운복의 영향
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중국인을 상으로 한 오류분석 연구에서 종성
을 발음하기 위해 선행 모음을 다른 모음으로 치하는 오류가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양순임,　 2006).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운미 경우에는 후비운음 
ueng/uəŋ/, eng/əŋ/, ueng/uəŋ/, eng/əŋ/, ing/iŋ/이 사천방언에 없기 때문에 모어 범
위에서 한국어 종성을 파악하고 변별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리고 한국어 비음 종성
에 응하는 /n/과 /ŋ/이 허용된다고 해도 사천방언의 선행운복을 제약하거나 운복 
중에 월음운모 'e'가 부분적으로 탈락하여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즉, 음절 구조 상 종성의 위치에 놓이는 사천방언의 운미와 한국어 
종성만 조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사천방언의 운미와 한국어의 종성을 조하려
면 사천인 화자들이 한국어 종성의 음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이
해해야 한다. 실제 교육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사천방언의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한
국어 종성에 해 최 한 지각하고 인식시킨 후에 정확한 발음을 유도한다.

한국어의 종성 사천방언의 운복과 운미
설첨비운모(舌尖鼻韻母)

／ㄴ／ /-n/ an [an], en[ən], ian[iæn]，in[in]
uan[uan], un[uən], üan[yæn]，ün[yn]

／ㅇ／
설근비운모(舌根鼻韻母)

/-ŋ/ ang[ɑŋ], ong[uŋ], iang[iɑŋ], uang[uɑŋ], üong[uŋ]

[표 Ⅱ-14] 사천방언의 운복·운미와 한국어의 종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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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종성의 지각  산출 양상

  본 장에서는 앞서 논술한 음운 습득 이론을 토 로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상으
로 한국어 종성의 지각과 발화 산출실험을 진행하여 폐쇄음, 비음, 유음에 따른 지
각 범주 차와 산출 발화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학습자가 범하는 종성 오류
의 유형을 제시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국어 지
각 및 산출의 차이와 상관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1.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발음 지각과 발화 산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째, 사천방언권 학습자　30명을 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가 발음한 종성 폐쇄
음, 비음, 유음을 듣고 응되는 종성을 완성하게 하여 지각 범주 양상을 살폈다. 
 둘째, 지각실험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KN)가 발음한 자료를 사용하여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발화 양상을 확인했고, 또한 한국인 교사(KN)와 중국인 한국어 교사(ST)
들이 학습자의 발음을 듣고 발음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한국어 종성에 한 학습자의 인지 특성, 즉 사천방언의 영향으로 
인해 입력되지 못한 한국어 지각 양상과 사천방언 발음의 유사성 정도에 해 중점
적으로 조사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발화의 정확성을 파악하여 학습자가 종성을 어
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산출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적 탐구로 이루어졌다.
  사천방언권 피험자는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없고 동일한 학습 환경을 공유한 사
천성 서남민족 학교와 사천외국어 학교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SN)로 한정하였다. 
피험자의 한국어 등급과 출신지를 고려하여 총 30명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초급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 기간이 3개월, 중급의 경우에는 1년, 고급의 
경우에는 2년인 학습자들이다. 발화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연령이 고루 분포하도록 선별하였으며 각 피험자 정보는　아래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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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험의 사천방언권 피험자는 사천방언의 4개 권역36), 즉 성유권，관적·민강
소권, 관적·인부소권, 관적·아면소권의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하였다. 일반 중국
인 학습자의 경우 사천어가 아닌 방언, 즉, 오어(吳語: 절강성, 강소성 남부, 상해), 
감어(赣語: 강서성), 상어(湘語: 호남성), 객가어(客家語: 광동성, 광시자치주, 강서

36) 사천방언의　분포와　특징
지역 특징 분포

성유권
(成渝片)

입성이 이성이 
된다.

(入聲歸陽平)

사천 동부 지역, 사천 북부 부분 지역, 사천 서부 
성도평원 동부 지역, 사천 서남부 지역의 
반지화(攀枝花), 염변(鹽邊), 염원(鹽源), 
덕창(德昌), 미이(米易), 회리(會理), 회동(會東), 
영남7현시 협서남부(寧南7縣市 陜西南部), 
호북서부부현시(湖北西部部縣市) 등 7개 도시, 산서 
남부 지역, 호북 서부 부분 도시

관적·민강소권
(灌赤·岷江小片)

입성이 
유지된다.

(入聲保留)
사천 서남부, 민강 및 장강의 44개 시，서창(西昌), 
서충(西充), 염정(鹽亭), 사홍(射洪) 등 4개 도시 
및 귀주(貴州), 운남(雲南) 등 북부 도시 

관적·인부소권
灌赤·仁富小片

입성이 사성이 
된다.

(入聲歸去聲)

타강 아래에 있는 인수(仁壽), 정연(井研), 
위원(威遠), 자공(自貢), 영현(榮縣), 부순(富順), 
내강(內江), 융창(隆昌) 등 8개 도시 및 
균련(筠連), 면영(冕寧) 2개 도시

관적·아면소권
灌赤·雅棉小片

입성이 일성이 
된다. 

(入聲歸陰平)
사천 서남부의 아안(雅安), 노산(蘆山), 석면(石棉), 
명산(名山), 천전(天全), 보흥(寶興), 한원(漢源) 등 
7개 도시

사천
피험자

성
별

나
이

출생
지역

사천
피험자

성
별

나
이

출생
지역

사천
피험자

성
별

나
이

출생
지역

SN1-1 여 19 성도 SN2-1 여 20 성도 SN3-1 여 21 면양
SN1-2 남 20 루저루 SN2-2 남 20 공안 SN3-2 남 22 성도
SN1-3 남 19 광안 SN2-3 여 20 아안 SN3-3 여 21 양산
SN1-4 여 19 충라이 SN2-4 남 20 공안 SN3-4 남 21 온강
SN1-5 남 19 신도 SN2-5 여 20 아안 SN3-5 여 21 성도
SN1-6 여 21 자양 SN2-6 여 20 성도 SN3-6 남 20 면양
SN1-7 남 19 아바 SN2-7 여 20 내강 SN3-7 남 21 비아
SN1-8 여 19 광안 SN2-8 남 22 자양 SN3-8 여 21 내강
SN1-9 남 20 충라이 SN2-9 남 20 내강 SN3-9 여 21 내강
SN1-10 남 19 신도 SN2-10 여 20 팽주 SN3-10 남 20 면양

[표 Ⅲ-1] 사천방언권　피험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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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복건성, 호남성, 사천성, 만 등), 민어(閩語: 복건성), 월어(粤語: 광동성)의 7
 방언권 학습자를 비교 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학생과 한국어 강

사들을 실험에 참여시켜 수험자들의 발음을 녹음하고 발음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1.1. 실험 설계

          1.1.1. 무의미 음성단어37) 자극음 선정

  본고에서 실시한 실험을 통해 사천방언권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의 지각과 발음 
산출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음운 환경(어중, 어말)에서 다른 결합방식이 적
용된다는 사실을 연구 소재로 하여, 사천방언권 학습자 발음의 위치 변동에 따른 지
각과 발음 조성의 변화 양상 및 오류에 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어중 환경에서 종성 결합 후에 달라진 자음의 발음을 관찰하고, 결합 시 
서로 동일한 발음 위치 또는 다른 발음 위치가 되는 것이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
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고찰한다.　또한, 사천방언에서 모음 /ｉ/의 
결합방식인 in/in/과 ing/iŋ/을 구분하지 않고 설첨비음 운모 in/in/만 인식함으로써 
탈락된 ing/iŋ/이 한국어 비음으로 응하여 어떻게 발음되고 표현되는지 고찰한다. 

37) 언어의 의미보다 음소 자체의 지각을 중심으로 고찰하기 위해 익숙한 단어가 아닌 무의
미 단어를 사용한다.

한국
수험자

나
이

성
별 학교（소속） 지역 수험방식

KN1 20 남 서울  지구환경과 학생 구 녹음
KN2 21 여 서울  영어영문학과 학생 서울 녹음
KN3 20 여 연세  교육학과 학생 서울 녹음
KN4 22 남 연세  치과 학생 서울 녹음
KN5 32 여 연세  한국어 학당 강사 서울 발화 정확성 평가
KN6 45 여 연세  한국어 학당 강사 서울 발화 정확성 평가
KN7 53 여 연세  한국어 학당 강사 서울 발화 정확성 평가
KN8 46 여 연세  한국어 학당 강사 서울 발화 정확성 평가

[표 Ⅲ-2]　실험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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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한국어 종성은 뒤따르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유음 등 어떤 자음과도 
결합할 수 있는데 실제 비음과 유음의 결합 후에 유음화 현상으로 인해 비음은 나
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음은 비음의 상황에서 비음화 현상이 발생한다. 본고는 
한국어 종성 음소의 발음 양상만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음운 규칙의 이해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어 습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자음 병합 시 모든 음운 규칙
상의 변화를 배제한다.

어말 환경에서는 각 단운모 결합시의 변별률을 예상해 본다. 어말 환경에서는 사
천방언에서 가장 많은 모음 결합이 관찰되는데, 사천방언의 in/in/, ing/iŋ/과 같은 설
첨비음(舌尖鼻音)운모와 설근비음(舌根鼻音)운모로 인해 운복이 단일화되어 형성된
다. 한국어 종성 오류 중에 선행 모음을 다른 모음으로 치하는 오류가 많은 것으
로 발견되어 중국인을 상으로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고찰할 때 선행 모음을 지나
치지 않고 한 절로서 분석하는 의미가 있다(양순임, 2006). 따라서 사천방언 중에 
단일화되는 운복은 어떤 한국어 동화 현상의 영향인지 분석한다. 

단어 난이도와 숙지도 조성의 실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지각실험의 자극음과 발
음실험의 재료는 동일하고, 모든 무의미한 말(VC)과 어말(VC)단어는 입력되는 재
료로 간주한다.

환경 종성 폐쇄음(ㄱ,ㄷ,ㅂ), 비음(ㄴ,ㅁ,ㅇ), 유음(ㄹ) 조합

어
중 자음이 

후행할 
때

폐쇄음
(ㄱ, ㄷ, ㅂ)

인바, 인다, 인가, 임바, 임다, 임가, 잉바, 잉다, 잉가, 
익바, 익다, 익가, 읻바, 읻다, 읻가, 입바, 입다, 입가, 
일다, 일가, 일바

마찰음(ㅅ) 인사, 임사, 잉사, 익사, 읻사, 입사, 일사
파찰음(ㅈ) 인자, 임자, 잉자, 익자, 읻자, 입자, 일자

비음(ㄴ, ㅁ) 임마, 임나, 잉마, 잉나, 익마*38), 익나*, 읻마*, 읻나*, 
입마*, 입나*, 일나*, 일마, 인마, 인나

어
말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ㅔ)

은, 옹, 윽, 엑, 얻, 엠, 언, 온, 운, 억, 옴, 움, 응, 악, 
앋, 인, 익, 앙, 옥, 움, 임, 엗, 읃, 입, 엥, 읻, 업, 안, 
잉, 음, 엡, 욱, 울, 을, 올, 엉, 옹, 웁, 엄, 암, 옫, 옵, 
엔, 압, 읍, 알, 얼, 일, 엘

[표 Ⅲ-3]　실험용　자극음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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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지각 범주의 거리

본고에서는 구이언과 스트레인지(Guion ＆ Strange, 2007)의 이론을 근거로 사천
방언권 학습자를 상으로 한국어 지각 범주의 거리를 탐구하기 위해 지각실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이언과 스트레인지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제2 언어의 감지
를 통해 유사한 음소와 생소한 음소를 확정한다. 즉, 제2 언어 학습자는 제1 언어의 
음소 중에서 제2 언어와 가까운 것을 식별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후 제
2 언어 학습자는 앞의 내용에 따라 제2 언어 환경 중에 ABX 형식39)을 통해 제2 
언어의 범주 지각을 확인한다. 따라서 지각실험을 통해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사천방
언으로 인해 각 음소의 소를 감지했던 한국어의 종성 발음 진행에 있어 유사한 
음소와　생소한 음소의 기초적 분류를 거친 후,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국어 지각 범
주 양상과 사천방언의 범주에서 멀거나 가까운 거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는 51.0(44100Hz，16bit)의 소음환경에서 UX81F(sony) 펜형 녹음
기를 사용하였다. 녹음 후에는 Praat 5.383 (Boersma & Weenik, 2008)을 통해 음
성을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각실험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 두 명은(남자a, 
여자b) 한국어의 어중어말에 있는 98개 음성 항목을 보통 속도의 표준 발음으로 낭
독하였다. 음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환한 숫자 신호를 편집한 후, 남자 화자의 홀
수항과 여자 화자의 짝수항을 선택하여 196개의 음성 자극음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일한 자극음을 2회씩 연속 실행하였으며 실행 시간 간격은 4초, 음성 자극음은 
어말어중 부분으로 모두 12분이다.

지각실험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이다. 이 
부분은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과 사천방언의 소의 동일함을 판단한다. 즉, 지각적 
유사성 테스트에서 학습자는 사천방언의 음운 범주와 특징을 통해 제2　언어 자극음
이 유사한 음소인지 생소한 음소인지를 판단한다. 실험의 핵심은 사천방언권의 중국
인 학습자에게 제2 언어인 한국어 자극음을 들려준 후 학습자의 모어인 사천방언 
중 동화와 이화의 유형을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각실험의 두 번째 부분은 

38) 여기에서 발음 규칙을 표시한다. 
39) ABX 테스트란, 한 문제당 A, X, B의 세 개의 자극어가 순서 로 나오고, 피험자는 이 

자극을 듣고 두 번째 자극어인 X가 첫 번째 자극어인 A와 더 가까운지, 세 번째 자극어
인 B와 더 가까운지를 선택하는 테스트이다. 예를 들어 ‘인다(A)-인다(X)-잉다(B)’의 
자극이 흘러나오면 피험자는 ‘인다(A)’이나 ‘잉다(B)'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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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지각의 형성 테스트이다. 이 부분은 피험자들이　녹음된　196개의 자극음　음성 
파일을 동일한 음성교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같은　순서 로 두 번씩 듣는 동시에 종
성이 어느 음으로 들리는지 기재하도록 한다.40) 듣지 못한 경우는 ‘기타’를 고르도
록 하였다. 매 49문제마다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각 자극이 주어진 시간
은 1.3초였으며 자극 사이의 간격은 2초였다.

         1.1.3. 발음 산출 정확성 테스트

연구자는 제시된　무의미　단어를　이용해 최 한 실제 발화와 유사한 자료를 얻기 
위해 피험자들로 하여금 단어를 ‘~이/가 있습니다.’라는 문장 안에 넣어 읽도록 하
였다. 산출실험은 사천외국어 학교와 서남민족 학교에 마련된 한국어 녹음실41)에
서 지각실험과 동일한 피험자를 상으로 진행하였다. 피험자가 한 명씩 녹음실에 
들어오면 가벼운 화로 긴장을 풀어 준 뒤 지각실험에서 제시한 98개의 실험 단어
를 무작위로 섞어 나누어 주었다. 피험자에게 미리 읽어 볼 시간을 준 뒤 2회 반복
하여 읽는 음성을 녹음하였다. 연이은 녹음으로 피험자가 지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1회의 녹음이 끝날 때마다 피험자에게 약간의 휴식시간을 주었으며, 피험자 스스로 
자신의 실수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해당 단어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
도록 하였다.  

      1.2. 지각과 산출실험의 평가

        1.2.1. 지각  유사성의 평가

모음　‘ㅣ’를　결합시킨 ７개의　자극음을　무의미　자극음과　같은　방법으로　녹음하고　
검증하였다. 제시된　자극음이　사천방언 중에　어떤　음운에　가까운지　표기하고 유사성
의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유사성　점수의　평균을　내어　５점 
만점으로　처리한다.

40) 종성 지각 선택지는 ‘1.ㄱ 2.ㄴ 3.ㄷ 4.ㄹ 5.ㅁ 6.ㅂ 7.ㅇ 8.기타’의 양식으로 하였다.
41) 녹음기기는 UX81F(sony) 펜형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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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한국어　지각 범주의 평가

  학습자 지각 범주의 평가를 위해서 계산 공식을 도입하여 각 종성의 정답률을 산
출하였다. 한국어　지각 범주 형성 검사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단순한 정답률 통계뿐만 아니라 초·중·고급 단계별 오답에서 발생한 오류 유형에 
해 통계하고 평가한다. 즉, 한국어 지각 범주의 평가에서 정오율과 더불어 종성의 
치, 탈락, 첨가 등 오류 유형을 통계하고 오류의 원인에 해 분석하고 평가한다.  

  
       1.2.3. 발음 산출 정확성 평가 
산출의 정확성 측정에 하여 실험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천방언과 한국

어 종성 발음의 정확성에 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동시에 잘못 발음한 
오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산출한 해당음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KN) 집단의 결과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고, 
실험 기간에 해당음의 정확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초·중·고급 
학습자 간의 정확성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정확성 평가 실
험은 앞에서 기술한 지각실험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청자가 동일한 자극음
에 해 평가하였다. 피험자는 자극음을 듣고, 먼저 어느 음으로 들리는지 선택한 
후 들은 자극음의 종성 발음이 해당 한국어 종성 발음으로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
하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정확성 평가 기준42)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종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비음, 폐쇄음, 유음 중에서 어떤 음에 가까운지 분석하
였다.　발음 정확도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42) 발음 정확성에 따라 ‘한국인의 발음과 전혀 차이가 없을 만큼 정확한 발음이다(5점), 해
당 받침(종성) 발음으로 비교적 정확하다(4점), 해당 받침 발음으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슨 발음인지 이해할 수는 있다(3점), 몇 번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
다(2점), 이해가 불가능하다(1점)’를 기준으로 정한다. 

종성음의 정답률 = 상 종성 정답수 / 상 종성음 출현 총수(49+49)

발음 정확도 = 전체 문항의 정확성 점수 - 오지각 문항의 정확성 점수 / 
               전체 문항수（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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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은 지각실험과 발화실험에서 각 피험자 집단의 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s)를 
통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T검정 등의 방식으로 결과를 처리하여 분
석하였다. 음향음성학의 측면에서 보면 비음 조음 위치에 따라 막힌 구강 통로의 길
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공명 주파수의 집중되는 주파수 가 달라지지만 비음은 에
너지가 매우 약해 다른 종성과 마찬가지로 선행 모음의 로커스 주파수를 참고로 하
여 오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본고에서 프라트(praat)를 통해 F값에 해 종성
을 관찰하였다.

   2. 한국어 종성에 한 지각 범주의 양상

      2.1. 지각 범주 차(perceptual category distance)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이란 말소리의 여러 단위들을 지각하고 인식
하는 능력(Yopp & Yopp, 2002)으로 언어에 하여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사고하는 
것이므로 메타언어 인식의 일종이고 잠재변수로서 4가지의 측정변수인 음절 변별, 
음절 삭제, 음소 변별, 음소 삭제 과제를 통해 측정한다. 언어 감지란 변화하는 음
성언어정보를 분산된 언어의 범주와 맞물리게 하는 것이다. 언어 감지의 과정에서 
청자가 언어신호를 가공하고 음성 성분을 변별할 때 무관한 범주 내의 차이를 여과
해 구별하고 특징과 유관한 언어와 전형적인 범주정보를 남겨놓는다. 본 연구에서 
음운 인식은 한국어 종성의 단위인 음절과 음소를 지각하여 변별하는 능력으로 정
의하고, 지각적 범주 차(perceptual category distance)는 모어와의 유사성과 유사성 
인식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음운들 간의 상 적인 위치를 수치화하는 것이다.
   원인

상
발음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종성이다.

발음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방언이다.

사천방언으로 인해 발음 
오류가 초래된다.

SN 24(80%) 22(73%) 27(90%)
CT43) 6(100%) 4(66.7%) 5(83.3%)

[표 Ⅲ-4] 한국어 발음 중 가장 어려운 항목과 발음 오류의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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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4]의 내용처럼 부분 중국어권(SN)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 중에 종성
이 가장 어렵다고 밝혔고, 그 비율은 80~90%에 이른다. SN학습자가 겪는 한국어 
발음 오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방언을 꼽은 비율은 중국인 한국어 강사 66.7%, 사
천인 학습자 73%였다. 특히 중국인 한국어 강사, 사천인 학습자 두 그룹 모두 사천
방언 간섭이 발음 오류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천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방언의 간섭이 더 심하다는 판단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Ⅲ-5]를 보면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상으로 한국어 종성음의 난이도
를 조사한 결과, 인지 난이도가 /ㄷ>ㄴ>ㅁ>ㄱ>ㅇ>ㄹ>ㅂ/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음 /ㄹ/의 인지도는 보편적으로 높고, 폐쇄음은 상 적으로 낮으며, 가장 인지가 
어려운 음은 /ㄷ/으로 확인되었다. 비음의 경우에는/ㅇ/, /ㅁ/, /ㄴ/ 간에 현저한 차이
가 존재하고, 가장 인지가 어려운 음은 ／ㄴ／으로 나타났다. 종성음에 한 난이도
는 발음 인지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여러 발음 요소44) 중에서 발음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림 Ⅲ-1] 한국어 종성 음절과 사천방언의 지각적 유사성 조사
43) 사천외국어 학교와 서남민족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인 강사 집단이다.  
44)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모어, 연령, 언어에 노출된 정도, 선천적인 언어 능력, 인지

와 언어의 자아, 발음 동기 등으로 구분하였다(Kenworthy, 1987). 

SN
ㄱ ㄷ ㅂ ㄴ ㅁ ㅇ ㄹ
14

(16.5%)
21

(24.7%)
8

(9.4%)
16

(18.8%)
14

(16.5%)
12

(14.1%)
9

(12.7%)
[표 Ⅲ-5]　난이도에 따른 종성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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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에 따른 한국어 종성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지각적 유사성 조사를 하

였다.45) 그 결과 유음 /일/과 폐쇄음 /읻/, /입/, /익/에 해 유사성이 낮은 반면　비
음 /인/, /임/, /잉/에 해서는 상 적·지각적으로 감지 거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음 /잉/과 사천방언은　 조금 유사한
(2.75) 반면에 비음 /인/은 매우 유사하다(4.25)는　결과가　보여 큰 차이가 존재한
다. 즉, SN학습자가 유음과 폐쇄음은 사천방언의 발음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지
각하고 인식하는 반면에　비음은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어의 
종성 /인/은 사천방언과 지각　거리가 가깝고 반 로 /잉/은 지각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음절 /익/, /읻/, /입/, /일/은 생소한 음소에 속하고 /인/, /임/, /잉/은 
유사한 음소에 속하기 때문이다.

      2.2. 어  환경의 종성 지각 정오율

          2.2.1. 어  비음의 지각 정오율

  [표 Ⅲ-6]은 사천방언권 피험자 30명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어중 환경의 종성 
지각 정답률과 오류율을 나타낸 표이다. 굵게 표시한 숫자는 정답률이고 나머지 숫
자는 오류율이다. 예를 들면, /ㄴ/의 평균 정답률은 63.3%, /ㄴ/-/ㅁ/46), /ㄴ/-/ㅇ/으
로 된 오류율은 각각 15%, 21.7%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음에 한 지각도가 낮
45) 한국어 종성 음절과 사천방언의 지각적 유사성 조사.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１~５점까

지 표시하였으며 ５점이 유사도가 가장 높다.
46) /ㄴ/을 /ㅁ/으로 잘못 지각하는 것이다.

비
음

숙달도 수준 (%) 계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ㄴ/ /ㅁ/ /ㅇ/ /ㄴ/ /ㅁ/ /ㅇ/ /ㄴ/ /ㅁ/ /ㅇ/ /ㄴ/ /ㅁ/ /ㅇ/

/ㄴ/ 55.0 20.0 25.0 65.0 10.0 25.0 70.0 15.0 15.0 63.3 15.0 21.7
/ㅁ/ 15.0 55.0 25.0 12.0 70.0 18.0 10.0 80.0 5.0 12.3 68.3 16.0
/ㅇ/ 40.0 25.0 35.0 40.0 10.0 50.0 15.0 25.0 60.0 31.7 20.0 48.3

[표 Ⅲ-6]　비음(ㄴ,ㅁ,ㅇ)의 정답률과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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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다. /ㄴ/，/ㅁ/，/ㅇ/에 한 초·중·고급의 평균 정답률은 각각 63.3%, 
68.3%, 48.3%를 넘지 않고 있다. 그 중 /ㅇ/은 특히 낮은 48.3%의 정답률을 보이
는데 이는 /ㅇ/-/ㄴ/, /ㅇ/-/ㅁ/으로 잘못 지각하는 오류율이 각각 31.7%, 20%나 
되기 때문이다. /ㅇ/-/ㄴ/의 오류율은 초급 40%，중급 40%，고급 15%이며, 초·중
급에서 /ㄴ/-/ㅇ/의 분별률이 비교적 낮은 반면 고급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초·
중급 학습 단계에서 사천방언의 간섭에 의하여 조성된 지각적인 오류이며 학습기간
이 길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오류를 극복하여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사천방언 중에 운미 /ŋ/ 신 /n/이 많이 존재하여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습
관적으로 /ㅇ/-/ㄴ/로 지각해서 한국어 동화를 초래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응하여 /ㄴ/-/ㅇ/으로 지각하는 것도 이런 추측의 근거가 된다. 표를 보면, 어중 
비음 중에 /ㅇ/의 지각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비음 지각실험의 결과를 보면 비음 /ㄴ/-/ㄱ/의 경우에 가장 낮은 오류율이 나타
났고, /ㅇ/-/ㅁ/의 경우에 65.7%의 오류율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에서 주목할 것은 
/ㄴ/ 계열의 오류율이 /ㅇ/ 계열의 오류율보다 낮고 /ㅁ/ 계열의 오류율이 /ㅇ/ 계열
의 오류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음 종성의 오류는 /ㅇ/ 계열의 오류가 

비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어중 비음의 지각 오류율

연구개
/ㅇ/

연구개 잉가 45.7%
치조음 잉다, 잉사, 잉나 48.9%
양순음 잉바, 잉마 65.7%
경구개 잉자 40.8%

치조음
/ㄴ/

연구개 인가 20.8%
치조음 인다, 인사, 인나 34.8%
양순음 인바, 인마 48.9%
경구개 인자 30.2%

양순음
/ㅁ/

연구개 임가 26.9%
치조음 임다, 임사, 임나 30.8%
양순음 임바, 임마 32.9%
경구개 임자 23.9%

[표 Ⅲ-7] 어중 비음과 후행 자음별 지각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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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의 양상을 보면 연구개 중에 /ㅇ/-/ㅁ/, /ㅇ/-/ㅂ/, 
치조음 중에 /ㄴ/-/ㅁ/, /ㄴ/-/ㅂ/, 양순음 중에 /ㅁ/-/ㄷ/, /ㅁ/-/ㄴ/, /ㅁ/-/ㅅ/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즉, 비음과 상관없이 후행 자음으로 /ㅂ/, /ㅁ/이 결합할 
때 많은 오류가 나타난다. 반면에 종성과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후행 자음을 결합
할 때 낮은 오류율을 보이고 비음 종성 /ㅇ/, /ㄴ/, /ㅁ/의 오류율은 각각 40.8%, 
34.8%, 32.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음 종성과 후행 자음이 일치하는 조음 위치
의 경우, 오류율이 상 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2.2. 어  폐쇄음의 지각 정오율

                

  폐쇄음의 경우, 비음보다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방언에 음소로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폐쇄음 종성에 응하는 새로운 음소를 획득하는 데 실
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ㅂ/, /ㄷ/, /ㄱ/은 제2　언어와 모어 간의 동화 유형 중 UU
에 속한다. 폐쇄음 중에 /ㅂ/-/ㄱ/은 33.7%가 지각하지 못한 동시에 /ㄱ/-/ㅂ/은 
38.1%가 지각하지 못하였다. 즉,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ㄱ/, /ㅂ/에 해 혼동하여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ㄷ/-/ㅂ/, /ㄷ/-/ㄱ/의 지각 오류율은 각각 23.3%, 15.3%
로 나타난다. 또한, /ㅂ/, /ㄱ/의 지각능력은 초·중급에서 낮게 출발하고 지각능력이 
거의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고급 단계에서는 이전보다 큰 폭의 향상을 보
여 상 적으로 높아진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중 폐쇄음의 지각 정오율을 
분석해 보면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ㅂ/, /ㄱ/을 지각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
쇄
음

숙달도 수준 (%) 계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ㅂ/ /ㄷ/ /ㄱ/ /ㅂ/ /ㄷ/ /ㄱ/ /ㅂ/ /ㄷ/ /ㄱ/ /ㅂ/ /ㄷ/ /ㄱ/

/ㅂ/ 30.7 23.7 45.0 46.7 20.0 33.3 61.8 15.4 22.8 46.4 19.7 33.7
/ㄷ/ 30.4 47.2 21.4 20.5 67.4 12.1 18.7 69.9 11.4 23.2 61.5 15.3
/ㄱ/ 46.7 20.0 32.7 40.3 18.7 39.2 27.2 16.2 56.2 38.1 18.3 42.7

[표 Ⅲ-8] 폐쇄음(ㅂ,ㄷ,ㄱ)의 정답률과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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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중 폐쇄음 지각실험의 결과를 보면 종성 /ㅂ/-/ㅈ/이 후속하여 오는 경우 음절
에서 31.8%의 가장 낮은 오류율이 나타났고 종성 /ㄱ/-/ㅂ/, /ㄱ/-/ㅁ/에서 65.5%
의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특히, /ㄱ/-/ㅂ/의 경우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큰 차이
가 없었다. 즉,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학습 기간이나 등급과 상관없이 폐쇄음 종성
을 /ㄱ/-/ㅂ/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치조음 /ㄷ/의 경우
에는 /ㄷ/-/ㄱ/도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즉, 사천방언권 학습자는 /ㄱ/을 지각하
는 것이 가장 어렵다. 또한, 후행에 상관없이 연구개 /ㄱ/과 양순음 /ㅂ/이 결합할 
때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조음 위치에서 보면, 비음과 같이 전후 자음의 조음 위치
가 일치할 때 낮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2.2.3. 어  유음의 지각 정답률

폐쇄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어중 폐쇄음의 지각 오류율

연구개
/ㄱ/

연구개 익가 40.8%
치조음 익다, 익사, 익나* 46.9%
양순음 익바, 익마* 65.5%
경구개 익자 40.9%

치조음
/ㄷ/

연구개 읻가 59.3%
치조음 읻다, 읻사, 읻나* 33.7%
양순음 읻바, 읻마* 47.9%
경구개 읻자 41.5%

양순음
/ㅂ/

연구개 입가 58.7%
치조음 입다, 입사, 입나* 46.7%
양순음 입바, 입마* 45.4%
경구개 입자 31.8%

[표 Ⅲ-9] 어중 폐쇄음과 후행 자음별 지각 오류율

유음
ㄹ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계
ㄹ ㄹ ㄹ ㄹ

97.5% 97.5% 98.5% 97.75%
[표 Ⅲ-10] 유음(ㄹ)의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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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보아왔던 난이도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유음의 지각 판단 상황은 다
른 종성음과 달리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모어 사용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높
은 분별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 종성의 유일한 유음인 /ㄹ/은 학습 초기에 이미 
모어 화자 수준에 도달하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나는 음으로 학습단계
가 높아져도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다.

  어중 유음의 지각 오류율을 보면, 후행 조음 위치와 결합할 때 모두 낮은 오류율
을 보인다. 그러나 낮은 오류율이라도 /ㄹ/-/ㅂ/, /ㄹ/-/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존
재한다.

         2.2.4. 어  환경의 종성 지각의 결과

  

  [표 Ⅲ-12]는 선행하는 종성과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 계열의 조합 유형별 
오류율을 제시한 것이다. 어중 종성 환경에서 후행의 조음 위치에 따라, 종성 비음
과 폐쇄음이 치조 계열인 경우가 체로 오류율이 떨어지며 양순 계열인 경우가 오
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하는 조음 위치 계열에 상관없이 후행 
자음이 연구개나 양순 계열일 때가 경구개나 치조 계열일 때에 비해 상 적으로 오
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음 위치로 분석하면, 두 입술을 이용하여 내는 양순음
과 혀의 뒷부분이 경구개 뒤에 위치한 부드러운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연구개음이 
혀끝이 윗니 뒤의 치조 부분에 닿거나 근접해 발음되는 치조음보다 많은 오류가 발
생한다.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의 연구개음 오류의 경우, 자음의 사용 환경에 상관없

   후행음
오류율

연구개음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ㄱ ㅁ ㅂ ㄴ ㅅ ㄷ ㅈ

SN 53.0% 55.5% 68.8% 47.9% 30.6% 43.6% 52.2%
[표 Ⅲ-12] 어중 종성과 후행 자음별 지각 오류율

유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어중 유음의 지각 오류율

 /ㄹ/
치조음 일다, 일사, 일나* 1%
양순음 일바, 일마 1.25%
경구개 일자 0%

[표 Ⅲ-11] 어중 유음과 후행 자음별 지각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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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천방언의 /ŋ/과 같아 혀 뒷부분의 발음에 해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혀의 뒷
부분이 연구개를 막은 후 파열이 되면서 공기가 구강으로 나오는 자음 /ㄱ/의 오류
율이 53.0%를 나타내고 있다. 양순음의 경우에는 공기가 구강으로만 흐르는 /ㅂ/과 
공기가 비강으로 흐르는 /ㅁ/의 오류율이 각각 68.8%, 55.5%로 나온 것을 보면 사
천방언권 학습자들이 두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하는 소리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중 환경에서 초·중·고급 학습 단계별 종성 지각 오류율과 지각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어중 종성 비음, 폐쇄음, 유음 별로 보면 비음의 경우에 종성 /ㅇ/ 
계열의 오류가 가장 많다. 또한 학습자들은 /ㅇ/을 후행 자음과는 상관없이 /ㄴ/으로 
인지한다. /ㅇ/ 중에 가장 높은 오류 양상은 /ㅇ/을　/ㅁ/으로, /ㅇ/을　/ㅂ/으로 발음하
는 것이다. 폐쇄음의 경우에는 /ㄱ/과 /ㅂ/에서 많은 오류를 일으키고 서로 구별 없
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음의 경우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낮은 오
류율을 보였으며, 거의 모어 화자처럼 습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생산한 오류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학습자 발음의 오류는 주로 한국어의 내재 원인과 사천방언의 간섭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내재 원인에서는 한국어와 사천방언의 음절 구조 차이
가 두드러진다. 사천방언과 달리 한국어는 자음, 모음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종성이 
존재한다. 피험자들은 사천방언에 없는 종성 구조에 해 익숙하지 않아 지각하지 
못하거나 생략하는 오류를 자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어말 환경의 종성 지각 정오율

          2.3.1. 어말 비음의 지각 정오율

비
음

숙달도 수준 (%) 계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ㄴ/ /ㅁ/ /ㅇ/ /ㄴ/ /ㅁ/ /ㅇ/ /ㄴ/ /ㅁ/ /ㅇ/ /ㄴ/ /ㅁ/ /ㅇ/

/ㄴ/ 36.7 35.0 18.9 38.0 30.0 15.0 45.3 15.0 25.0 40.7 26.7 19.6
/ㅁ/ 35.4 55.9 8.7 20.0 77.0 3.0 8.3 86.7 5.0 21.2 73.2 5.6
/ㅇ/ 25.0 25.0 45.0 20.0 10.0 65.9 10.0 20.0 70.3 18.3 18.3 60.4

[표 Ⅲ-13]　비음(ㄴ,ㅁ,ㅇ)의 정답률과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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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3]은 숙달도 수준으로 비음의 정답률과 오류율을 제시한 것이다. 굵게 
표시된 수치가 정확하게 인식한 경우를 나타낸다. /ㅁ/, /ㅇ/의 경우에 정답률이 다
소 높으나 /ㄴ/의 경우에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가 /ㄴ/
을　/ㅇ/으로 잘못 지각했는데 그 원인은 이전에 논술한 것과 같이 사천방언의 특성
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천방언 중에 /n/는 혀끝비음인데 발음할 때 조음 위치가 
앞이 되고 한국어의 /ㅁ/과 /ㄴ/ 발음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사천방언권 학습자
의 지각 범주에서는 /ㄴ/, /ㅁ/의 음성과 혀끝음 /n/이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ㄴ/을 발음할 때 /ㅁ/보다 입을 굳게 다물지 않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다.　 각각 
18.3%가　/ㅇ/을　/ㄴ/으로，/ㅇ/을　/ㅁ/으로　잘못 지각하였다. 고급과 비교하면 초·중
급에서 /ㄴ/, /ㅁ/, /ㅇ/의 오류를 제외하고도 제 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
고, /ㄴ/의 오류율이 가장 높아 각각 9.4%, 17%나 되었다. 또한 상위 등급을 보더
라도 /ㄴ/, /ㅁ/, /ㅇ/에 한 정답률이 확연히 높아지지 않아 평균 정답률을 근소하
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즉, 어말 환경에서는 이전에 분석한 어중 환경과 달리 /ㄴ/의 
지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어말 비음의 지각 오류를 분석하면, /ㅇ/와 /ㄴ/의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응하는　각　단모음의　오류 형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ㅇ/의 경우에는 전설

음 /ㅣ/, /ㅔ/와 결합할 때 오류율이 높은데 /ㅏ/와 결합할 때는 오류율이 낮다.　그러

비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어말 비음의 지각 오류율

 /ㅇ/
전설(평순) ㅣ, ㅔ 잉, 엥 44.4%, 20.8%
후설(평순) ㅡ, ㅓ, ㅏ 응, 엉, 앙 32.9%, 33%, 29%
후설(원순) ㅜ, ㅗ 웅, 옹 38.9%, 35.%

/ㄴ/
전설(평순) ㅣ, ㅔ 인, 엥 22.9%, 25.7%
후설(평순) ㅡ, ㅓ, ㅏ 은, 언, 안 35.3%, 40.4%, 31.0%
후설(원순) ㅜ, ㅗ 운, 온 31.0%, 33.9%

/ㅁ/
전설(평순) ㅣ, ㅔ 임, 엠 33.0%, 25.8%
후설(평순) ㅡ, ㅓ, ㅏ 음, 엄, 암 31.9%, 21.9%, 20.9%
후설(원순) ㅜ, ㅗ 움, 옴 21.0%, 21.9%

 [표 Ⅲ-14] 어말 비음 종성과 선행 단모음별 지각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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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ㄴ/의 경우에는 후설 단모음 /ㅓ/와 결합할 때 오류율이 높고, /ㅇ/와는 반 로 
전설음 /ㅣ/, /ㅔ/와 결합할 때 오류율이 낮다. 따라서 종성 비음 /ㅇ/, /ㄴ/과 단모음
이 결합할 때, 단모음과　종성 비음이　다른 것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음절로
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천방언에는 ing/iŋ/이　존재하지　않아서　

응하는　중국어　종성도　찾기 어렵다. 높은 오류율이 있는 /잉/은 사천방언의 영향
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인/의 경우,　사천방언에　 응하는 음소가　존재하
므로　/잉/보다　쉽게　지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종성 /ㅁ/을 지각할 때 /ㅇ/과 같아 
음절 /임/에 해 판단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성 비음과 결합하는 단모음 
중에 /잉/, /임/, /음/, /응/, /언/ 등의 음절이 낮은 오류율을 보인다.

          2.3.2. 어말 폐쇄음의 지각 정오율 

　

  위의 [표 Ⅲ-15]를 보면 폐쇄음의 지각은 앞서 살펴본 비음의 지각에 비해 전체
적으로 정답률이 낮은데 이는 사천방언권 학습자에게 한국어 폐쇄음에 한 지각이 
큰 난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같은 UU형이지만 /ㅂ/，/ㄷ/，/ㄱ/은 
서로 다른 지각 정오율을 보이고 있으며 /ㅂ/，/ㄷ/，/ㄱ/의 지각 중 가장 낮은 것은 
/ㅂ/으로 평균 50%이고 초급의 경우 35%에 불과하다. 이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사
천방언의 간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고급 단계에서도 그 증폭 속도
가 크지 않으며 중·고급 사이의 증폭 거리는 5%에 불과하다. /ㄷ/，/ㄱ/의 증폭 거
리도 크지 않은 것을 보면 이러한 오류를 초래하는 원인이 사천방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내재적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발음의 위치상  /ㅂ/，/ㄷ/，/
ㄱ/은 각기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이며 이는 능동부 아랫입술이 고정부인 윗입술
에 작용하는 소리의 지각능력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폐
쇄
음

숙달도 수준 (%) 계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ㅂ/ /ㄷ/ /ㄱ/ /ㅂ/ /ㄷ/ /ㄱ/ /ㅂ/ /ㄷ/ /ㄱ/ /ㅂ/ /ㄷ/ /ㄱ/

/ㅂ/ 35.0 25.0 25.0 56.0 20.0 20.0 61.0 18.0 21.0 50.0 21.0 22.0
/ㄷ/ 15.0 47.0 35.0 10.0 59.0 30.0 19.1 65.9 15.0 14.7 57.3 26.7
/ㄱ/ 25.0 25.0 45.0 18.0 20.0 62.0 13.0 18.0 69.0 18.6 31.0 57.0

[표 Ⅲ-15] 폐쇄음(ㅂ,ㄷ,ㄱ)의 정답률과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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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5]를 살펴보면 /ㅂ/, /ㄷ/, /ㄱ/의 중·고급 증가율이 공통적으로 저하되었
는데, 이는 낯선 음소가 비슷한 음소에 비해 배우기 어렵지만 중·고급 단계로 올라
갈수록 감지 능력이 좋아지고 장악하기 쉽다는 원리에 어긋난다. 이는 중·고급 단계
에 입력된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어말 폐쇄음 종성과 선행 단모음별 지각 오류율을 보면, 단모음으로 인해 /ㄱ/, /
ㅂ/, /ㄷ/ 간에 큰 격차가 보이지 않고 /ㄱ/만 상 적으로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또한, 전설 /ㅣ/, /ㅔ/와 결합하여 형성된 /익/, /입/, /읻/, /엑/, /엡/, /엗/은 각각 
53.6%, 40.7%, 46.5%, 33.2%, 37.7%, 37.8%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2.3.3. 어말 유음의 지각 정답률

   
  어말 환경의 유음은 어중 환경의 유음과 마찬가지로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모
어 사용자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분별률을 보이고 있다.

유음
ㄹ

초급(CN1) 중급(CN2) 고급(CN3) 계
ㄹ ㄹ ㄹ ㄹ

91.5% 92.1% 97.5% 93.7%
[표 Ⅲ-17] 유음(ㄹ)의 정답률

폐쇄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어말 폐쇄음의 지각 오류율

 /ㄱ/
전설(평순) ㅣ, ㅔ 익, 엑 53.6%, 33.2%
후설(평순) ㅡ, ㅓ, ㅏ 윽, 억, 악 43.8%, 37.8%, 42.3%
후설(원순) ㅜ, ㅗ 욱, 옥 52.7%, 47.2%

/ㅂ/
전설(평순) ㅣ, ㅔ 입, 엡 40.7%, 37.7%
후설(평순) ㅡ, ㅓ, ㅏ 읍, 업, 압 46.8%, 45.8%, 47.9%
후설(원순) ㅜ, ㅗ 웁, 옵 39.7%, 41.0%

/ㄷ/
전설(평순) ㅣ, ㅔ 읻, 엗 46.5%, 37.8%
후설(평순) ㅡ, ㅓ, ㅏ 읃, 얻, 앋 40.7%, 49.9%, 45.9%
후설(원순) ㅜ, ㅗ 욷, 옫 41.5%, 48.8%

[표 Ⅲ-16] 어말 폐쇄음 종성과 선행 단모음별 지각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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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모음별 종성 /ㄹ/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전설 단모음 /ㅣ/와 결합하여 형성된 
음절 /일/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후설 단모음과 함께 결합
한 /을/, /얼/, /알/에서 상 적으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2.3.4. 어말 환경의 종성 지각의 결과

  위의 표에서 보듯, 어말 환경에서는 어중 환경에 비해 오류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다.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별 평균 오류율은 “ㅏ<ㅔ<ㅗ<ㅜ<ㅡ<ㅓ
<ㅣ”의 순서로 작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표준 중국어와 사천방언의 특징은 
모음에 해당하는 운복과 운미에 따라 종성 설첨비음과 설근비음운미로 나누고 운복
은 운모의 핵심으로서 원순도, 음직을 결정한다. 한국어 종성을 발음하는 데 있어 
선행 모음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인을 상으로 한 
오류 분석 연구에서 종성을 발음하기 위해 선행 모음을 다른 모음으로 치하는 오
류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였다(양순임, 2006). 즉,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지각할 때 한국어 음소 간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천방언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어 동
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2.4. 음운 환경별 지각 양상의 특징

   단모음
오류율

후설(평순) 후설(원순)    전설(평순)
ㅏ ㅓ ㅡ ㅜ ㅗ ㅔ ㅣ

SN 27.8% 43.5% 36.7% 34.5% 33.6% 29.3% 45.7%
[표 Ⅲ-19] 어말 종성과 선행 단모음별 지각 오류율

유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어말 유음의 지각 오류율

 /ㄹ/
전설(평순) ㅣ, ㅔ 일, 엘 3.7%, 0%
후설(평순) ㅡ, ㅓ, ㅏ 을, 얼, 알 2.6%
후설(원순) ㅜ, ㅗ 울, 올 0%

[표 Ⅲ-18] 어말 유음 종성과 선행 단모음별 지각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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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 F=5.738, p>0.05, 폐쇄음: F=9.764, p>0.044, 유음: F=2.798, p>0.05)
[표 Ⅲ-20] 어중어말 환경별 종성 지각 오류율

   [표 Ⅲ-20]은 음운 환경별 종성의 지각 오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초·중·고급 단
계별로 어중과 어말 환경의 종성 지각 오류율을 통계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운 
환경별 폐쇄음의 평균 오류율은 14.6%이고 유음의 오류율은 3.05%, 비음의 오류율
은 7.0%이다. 종성 지각 정확률에 하여 F검증을 각각 실행하였고 폐쇄음의 차이
가 가장 컸다(유의수준 P>0.04, F=5.738). 따라서 어중 환경의 지각 오류율이 조
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어중 종성의 폐쇄음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지각하기 어려운 것은 폐쇄음 중에 /ㅂ/, /ㄱ/, 비음 
중에 /ㅇ/, /ㄴ/으로 보이고, 종성 /ㅇ/과 비음 중 /ㅇ/의 차이는 가장 뚜렷하며 어중 
/ㅇ/의 지각 정확률은 어말의 2/3이고 15.1% 차이가 난다. 이러한 원인은 사천방언
에 폐쇄음과 같은 운미가 없기 때문에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은 종성 폐쇄음 유무의 
구별이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특히 종성뿐만 아니라 종성과 결합하는 후행 자음에 

한 지각도 부족해서 어말 환경보다 어중 환경에서 더 많은 폐쇄음 지각 오류가 
나타난다. 비음의 경우는 사천방언에 유사하게 존재하지만 사천방언 ing/iŋ/에 해 
구별하기 어려워서 응하는 한국어 /ㅇ/도 지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 사천방언 
중에 운미 /ŋ/ 신 /n/이 많이 존재하여 사천방언 학습자가 습관적으로 /ㅇ/-/ㄴ/으
로 지각해서 한국어 동화를 초래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유음의 경우는 오류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말 

어중 환경의 종성 지각 오류율

 
 SN

비음 폐쇄음 유음
ㄴ ㅁ ㅇ ㅂ ㄷ ㄱ ㄹ

36.7％
(3.6)

28.3％
(7.9)

51.7％
(12.7)

53.4％
(14.7)

38.5％
(17.5)

56.4％
(12.7)

2.25％
(17.2)

어말 환경의 종성 지각 오류율

SN
비음 비음 유음

ㄴ ㅁ ㅇ ㅂ ㄷ ㄱ ㄹ
46.3％
(3.6)

26.8％
(7.9)

36.6％
(12.7)

43.0％
(14.7)

41.4％
(17.5)

49.6％
(12.7)

5.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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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난 이유는 사천방언의 복운모로 인해 한국어의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 첨가나 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3. 산출한 발음에 한 정확성 양상

       3.1. 어  환경의 종성 산출 정확성 평가

 
          3.1.1. 어  비음의 산출한 발음 정확성 평가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의 /ㄴ/, /ㅇ/ 정오율이 명확하지는 
않다. /ㅇ/ 평균은 상 적으로 낮은 71.4%이다. 그러나 상 적으로 초급 단계에서 /
ㄴ/-/ㅇ/, /ㄴ/-/ㅁ/의 발음 오류가 집중되어 있으며 오류율이 각각 20%, 17%로 나
타났다. /ㅇ/-/ㄴ/, /ㅇ/-/ㅁ/으로 발음한 오류도 뚜렷하게 알 수 있으며 고급 단계
에 이를 때까지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주된 오류는 /ㄴ/, /ㅇ/의 차이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현상은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
지 지속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비
음

숙달도 수준 (%) 계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ㄴ/ /ㅁ/ /ㅇ/ /ㄴ/ /ㅁ/ /ㅇ/ /ㄴ/ /ㅁ/ /ㅇ/ /ㄴ/ /ㅁ/ /ㅇ/

/ㄴ/ 63.0 17.0 20.0 77.0 8.0 15.0 87.0 3.0 10.0 75.6 9.3 15.0
/ㅁ/ 12.5 67.8 19.7 8.0 76.4 15.6 5.0 82.3 12.7 8.5 75.5 16.0
/ㅇ/ 25.0 16.5 58.5 15.0 5.0 76.2 10.0 7.0 79.7 13.3 9.5 71.4

[표 Ⅲ-21]　비음(ㄴ,ㅁ,ㅇ)의 정답률과 오류율

비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어중 비음의 발음 오류율

연구개
/ㅇ/

연구개 잉가 25%
치조음 잉다, 잉사, 잉나 27.6%
양순음 잉바, 잉마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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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비음과 상관없이, 후행 자음이 양순음이 될 때 비음 /ㅇ/, /ㄴ/, /ㅁ/의 오류
율은 각각 30.5%, 28.2%, 21.45%이다. 양순음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반면 
선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일치할 때 오류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경구개의 경우도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으며 /ㅇ/-/ㅈ/, /ㄴ/-/ㅈ/, /ㅁ/-/ㅈ/의 오류
율은 각각 30.3%, 30.2%, 31.3%이다.
         
          3.1.2. 어  폐쇄음의 산출한 발음 정오율

　 초급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의 폐쇄음 발음 정확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초기에는 생략 오류가 현저히 많고 중급으로 갈수록 치 오류가 많아진다. 
/ㄱ/-/ㄷ/, /ㄱ/-/ㄷ/의 오류율은 각각 16.9%, 10.0%로 치 오류가 총 26.9%지만 
나머지 10.1%는 통계될 수 없는 오류이기에 생략되었다. 폐쇄음은 초급에서 상당히 
높은 오류율이 나타난 반면 중급에서는 학습시간이 길어지면서 현저한 향상을 보여 

경구개 잉자 30.3%

치조음
/ㄴ/

연구개 인가 24.3%
치조음 인다, 인사, 인나 26%
양순음 인바, 인마 28.2%
경구개 인자 30.2%

양순음
/ㅁ/

연구개 입가 24.5%
치조음 임다, 임사, 임나 23.9%
양순음 임바, 임마 21.5%
경구개 임자 31.3%

[표 Ⅲ-22] 어중 비음과 후행 자음별 발음 오류율

폐
쇄
음

숙달도 수준 (%) 계(%)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ㅂ/ /ㄷ/ /ㄱ/ /ㅂ/ /ㄷ/ /ㄱ/ /ㅂ/ /ㄷ/ /ㄱ/ /ㅂ/ /ㄷ/ /ㄱ/

/ㅂ/ 70.0  2.0 12.0 74.5 8.7 15.0 80.5 5.0 14.7 75.0 5.3 13.9
/ㄷ/ 15.0 52.0 17.4 14.7 71.1 12.1 15.7 72.7 11.4 14,9 65.2 23.3
/ㄱ/ 16.9 10.0 63.0 10.3 18.7 74.5 17.2 13.2 70.5 14.8 14.0 69.3

[표 Ⅲ-23] 폐쇄음(ㅂ,ㄷ,ㄱ)의 정답률과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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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중급에서 더 큰 변화 없이 고급 단계까지 이어지
는 것을 보면 발음의 화석화나 한국어의 특징 등으로 인해 학습자의 발음이 더 이
상 향상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쇄음 발화실험의 결과를 보면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은 /ㅂ/-/ㅈ/과 /ㅂ/-/ㄷ/, /
ㅂ/-/ㅅ/, /ㅂ/-/ㄴ/에서 가장 낮은 오류율을, /ㄷ/-/ㅈ/에서 57.6%의 가장 높은 오
류율을 보였다. 또한, 폐쇄음 발화실험 결과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은 /ㄱ/-/ㅂ/, /ㄱ
/-/ㅁ/의 경우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음과 비교해보면 피험자들은 
폐쇄음을 외파하지 않고 힘을 주어 발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1.3. 어  유음의 산출한 발음 정답률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유음 /ㄹ/ 발음 정답률은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평균 증

폐쇄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어중 폐쇄음의 발음 오류율

연구개
/ㄱ/

연구개 익가 23.8%
치조음 익다, 익사, 익나* 25.8%
양순음 익바, 익마* 30.0%
경구개 익자 26.2%

치조음
/ㄷ/

연구개 읻가 26.9%
치조음 읻다, 읻사, 읻나* 31.4%
양순음 읻바, 읻마* 32%
경구개 읻자 57.6%

양순음
/ㅂ/

연구개 입가 16.3%
치조음 입다, 입사, 입나* 15.5%
양순음 입바, 입마* 23.8%
경구개 입자 10.5%

[표 Ⅲ-24] 어중 폐쇄음과 후행 자음별 발음 오류율

유음
ㄹ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계
ㄹ ㄹ ㄹ ㄹ

57.3% 66.6% 77.7% 67.2%
[표 Ⅲ-25] 유음(ㄹ)의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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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방식으로 증가하고 최 치는 77.7%이다. 초급 단계의 정답률은 모두 높지 않
으며 이는 사천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학
습 시간이 늘어나면서 중·고급 단계 집단은 방언의 영향을 극복하고 발음의 최고 정
확도에 도달하고 있다. 다만 이전의 지각실험에서 유음의 정답률이 90%를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발음실험에서의 정답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6]에서 보듯이, 유음의 경우 후행 자음이 양순음이 될 때 가장 높은 오
류율을 보이고 이것이 전체 오류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경구개와 치조음
인 경우이다. 

         3.1.4. 어  환경의 종성 산출의 결과

　　　　　

  [표 Ⅲ-27]은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조음 위치와 계열별 조합 유형의 오류율을 
통계한 것이며 선행하는 종성과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 계열의 조합 유형별 오
류율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어중 종성 환경에서 후행의 조음 위치에 따라 연
구개음 계열인 /ㄱ/의 경우 28.5%의 오류율을 보여 체로 잘 산출하는 것으로 드
러났으나 /ㅈ/의 경우에는 43.1%의 오류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사천
방언권 학습자들은 양순음 중에 후행 /ㅂ/이 양순음 /ㅁ/보다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
였으며 4.6%의 격차가 보인다. 치조음의 경우는 각각의 오류율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 평균 24.6%이다. 즉, 후행 자음이 경구개음이나 양순음 계열일 때가 치조음 

  후행음
오류수

연구개음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ㄱ ㅁ ㅂ ㄴ ㅅ ㄷ ㅈ

SN 28.5% 26.6% 31.2% 25.0% 24.2% 27.8% 43.1%
[표 Ⅲ-27] 어중 종성과 후행 자음별 산출한 발음 오류율

유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어중 비음의 발음 오류율

/ㄹ/
치조음 일다, 일사, 일나* 3%
양순음 일바, 일마 20.8%
경구개 일자 7%
[표 Ⅲ-26] 어중 유음 종성과 선행 단모음별 발음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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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일 때에 비해 상 적으로 오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구개음과 연구개
음의 큰 격차는 이전의 지각 오류 양상과도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천방언의 /-ŋ/의 영향으로 인해 혀 뒷부분의 조음에서 지각과 발음 모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의 후행 자음별 난이도는 “ㅈ>ㅂ>ㄷ>ㅁ>ㄴ>
ㅅ>ㄱ”의 순서로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선행 종성이 후행 자음과 조음 위치가 일
치할 때 오류가 적은 반면 일치하지 않을 때 오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어중 환경에서 초·중·고급 단계별 종성 오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천방언
권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비음에 비해 폐쇄음의 발음 정확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
다. 비음의 경우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주요한 오류는 /ㄴ/, /ㅇ/의 차이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현상은 초급에서 시작하여 고급까지 지속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폐쇄음 /ㄱ/, /ㄷ/은 초급에서 상당히 높은 오류율이 나타나지만 중·고급으로 
갈수록 학습시간이 길어지면서 현저한 향상을 이뤄 성공적으로 습득한다. 사천방언
권 학습자들의 유음 발음은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평균 증가의 방식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지각실험과는 달리 유음의 발음 오류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음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면 주로 몇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어와 사
천방언의 유사성과 상이성으로 인해 발음 오류가 발생한다. 폐쇄음은 생소한 음소로
서 학습 초기에는 이를 장악하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지만 최종적으로는 습득
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음은 비슷한 음소로서 학습 초기에는 생소한 음소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도 학습자가 발음의 정확성 면에서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그들의 사천방언 말소리가 짙게 남아 있다. 
  둘째, 사천방언의 간섭으로 인해 발음 오류가 발생한다. 한국어 종성 /ㅇ/과 비슷
한 중국어 음소 /ing/iŋ/ 발음 시 과도한 기류가 비강을 지나면서 강한 비음 /ing/iŋ/ 
음을 조성하는 발음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사천방언에서는 /ing/iŋ/ 신 /in/으로 
가볍게 발음해야 하고, 또한 조음 위치와 방법 면에서 보면 이들은 다른 음소이다. 
이러한 사천방언의 발음 영향으로 인해 한국어의 발음이 사천방언에 가깝게 동화된
다. 결국 한국어 종성 /ㅇ/을 발음할 때 두 입술이 너무 닫혀 있어 기류의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 기류가 코로 흘러나와 두 입술의 폭발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
것이 바로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의 /ㅇ/을　/ㄴ/으로 발음이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원인
이다. 유음 /ㄹ/의 오류 원인을 살펴보면 사천방언에서는 z/ts/, c/ʦʰ/,s/s/와 zh/tʂ/, 
ch/tʂʰ/, sh/ʂ/, r/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zh/tʂ/, ch/tʂʰ/, sh/ʂ/, r/ʐ/을 발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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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혀끝부분과 경구개가 기류의 통과를 방해하여 소리가 난다. 즉, 사천방언의 영향
을 받은 사람들은 발음할 때 항상 혀를 마는 것을 잊기 때문에 한국어의 /ㄹ/을 발
음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한국어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음 오류가 발생한다. 한국어 종성에서 폐쇄음
은 사천방언과 응이 없는 UU형으로 특수하게 존재하므로 발음 오류가 많이 발생
한다. 

      3.2. 어말 환경의 종성 산출 정확성 평가

 
          3.2.1. 어말 비음의 발음 정오율

　
  위의 [표 Ⅲ-28]을　보면, 어말 환경에서　발음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ㅁ/이고　
가장 낮은　것은　/ㅇ/이다．/ㅇ/은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일률적으로　낮은　정답률이　
나타난 반면　/ㅁ/은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또한, 초급에서　/ㄴ/와 /ㅇ/이 동시에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을 통해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ㄴ/, /ㅇ/ 발음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를 보면 /ㅇ/을　/ㄴ/으로, /ㄴ/을　/ㅇ/으로　많은 발음 
오류가 발생하였다.　　

비
음

숙달도 수준 (%) 계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ㄴ/ /ㅁ/ /ㅇ/ /ㄴ/ /ㅁ/ /ㅇ/ /ㄴ/ /ㅁ/ /ㅇ/ /ㄴ/ /ㅁ/ /ㅇ/

/ㄴ/ 59.7 5.0 18.9 79.9 30.0 15.0 82.9 15.0 25.0 73.9 10.7 29.6
/ㅁ/ 35.4 68.4 8.7 20.0 78.7 3.0 8.3 85.9 5.0 11.2 77.6 5.6
/ㅇ/ 25.0 25.0 54.6 20.0 10.0 73.2 10.0 20.0 79.4 18.3 8.3 69.0

[표 Ⅲ-28]　비음(ㄴ,ㅁ,ㅇ)의 정답률과 오류율

비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어말 비음의 발음 오류율

/ㅇ/
전설(평순) ㅣ, ㅔ 잉, 엥 21.5%, 33.67%
후설(평순) ㅡ, ㅓ, ㅏ 응, 엉, 앙 27.8%, 39.5%, 19.3%
후설(원순) ㅜ, ㅗ 웅, 옹 42.2%, 31.67%

/ㄴ/ 전설(평순) ㅣ, ㅔ 인, 엔 29.5%,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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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29]에서 어말　환경비음과　선행 단모음을 보면, 후설(평순)인 /엉/, /언/, /
엄/에서　많은 발음 오류가 발생한다. 전설(평순)인 /엔/, /엠/, /엥/도　마찬가지로　많
은　발음 오류가　발생한다. 후설(원순) 중에 가장 발음을 못한 음은 /ㅜ/이고 특히 /
웅/의 경우 오류율이 42.2%에 이른다. 비음과 단모음인 /엥/, /엉/, /옹/이 각각 
33.67%, 39.5%, 31.67%로 나타나고 어말 비음 중에 /ㅇ/의 발음이 가장 어려운 것
을 알 수 있다. 

          3.2.2. 어말 폐쇄음의 발음 정오율

 
 [표 Ⅲ-30]을 보면 어말 환경 중에 발음이 제일 어려운 폐쇄음은 /ㄱ/으로 정답률
이 71.8%에 불과하다. /ㅂ/의 정답률은 83.8%로 상 적으로 발음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폐쇄음 초급에서 체로 정답률이 낮고 등급에 따라 향상되어 초급과 큰 격
차가 나타난다. 특히, /ㅂ/의 경우는 거의 모어 화자처럼 발음이 가능하여 고급 단계
에서 정답률이 91%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중급과 고급의 정답률 차이가 크지 않고 
폐쇄음의 발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고급을 비교해 보면 중급 /
ㄱ/보다 고급 /ㄱ/의 정답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오류의 양상을 보면 /ㅂ/을　/ㄱ/으
로, /ㄷ/을　/ㅂ/으로 발음 오류가 많았다.  

폐
쇄
음

숙달도 수준 (%) 계 (%)초급(SN1) 중급(SN2) 고급(SN3)
/ㅂ/ /ㄷ/ /ㄱ/ /ㅂ/ /ㄷ/ /ㄱ/ /ㅂ/ /ㄷ/ /ㄱ/ /ㅂ/ /ㄷ/ /ㄱ/

/ㅂ/ 71.2 25.0 8.0 89.2 5.0 16.0 91.0 18.0 21.0 83.8 21.0 12.0
/ㄷ/ 15.0 65.2 15.0 10.0 76.4 10.0 19.1 79.2 15.0 21.7 73.6 16.7
/ㄱ/ 25.0 15.0 60.1 15.0 20.0 80.7 13.0 18.0 74.8 15.6 27.0 71.8

[표 Ⅲ-30] 폐쇄음(ㅂ,ㄷ,ㄱ)의 정답률과 오류율

후설(평순) ㅡ, ㅓ, ㅏ 은, 언, 안 27.3%, 28.2%, 14.2%
후설(원순) ㅜ, ㅗ 운, 온 26.6%, 25.8%

/ㅁ/
전설(평순) ㅣ, ㅔ 임, 엠 18.5%, 20.8%
후설(평순) ㅡ, ㅓ, ㅏ 음, 업, 암 27.8%, 29.5%, 15.5%
후설(원순) ㅜ, ㅗ 움, 옴 23.2%, 20.7%

[표 Ⅲ-29] 어말 비음과 선행 단모음별 발음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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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1]을 보면, 전체적으로 폐쇄음 /ㄷ/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후설
(평순) /읃/, /얻/의 경우 폐쇄음 중에서도 높은 오류율을 보여 각각 31.2%, 32.7%
로 나타났다. /ㄷ/ 뿐만 아니라, 폐쇄음 /ㄱ/ 중에 후설(원순) /옥/의 경우도 높은 오
류율을 보였다. /ㅂ/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3.7%의 수치를 보여 폐쇄음 중에 후설
(원순) /ㅗ/가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3.2.3. 어말 유음의 지각 정답률

  어말 환경 중에 유음의 발음에서 낮은 정답률이 나왔다. 특히 초급에서 그러한 현
상을 보이며 중·고급으로 올라가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음의 발음 정확
성이 확연히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음
ㄹ

초급(CN1) 중급(CN2) 고급(CN3) 계
ㄹ ㄹ ㄹ ㄹ

65.8% 75.8% 76% 69.2%
[표 Ⅲ-32] 유음(ㄹ)의 정답률

폐쇄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어말 폐쇄음의 발음 오류율

/ㄱ/
전설(평순) ㅣ, ㅔ 익, 엑 19%, 26%
후설(평순) ㅡ, ㅓ, ㅏ 윽, 억, 악 27.8%, 21.8%, 17.8%
후설(원순) ㅜ, ㅗ 욱, 옥 26.0%, 30.2%

/ㅂ/
전설(평순) ㅣ, ㅔ 입, 앱 8.67%, 15.5%
후설(평순) ㅡ, ㅓ, ㅏ 읍, 업, 압 16%, 19.3%, 10.7%
후설(원순) ㅜ, ㅗ 웁, 옵 19.5%, 23.7%

/ㄷ/
전설(평순) ㅣ, ㅔ 읻, 앧 22.3%, 24.8%
후설(평순) ㅡ, ㅓ, ㅏ 읃, 얻, 앋 31.2%, 32.7%, 21.8%
후설(원순) ㅜ, ㅗ 욷, 옫 24%, 27.7%

[표 Ⅲ-31] 어말 폐쇄음과 선행 단모음별 발음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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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음의 발음에서 분명한 오류가 나타난 것은 전설(평순) /ㅣ/와 결합한 경우이다. 
전설(평순) /일/의 발음 오류가 17.5%에 이른다. 후설(평순)의 경우는 9.3%를 차지
하고 전설(평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발음 오류가 나타난다. 따라서 폐쇄음·비음
과 달리, 유음에서 후설(원순) /ㅜ/, /ㅗ/의 발음 오류율이 낮아져 발음의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2.4. 어말 환경의 종성 산출의 결과

  [표 Ⅲ-34]를 보면 어말 환경에서 오류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한국어 단모음
별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평균 오류율은 “ㅏ<ㅣ<ㅔ<ㅗ<ㅡ<ㅜ<ㅓ”의 순서로 작게 
나타났다. 
  혀의 앞뒤에 따른 후설(평순), 후설(원순)의 오류가 상 적으로 많고 전설(평순) 
발음 오류가 적게 나타난다.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설(평순)을 잘못 지각한 원인은 사천방언의 in/in/과 ing/iŋ/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천방언의 전비음 in/in/만 인식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응 한국어인 
/잉/, /인/, /임/의 단모음과 결합하는 경우도 구별하기 어렵고 지각할 수 없다.  

② en/ən/, ueng/uəŋ/, eng/əŋ/과 같은 비운모는 사천방언에선 전비음운모(前鼻音尾
韻) en/ən/만 존재한다. 또한, 운모 üong/uŋ/, ueng/uəŋ/, eng/əŋ/의 경우에 사천
방언에서 üong/uŋ/으로만 발음하기 때문에 한국어 종성과 상관없이 후설(평순)/
ㅡ/, /ㅜ/가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유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어말 유음의 발음 오류율

/ㄹ/
전설(평순) ㅣ, ㅔ 일 17.5%
후설(평순) ㅡ, ㅓ, ㅏ 을, 얼, 알 9.3%
후설(원순) ㅜ, ㅗ 울, 올 4%

[표 Ⅲ-33] 어말 유음과 선행 단모음별 발음 오류율

   단모음
오류율

후설(평순) 후설(원순) 전설(평순)
ㅏ ㅓ ㅡ ㅜ ㅗ ㅔ ㅣ

SN 16.5% 47.2% 26.7% 30.5% 26.6% 25% 20.0%
[표 Ⅲ-34] 어말 종성과 선행 단모음별 발음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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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천방언 중에 ㅇ/o/운모가 uo/uo/ 혹은 e/e/운모가 된다. 그래서 한국어 /어/나 /
오/로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3.3. 음운 환경별 산출한 발음 양상의 특징

  [표 Ⅲ-35]로 정리한 발음의 정확성 평가를 보면, 환경에 관계없이 가장 낮은 정
확성을 기록한 음은 유음이며, 어중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음은 /ㄴ/, 
어말 환경에서는 /ㅂ/이다. 각 종성별 어중 환경에서 정확성이 가장 낮은 음은 폐쇄
음이다. 폐쇄음 간의 격차 또한 크다. 사천방언에 한국어의 폐쇄음에 해당하는 발음
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어 음소 간의 특징을 고려하다 보니 이런 양상이 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 비음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말 환경에서도 폐쇄음 중
에 /ㅂ/의 정확성이 가장 높고 환경에 관계없이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은 폐쇄음 /ㅂ/
을 가장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음에서는 /ㅇ/의 정확성이 가장 
낮고 /ㅇ/의 정확성이 다른 비음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종성 중에 유음의 정확성이 가장 떨어진다. 비음 중에 /ㅇ/의 정확성이 가장 낮은 
반면 폐쇄음 중에 /ㅂ/의 정확성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47) 여기에 제시한 것은 각 종성 발음에 따른 총 종성 발음 정확률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

록을 참고할 수 있다. 총 종성 발음 정확률 = 각 종성 발음 정확률(SN1) + 각 종성 발
음 정확률(SN2) + 각 종성 발음 정확률(SN3)/3. 각 종성 발음 정확률 = 각 종성 발음 
총 점수 / 각 종성 발음 만점(200) 

어중 환경의 종성 발음 정확성 평가47) (%)

SN
비음 폐쇄음 유음

ㄴ ㅁ ㅇ ㅂ ㄷ ㄱ ㄹ
75.6
(3.6)

75.5
(7.9)

71.4
(12.7)

75.0
(14.7)

65.2
(17.5)

69.3
(12.7)

67.2
(17.2)

어말 환경의 종성 발음 정확성 평가 (%)

SN
비음 폐쇄음 유음

ㄴ ㅁ ㅇ ㅂ ㄷ ㄱ ㄹ
73.9
(3.6)

77.6
(7.9)

69.5
(12.7)

83.8
(14.7)

73.6
(17.5)

71.8
(12.7)

69.2
(17.2)

[표 Ⅲ-35] 어중어말　환경별로　산출한 발음의 정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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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운 환경별 지각과 산출한 발음의 계 

  본 절에서 얻어진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자료를 위의 음운 환경별 분석 방법에 따
라 살펴본 결과, 어중 환경의 지각실험에서는 38.2%의 오류율을 보였고, 산출실험
에서는 28.7%의 오류율을 보였다. 반면, 어말 환경의 지각실험에서는 35.1%의 오
류율을 보였으며, 산출실험에서는 25.8%의 오류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지각실험
의 오류율이 산출실험의 오류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환경별 어중 
음운 환경에서 선행 종성과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 어말 음운 환경에서 종성과 선
행 단모음 결합에 따라 관찰해보고,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상으로 산출과 지각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4.1. 어  종성의 지각과 산출한 발음의 계

어중 환경의 종성 지각과 산출 오류율

지각
발음

비음 폐쇄음 유음
ㄴ ㅁ ㅇ ㅂ ㄷ ㄱ ㄹ

36.7％ 28.3％ 51.7％ 53.4％ 38.5％ 56.4% 2.25％
24.4% 24.5% 28.6% 25.0% 34.8% 30.7% 32.8%

[표 Ⅲ-36] 어중 환경의 종성 지각과 산출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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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6]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유음을 제외하고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
류율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다. 비음 중에 /ㅁ/은 지각에서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
이는 반면 산출에서는 그렇지 않다. /ㅇ/는 지각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한
편, 산출에서도 28.6%로 가장 높은 오류율이 나타난다. /ㄴ/도 마찬가지로 지각과 
산출이 응한다. 폐쇄음 중에 /ㅂ/, /ㄱ/의 경우에는 지각 오류율이 상 적으로 높
은 동시에 산출한 발음도 많이 틀린다. 유음에 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지각하지만 
산출 면에서는 다른 종성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어중 환경에서는 각 종성의 지각과 
산출 수치가 유사하게 응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4.1.1. 어  환경에서 비음의 지각과 산출 계

 
  비음의 지각 및 산출의 결과가 [표 Ⅲ-37]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지각실험
의 오류율은 39.5%였고, 산출의 오류율은 26.9%로 지각실험의 오류율 수치가 약간 
높다.
  비음의 경우에는 지각과 산출 간에 오류율 격차가 없고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연구개 비음 /ㅇ/이 올 때 후행 자음이 동일 조음 위치의 연구개음 /잉가/의 경우 다
른 조음 위치의 음으로 발음한 오류가 가장 많고 오류율은 45.7%였다. 산출도 해당

비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지각 오류율 산출 오류율  관계

연구개
/ㅇ/

연구개 잉가 45.7% 25% 지각>산출
치조음 잉다, 잉사, 잉나 48.9% 27.6% 지각>산출
양순음 잉바, 잉마 65.7% 30.5% 지각>산출
경구개 잉자 40.8% 30.3% 지각>산출

치조음
/ㄴ/

연구개 인가 20.8% 24.3% 지각<산출
치조음 인다, 인사, 인나 34.8% 26.0% 지각>산출
양순음 인바, 인마 48.9% 28.2% 지각>산출
경구개 인자 30.2% 30.2% 지각=산출

양순음
/ㅁ/

연구개 임가 26.9% 24.5% 지각>산출
치조음 임다, 임사, 임나 44.8% 23.9% 지각>산출
양순음 임바, 임마 32.9% 21.4% 지각>산출
경구개 임자 23.9% 31.3% 지각<산출

[표 Ⅲ-37] 어중 환경에서 비음의 지각과　산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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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후행 자음이 치조음 /ㄴ/인 /잉다/, /잉사/, /잉나/ 중에 /잉나/일 때 지각에서 보인 
오류는 선행 종성의 조음 위치를 후행종성의 조음 위치에 동화시킨 것이었다. 또한, 
사천방언에서는 성모 중에 n/n/, l/l/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후행 자음 /ㄴ/에 해 
지각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각에서 보인 오류율은 48.9%였으며 산출에서 보인 오류
율은 27.6%로, 지각실험의 결과가 산출실험의 결과를 크게 웃돌았다. 
  후행 자음이 양순음 /ㅂ/, /ㅁ/인 /잉마/일 때 산출실험에서 보인 정확도는 25%에 
그쳤다. 반면, 선행이 양순 비음 /ㅁ/일 때는 연구개음인 경우보다 산출 오류율이 높
지 않았다. 선행이 양순 비음이고 후행 자음이 치조음인 때 지각에서 보인 오류율이 
44.8%였고, 산출에서는 23.9%의 오류율을 보였다. 
  후행 자음이 연구개음 /ㄱ/인 /임가/의 경우 지각과 산출에서 보인 오류가 비슷하
게 나타났다. 후행 자음이 선행 종성의 조음 위치와 같은 양순음인 /임/의 경우 산
출에서 오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지각실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선행 종성이 치조음 /n/일 경우, 실험 단어는 후행 자음도 같은 조음 
위치를 가진 /인나/였는데 여기서 보인 산출실험 상의 오류율은 26.0%였다. 역시 
지각실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4.1.2. 어  환경에서 폐쇄음의 지각과 산출 계

폐쇄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지각 오류율 산출 오류율 관계

연구개
/ㄱ/

연구개 익가 34.8% 23.8% 지각>산출
치조음 익다, 익사, 익나* 46.9% 25.8% 지각>산출
양순음 익바, 익마* 65.5% 30.0% 지각>산출
경구개 익자 40.9% 26.2% 지각>산출

치조음
/ㄷ/

연구개 읻가 59.3% 26.9% 지각>산출
치조음 읻다, 읻사, 읻나* 33.7% 31.4% 지각>산출
양순음 읻바, 읻마* 47.9% 32.0% 지각>산출
경구개 읻자 41.5% 57.6% 지각<산출

양순음
/ㅂ/

연구개 입가 58.7% 16.3% 지각>산출
치조음 입다, 입사, 입나* 46.7% 15.5% 지각>산출
양순음 입바, 입마* 45.4% 23.7% 지각>산출
경구개 입자 31.8% 10.5% 지각>산출

[표 Ⅲ-38] 어중 환경에서 폐쇄음의 지각과　산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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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음 전체적으로 지각에서는 51.5%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산출에서는 28.5%의 
오류율을 보여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었다. 폐쇄음
의 경우에는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한다. 즉, 폐쇄음
에 한 지각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종성이 연구개 폐쇄음 /ㄱ/이고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은 연구개인 ‘익
가’의 경우, 지각 오류율 34.8%, 산출 오류율 23.8%로 산출과 지각 면에서 상 적
으로 적은 오류가 나타났다. 선행 종성이 연구개 폐쇄음 /ㄱ/이고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양순음인 /익바/, /익마/의 경우 지각 오류율 65.5%, 산출 오류율 30%의 결
과를 보였다. 폐쇄음 /ㄱ/의 조음 위치 오류 중 후행이 양순음일 경우에 지각과 산
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선행 종성이 치조 폐쇄음 /ㄷ/일 때, 후행 자음으로 연구개음과 경구개음이 오는 
/읻가/와 /읻자/의 경우 지각과 산출의 관계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연구개음이 지
각에서는 오류율이 5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산출에서는 가장 낮은 오
류율을 보였다. 후행 자음이 치조음과 양순음일 때에는 산출과 지각의 관계가 일치
한다. 치조음의 경우에는 낮은 지각 오류율과 동시에 낮은 산출 오류율도 나타난다. 
  양순 폐쇄음 /ㅂ/일 때 후행 자음에 따라 지각과 산출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전
체적으로 지각에서는 평균 42.5%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산출에서는 18.5%의 오류
율을 보여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고 산출보다는 
지각의 정확성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4.1.3. 어  환경에서 유음의 지각과 산출의 계

　　　
  유음일 때를 종합해 보면 지각에서 2.25%의 오류율을 보였고 산출에서는 30.8%
의 오류율을 보였다. 지각의 오류율보다 산출의 오류율이 앞선 것은 폐쇄음·비음의 
결과와는 다르다.

유음 후행 
조음 위치 실험 단어 지각 오류율 산출 오류율 관계

 /ㄹ/
치조음 일다, 일사, 일나* 1% 3.0% 지각<산출
양순음 일바, 일마 1.25% 20.8% 지각<산출
경구개 일자 0% 7.0% 지각<산출

[표 Ⅲ-39] 어중 환경에서 유음의 지각과　산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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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음이었을 때를 분석해 본 결과, 후행 자음이 양순 폐쇄음인 /일바/, /일마/의 경
우 산출 상에서 설측음을 탄설음으로 발음한 오류가 있었다. 지각실험에서는 1.25%
의 오류율로 지각의 정답률이 산출실험의 정확도보다 앞섰다. 
  후행 자음이 연구개 폐쇄음인 /일자/일 경우 산출 상에서 7%의 오류율을 보였다. 
지각실험에서는 0%로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후행 자음이 치조 폐쇄음인 /일다/, /일사/, /일나/의 경우 산출시 개방 오류가 많
이 발생하며 이 실험에서는 3%의 오류율을 보였다. 지각실험에서는 1%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지각의 정답률이 산출실험의 정확도보다 앞선 것을 알 수 있다.

  어중 환경의 종성 지각과 산출 결과를 보면, 비음과 폐쇄음에서 체로 산출의 오
류율보다 지각의 오류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원인은 사천방언 학습자들이 지
각에서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변별하기 어려운 반면 산출에서 한국인 모어 평가자
들은 모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2 언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발음
한 종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출에서 발음의 정확
도를 파악할 수 있게 1점부터 5점까지 평가 기준을 설치하였지만 서로 간에 명확한 
차이가 없어, 실제 발음의 오류 수치가 높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나 유음을 제외하
면 각 종성 조음 위치와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출과 지각에 있어서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4.2. 어말 종성의 지각과 산출한 발음의 계 

어말 환경의 종성 지각과 산출 오류율

지각
발음

비음 폐쇄음 유음
ㄴ ㅁ ㅇ ㅂ ㄷ ㄱ ㄹ

46.3％ 26.8％ 36.6％ 43.0％ 41.4％ 49.6％ 5.3％
26.1% 22.4% 30.5% 16.2% 26.4% 28.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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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40]을 보면 어중 환경과 마찬가지로 유음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다. 비음 중에 /ㅁ/은 지각에서 가
장 낮은 오류율을 보이며 산출에서도 일치하게 나타난다. /ㅇ/도 마찬가지로 지각과 
산출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서로 응한다. /ㄴ/은 지각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
인 반면 산출에서는 그렇지 않다. 폐쇄음의 경우에는 지각의 오류율이 상 적으로 
높지만 산출의 오류율은 낮은 편이다. 지각과 산출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유음에 
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지각하는 반면 산출이 다른 종성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이상
의 분석을 통해 /ㄹ/을 제외한 음소의 지각과 산출 수치가 유사하게 응하는 관계
임을 알 수 있다.     

         4.2.1. 어말 환경에서 비음의 지각과 산출 계

비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지각 오류율 산출 오류율 관계

 /ㅇ/

전설(평순) ㅣ, ㅔ 잉 44.4% 21.5% 지각>산출
엥 20.8% 33.7% 지각<산출

후설(평순) ㅡ, ㅓ, ㅏ
응 32.9% 27.8% 지각>산출
엉 33.0% 39.5% 지각<산출
앙 29.0% 19.3% 지각>산출

후설(원순) ㅜ, ㅗ 웅 38.9% 42.2% 지각<산출

[표 Ⅲ-40] 어말 환경의 종성 지각과 산출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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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종성과 상관없이 후설음 /ㅓ/가 결합하는 음절 /엉/, /엄/이 되는 경우,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 지각
하더라도 제 로 산출할 수 있다. 음절 /엥/, /웅/, /엔/, /인/, /움/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 어말 환경에서 비음은 전체적으로 지각에서는 32.9%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산
출에서는 29.4%의 오류율을 보여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었다.
  종성 연구개 비음 /ㅇ/일 때,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평순)과 후설(원순)이 오는  
/잉/, /엥/와 /웅/, /옹/의 경우 지각의 오류율과 산출의 오류율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서로 격차도 크지 않게 나타나며 지각과 산출의 관계가 비슷하다. 특히, 후설(원순)
단모음 /웅/, /옹/의 경우 지각 오류율이 각각 38.9%, 35%로 상 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산출에서도 각 42.2%, 31.67%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 종성 
비음 /ㄴ/일 때 전설(평순)과 후설(원순) 단모음에서 지각과 산출의 관계도 그렇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종성 비음과 상관없이 후설(평순) 단모음 /ㅡ/, /ㅓ/와 

옹 35.0% 31.7% 지각>산출

/ㄴ/

전설(평순) ㅣ, ㅔ 인 22.9% 29.5% 지각<산출
엔 25.7% 31.8% 지각<산출

후설(평순) ㅡ, ㅓ, ㅏ
은 35.3% 27.2% 지각>산출
언 40.4% 28.2% 지각>산출
안 31.0% 14.2% 지각>산출

후설(원순) ㅜ, ㅗ 운 31.0% 26.6% 지각>산출
온 33.9% 25.8% 지각>산출

 /ㅁ/

전설(평순) ㅣ, ㅔ 임 33.0% 18.5% 지각>산출
엠 25.8% 20.8% 지각>산출

후설(평순) ㅡ, ㅓ, ㅏ
음 31.9% 27.8% 지각>산출
엄 21.9% 29.5% 지각<산출
암 20.9% 15.5% 지각>산출

후설(원순) ㅜ, ㅗ 움 21.0% 23.2% 지각<산출
옴 21.9% 20.7% 지각<산출

[표 Ⅲ-41] 어말 환경에서 비음의 지각과　산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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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할 때, 지각과 산출 오류율도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에 언급했
듯이 사천방언에는 en/ən/, ueng/uəŋ/, eng/əŋ/과 같은 운모가 없기 때문에 지각과 
산출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4.2.2. 어말 환경에서 폐쇄음의 지각과 산출 계

  

폐쇄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지각 오류율 산출 오류율 관계

/ㅂ/

전설(평순) ㅣ, ㅔ 입 40.7% 8.7% 지각>산출
엡 37.7% 15.5% 지각>산출

후설(평순) ㅡ, ㅓ, ㅏ
읍 46.8% 16.0% 지각>산출
업 45.8% 19.3% 지각>산출
압 47.9% 10.7% 지각>산출

후설(원순) ㅜ, ㅗ 웁 39.7% 19.5% 지각>산출
옵 41.0% 23.7% 지각>산출

/ㄱ/

전설(평순) ㅣ, ㅔ 익 53.6% 19.0% 지각>산출
엑 33.2% 26.0% 지각>산출

후설(평순) ㅡ, ㅓ, ㅏ
윽 43.8% 26.0% 지각>산출
억 37.8% 30.2% 지각>산출
악 42.3% 26.0% 지각>산출

후설(원순) ㅜ, ㅗ 욱 52.7% 26.0% 지각>산출
옥 47.2% 30.2% 지각>산출

/ㄷ/

전설(평순) ㅣ, ㅔ 읻 46.5% 22.3% 지각>산출
엗 37.8% 24.8% 지각>산출

후설(평순) ㅡ, ㅓ, ㅏ
읃 40.7% 31.2% 지각>산출
얻 49.9% 32.7% 지각>산출
앋 45.9% 21.8% 지각>산출

후설(원순) ㅜ, ㅗ 욷 41.5% 24.0% 지각>산출
옫 48.8% 27.7% 지각>산출

[표 Ⅲ-42] 어말 환경에서 폐쇄음의 지각과　산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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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환경에서 폐쇄음은 평균적으로 지각에서 40.6%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산출
에서 20.4%의 오류율을 보여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었다. 어중 환경과 마찬가지로 지각과 산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설(평순) 단모음 /ㅣ/, /ㅔ/에 종성 폐쇄음 /ㄱ/, /ㅂ/, /ㄷ/이 결합하여 /익/, /엑/, 
/입/, /엡/, /읻/, /엗/이 되는 경우 지각에서 높은 오류율이 보이는 반면 산출에서는 
오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설(평순) 단모음 /ㅡ/, /ㅓ/, /ㅏ/에 종성 폐쇄음 /
ㄱ/, /ㄷ/이 결합하여  /윽/, /억/, /악/, /읃/, /얻/, /앋/이 되는 경우 지각 오류율과 산
출 오류율이 모두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같은 단모음 /ㅡ/, /ㅓ/, /ㅏ/와 종성 폐쇄음 /
ㅂ/이 결합하는 경우 지각의 오류율은 높지만 산출 오류율은 그렇지 않다. 

         4.2.3. 어말 환경에서 유음의 지각과 산출 계

 
  유음일 때를 종합해 보면 지각에서 6.3%의 오류율을 보였고 산출에서는 30.8%의 
오류율을 보였다. 지각의 오류율보다 산출의 오류율이 앞선 것이다. 
  유음이었을 때를 분석해 본 결과, 전설(평순) /일/, /엘/의 경우 산출 상에서 설측
음으로 인한 발음 오류가 보인다. 산출실험에서는 17.5%의 오류율로 지각 오류율의 
수치보다 높았다. 산출을 보면, 전설 단모음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다. 
  평순과 원순에 따른 후설음 중에 /을/, /얼/, /알/로 된 음절은 산출의 오류율이 높
은 반면 지각의 오류율은 상 적으로 낮다.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지각과 산출에서 
낮은 오류율을 보이는 것은 /울/, /올/이다. 

  어말 환경의 종성 지각과 산출의 결과를 보면, 일부 비음을 제외하고 어말 종성에
서 산출의 오류율보다 지각의 오류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음을 제외한 
부분의 종성 중에 전설 단모음과 결합될 때 지각의 오류율이 높지만 산출에서는 그
렇지 않다. 종성과 상관없이 후설(편음) /ㅡ/, /ㅓ/에서 지각과 산출의 오류율이 높

유음 혀의 앞뒤 실험 단어 지각 오류율 산출 오류율 관계

 /ㄹ/
전설(평순) ㅣ, ㅔ 일, 엘 3.7%, 0% 17.5% 지각<산출
후설(평순) ㅡ, ㅓ, ㅏ 을, 얼, 알 2.6% 9.3% 지각<산출
후설(원순) ㅜ, ㅗ 울, 올 0% 4% 지각<산출

[표 Ⅲ-43] 어말 환경에서 유음의 지각과　산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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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지각과 산출의 계 해석

  [표 Ⅲ-44]에 제시한 것과 같이, 비음과 폐쇄음, 유음에 한 지각의 오류율과 
산출의 오류율의 평균 수치에 큰 차이가 있다. 비음과 폐쇄음은 산출보다 지각에서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난 반면 유음은 지각보다 산출에서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나 상
반된 결과를 보였다.   
  유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각의 수치가 산출의 수치를 크게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산출과 지각의 수치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즉 사천방언에 설측음이라는 조음 방식의 음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
음 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것은 몇 명의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낮은 산출 수
치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천방언에 설측음이라는 조음 방법을 가진 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측음의 조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설측음의 지각능력과 

종성 지각과 산출의 
관계 종성 지각과 산출 간의 격차

지각>산출

비음

ㄴ 12.3%(어중), 20.2%(어말)
16.3%(평균)

ㅁ 3.8%(어중), 4.4%(어말)
4.1%(평균)

ㅇ 23.1%(어중), 6.1%(어말)
14.6%(평균)

폐쇄음

ㅂ 28.4%(어중), 26.8%(어말)
27.6%(평균)

ㄷ 3.7%(어중), 15%(어말)
9.4%(평균)

ㄱ 25.7%(어중), 21.4%(어말)
23.6%(평균)

지각<산출 유음 ㄹ 30.6%(어중), 25.5%(어말)
28.0%(평균)

[표 Ⅲ-44] 종성 지각과　산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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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폐쇄음과 비음을 보면 우선 폐쇄음의 오류율 및 정확도와 비음의 오류율 및 정확
도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폐쇄음과 비음에서는 모두 지각의 오류
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중과 어말 환경별로 지
각과 산출의 차이가 있다. 폐쇄음의 경우, 어중어말 환경과 일치하여 지각과 산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폐쇄음에 한 지각이 안 되지만 산출에서는 지각보다 용이
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비음의 경우에는 폐쇄음만큼 지각과 산출의 큰 격차가 보
이지 않고, 지각과 산출의 오류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폐쇄음의 지각은 비음
보다 더 어렵게 보이지만 폐쇄음의 산출은 비음과 일치하게 나왔다. 이 점에서 사천
방언과 한국어의 상이성과 유사성 이론을 논증할 수 있다. 생소요소에 속한 폐쇄음
은 학습 초기에는 유사요소에 속한 비음보다 습득하기 어렵지만 학습 후기에는 오
히려 비음보다 더 성공적으로 습득 가능하다. 또한, 지각 면에서 월등하게 높은 수
치를 보이지만 산출 면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상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을 통해 발음의 정확성과 지각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폐쇄음과 비음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천방언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음절 구조에서 보면, 한국어는 폐음절(closed syllable) 
구조인 CVC구조가 가능한 반면에 중국어는 개음절(open syllable) 구조인 CV구조
를 기본으로 하는 음절 구조 차이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
애를 겪는다. 음운 체계를 보면, 사천방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음절이 모음으로 끝
나는 개음절 언어이며 예외적으로 운비 /n/ 만은 음절 말에 올 수 있는 음소로서 존
재하는 반면, 한국어에는 /ㄴ/, /ㅁ/, /ㅇ/, /ㄹ/, /ㄱ/, /ㅂ/, /ㄷ/의 7개 종성이 존재한
다. 즉, 운미 /n/은 /ㄴ/, /ㅇ/, /ㅁ/ 등 동일한 조음 위치를 가진 비음으로 나타나고 
동화된 반면, 폐쇄음은 생소요소로서 사천방언에 응하는 것이 없다. 사천방언에서 
운미 /ŋ/, /n/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선비운모 /n/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한
국어를 습득할 때도 /ㅇ/, /ㄴ/을 사천방언처럼 동화시켜 응하는 종성 /ㅇ/, /ㄴ/에
서 지각과 산출 오류가 심하게 나타난다. 폐쇄음은 응하는 사천방언 운미가 존재
하지 않아서 지각하기 어렵지만 산출까지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어의 특징인 폐쇄음은 습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조음 위치별 결과에 해 고찰하면, 어중 환경에서 조음 위치별 산출과 지각의 정
확도 및 오류율에서 양순음에 비하여 연구개음, 치경음의 수치가 낮은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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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폐쇄음과 비음은 공통적으로 양순음의 경우에 산출의 정확도와 지각의 정답률
이 다른 것들에 비해 높다. 반면, 치경음과 연구개음의 경우, 특히 연구개 비음과 
치경 폐쇄음의 경우 산출의 정확도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천방
언권 화자는 종성과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은 경우 산출의 정확도가 그렇지 
않은 단어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지만 지각의 오류율은 종성과 후행 자음 조음 위치
가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종성과 후
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다른 경우, 여러 오류를 보였다. 특히 산출실험의 조음 위치 
오류에 있어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 항목이 있었다. 
  어말 환경에서 종성 중에 전설 단모음과 결합될 때 지각의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산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종성과 상관없이, 후설(편음) /ㅡ/, /ㅓ/에서 지각
과 산출의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사천방언 중에는 en/ən/, 
ueng/uəŋ/, eng/əŋ/과 같은 운모가 없고 운복이 결실하기 때문에 지각과 산출이 일
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은 유음을 제외한 폐쇄음과 
비음의 경우 지각의 오류율보다 산출의 오류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종성과 후행 자음의 위치가 같은 단어들은 산출의 오류율이 지각의 오류율을 다소 
웃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음의 경우 비음, 폐쇄음과는 다르게 피험자 간의 
산출 정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설측음으로 발음되는 한국어 종성 위치
의 유음이 사천방언에는 없는 음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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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한 종성 발음 교육 설계 

   1. 종성 발음 교육의 목표 

　　민현식(2008)은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구별하여 논의하면서 교육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이수 
후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성취하게 될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교육 목표는 교
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 언급48)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교육 목적은 의
도된 계획과 행동의 결과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의 
도달을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제２ 언어를 학습할 때　제２ 언어의　음운 
구조와　발음 방법에 관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문법 이해
도와 어휘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말을 통한 소통의 일차적 수단으로서 발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음은 외국어 능력의 척도와 같이 인식되며 발
음이 주는 첫인상으로 외국어 능력의 정확성과 유창성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박숙희(2013)는 발음의 정확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면서 제2　언어에서 발
음 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은 음운과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발화의 운율을 자연
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의미 변별에 관여하는 분절음과 비분절음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음운을 제 
음가 로 발음할 수 있는 방법과 한 언어를 다른 언어와 구분 짓는 중요한 언어적 
요소로서 특징적인 율격도 완성할 수 있도록 목표어가 갖는 전형을 교육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종성 발음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국제 통용 한국
어 교육 표준 모형’49) 중에 등급별 발음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의 표와 같이 초·중·고급 발음 교육의 목표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8) 구체적 언급이란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가 도달하게 될 수준에 한 특정의 지

식, 행동, 기술 등에 해 구체적 명시를 하는 것이다.
49)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김중섭 외, 2010:143-173)의 내용 기술을 인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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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Ⅳ-1]을 보면, 발음 교육의 기초는 음운을 정확하게 한국어로 발음한 

 발음 교육의 목표 

1급

1. 자모의 음가를 변별할 수 있다.
2. 자모의 음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3.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4. 한국어의 음절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5.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등의 억양을 어느 정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6. 일상적인 어휘나 표현을 원어민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
할 수 있다.
7. 기본적인 음운 변화(연음 법칙, 자음 동화 등)를 이해할 수 있다.

2급
1. 천천히 발화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2. 복잡한(‘ㄴ’ 첨가, 절음 법칙) 음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3급
1. 복잡한(‘ㄴ’ 첨가, 절음 법칙) 음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단어 경계를 넘어선 단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억양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개별 음순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4급

1. 음절 단위의 음운 변동을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단어 경계를 넘어선 단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원어민 화자가 발화하는 부분의 통용 발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 억양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개별 음운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5. 비원어민의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원어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
도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5급 1. 억양을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2. 발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6급 1. 발화 초점에 따라 적절한 발화 속도와 휴지를 유지할 수 있다.
2. 한국의 표적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7급 1.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표 Ⅳ-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발음 교육 목표(김중섭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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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상 방이 불편함 없이 이해할 수 있
게 하는 능력’ 즉, 의사소통의 명료성으로 본다. 또한 억양이나 강세를 학습하기 위
해서 정확한 음가가 전제되므로, 발음의 정확성은 유창성을 목표로 하는 상위 단계 
발음 교육의 밑바탕이 된다. 허용(2006)은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능력 습득을 목표로　의사소통의 가능성
에 중점을 두어　스스로 발음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초급 단계 발음 교육의 핵심은 정확한 발음　교육이다. 중·고급 단계 발음 교육은 상
위 단계에서도 정확한 발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음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유도해야 한다. 
  이상 논의한 발음 교육의 핵심과 같이, 종성 발음 교육에서도 초급은 종성의 구조
나 창제 원리를 강조하는 기초에 충실하여 정확한 발음을 유도해야 한다. 중급은 어
중어말 환경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하고, 고급은 다양한 발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 또한, 발화 환경이나 상황에서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면 스스로 수정할 수 있
는 능력도 필요하다.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도 분절음에 있어서의 종성의 정확한 발
음의 지각과 산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이 되도록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성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상으로 종성 음절 구조, 음운 환경별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
천방언을 활용한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종성 교육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종성에 해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특수한 지각과 산출 관
계를 사용하고 최 한 산출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앞선 논의를 통해 밝혔
듯이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초급 지각에서 폐쇄음이 탈락되는 오류가 흔히 발생하였
고, /ㄱ/과 /ㅂ/의 지각이 부족한 동시에 비음 /ㅇ/에 해 혼동하는 오류가 자주 나
타났으며 발음도 이에 응하는 오류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사천방언의 
발음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를 학습자가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고급 단계에서는 지각과 발음 오류가 줄어들지만 발음 속
도가 더 빠르고 유창해지면서 종성 발음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므로 숙
달도와 관계없이 녹음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정확한 발음으로 다
시 천천히 발음하는 교정 능력도 발음 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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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종성의 음운 환경별로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지각능력과 산출능력을 고려
하여 사천방언 영향에 비하면서 한국어 종성 발음의 조음 원리와 조음 위치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경우, 지각 중심의 훈련으로 한국어 종성 지
각을 파악하게 한 후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지각능력을 향상시킨다. 반 로 산출능
력이 지각능력에 비해 부족한 경우 산출 중심의 훈련을 통해 산출능력을 향상시킨
다. 즉,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활용하여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정확한 한국어 종성 
발음을 산출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천방언을 고려한 종성 교수·학습 내용  방법

      2.1. 사천방언을 고려한 종성 제시 순서

  한국어 자모50)의 교수법은 문자와 발음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권성미, 2008). 문자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주로 한  창제 원리

50) 한 로 표기하는 ‘자모’는 철자법을, ‘자모음’은 말소리 자체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권성미, 2008).

목적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정확히 지각하고 산출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

목표
와 

해석

초
급

1．음운 범주의 형성
   한국어 종성 발음 원리를 알고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구별하는 능력
2．정확한 종성 발음의 산출
   한국어 종성을 연음하는 환경을 알고 사천방언의 음운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는 능력

중
고
급

1．종성 발음의 자발적 교정 
   발음을 듣고 스스로 수정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2．정확한 소통 가능　
   정확한 종성 발음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표 Ⅳ-2]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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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전 순서에 따른 교수법을 주장하여 기본이 되는 단자음을 우선시하고 쌍자음
을 뒤에 교육하거나 사전 순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발음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한국어 발음을 익히는 과정에 주목하여 발음의 기본이 되는 음소 교
육 과정에서 지각을 강조하고 비슷하게 발음하는 문자들은 함께 묶어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음 교육에서 변별 자질이 뚜렷하지 않은 유사
한 자형을 묶어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형태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
점도 있다(서경숙, 2008). 따라서 한국어 발음을 교수할 때 한국어의 특징을 활용
하여 유사한 음소를 모으는 동시에 변별력의 향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한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초급 과정의　종성　제시　순서를　유형별
로 살펴본　결과, 부분의　교재들이　한국어사전에　실린　한국어　종성　‘ㄱ, ㄲ, ㄳ, ㄴ, 
ㄵ, ㄶ, ㄷ, ㄹ, ㄺ, ㄻ, ㄽ, ㄾ, ㄿ, ㅀ, ㅁ, ㅂ, ㅄ,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의 순서를 따르고 있었다. 한국어 교육적 관점으로 볼 때 한국어 사전 순서 방식
은 음운 체계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음 교육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
다. 음절 합접을 제시한 경우의 음절은 실제로 쓰이지 않는 무의미 음절도 많기 때
문에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음절을 인식하면 종성의 개별적 식별과 정확
한 발음 능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 한  자모를 소개하면서　초성에 쓰
는 자음을 위주로 설명한다. 종성에　 한　명확한　설명이　거의　없으며 초성의 자음이 
종성에 사용되었을 때의　소리 변화에 한 설명도 찾아보기 어렵다. 종성　발음 표기
법과 조음 위치,　방법별　발음 설명이　부족하다. 주로 표음을 먼저 제시하고 발음 
결과가 동일한 종성을 묶고 해당되는 단어를 예로 들었으며 종성과 받침, 단어까지 
음가로 제시하였다.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에서 출판된 특정 교재에 한국어 종성 발
음에 한 설명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부분 음운론 측면에서 혀와 
치아의 위치, 기류 통과 과정 등만 기술하였을 뿐 발음 도표를 활용하여 중국어와 
한국어를 조하고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범하기 쉬운 한국어 발음 오류를 제시
하고 있지 않다. 아래 [표 Ⅳ-3]과 같이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재별 종성 제시 
양상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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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적인 방언 사용집단인 사천방언권 학습자에게 더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모어의 음운 체계를 고려하여 한국어 종성 음소를 제시하는 교재
가 필요하고, 특히 사천방언에 한 상세한 서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 종성의 변별적 특징, 사천방언과의 유사도 및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기준으
로 음운을 분류하고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이 있는 폐쇄음, 유사성이 
높아 상 적으로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음운, 지각 입력과 산출 출력이 가장 낮
은 종성 음운부터 제시하도록 한다.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위한 종성 발음 교육은 아
래 [표 Ⅳ-4]와 같이 종성 분류 기준별로 종성 순서를 제시한다.
               
51) 학교 한국어 학습서로 사용하는 『한국어1』(2001, 민족출판사),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기초 한국어』(1999, 사천출판사)를 분석하였다.
52)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세 학교 한국어 교재』(2007, 세계도출판사), 『서강 학교 

한국어 교재』(2005, 서강 학교)를 분석하였다.

        교재명

제시 양상    
중국 교재51) 한국 교재52)

한국어1 기초 한국어 서강  한국어 연세  한국어

종성 제시 순서
ㄱ－ㄴ－ㄷ－
ㄹ－ㅁ－ㅂ－

ㅇ

악－안－앋－
알－암－압－

앙

ㄴ－ㅁ－ㅇ－
ㄹ－ㅂ－ㄷ－

ㄱ

ㄱ－ㄴ－ㄷ－
ㄹ－ㅁ－ㅂ－

ㅇ
종성 제시 유형 사전순서 음절　제시 비음·유음·평

음 사전 순서

종성 표기법　제시 
여부　 ○ ○ ○ ○

모어와   
조 여부 ○ × × ×

종성 발음 방법 
설명 여부 × × ○ ○

종성 창제 원리
설명 여부 × × × ×

[표 Ⅳ-3]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재별 종성 제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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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종성 순서를 제시한 이유는 학습자가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을 접하면 
지각적으로 부담이 되어 수업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쉬운 내용부터 접하여 학습
자 스스로 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Ⅲ장에서 
유음을 제외한 폐쇄음과 비음 종성의 산출과 지각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중과 어말 환경별 지각과 산출의 관계 및 오류율의 결과에 따라 지각
과 산출이 일치하여 사천방언권 학습자는 폐쇄음>비음>유음 종성 순으로 잦은 오
류를 범한 양상도 살폈다. 또한, 계열별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음계 종성에서는 
/ㅇ/-/ㄴ/으로 지각과 산출을 하는 오류가 가장 많다. 폐쇄음계 종성에서는 /ㅂ/-/ㄱ
/을 잘못 지각하고 산출하는 오류가 가장 많다.                   
  이와 같은 학습자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언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
안할 때 계열별로 제시하는 방식은 유사한 음소를 모아 변별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오류도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각에서 오류가 거
의 없고 모어 화자처럼 발음할 수 있는 유음 /ㄹ/부터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오류가 
가장 많은 /ㄱ/까지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아가 비음 이후에 폐쇄음을 교육
하면 지각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산출능력도 좋아진다. 학습자의 한국어 조음 방
법을 파악하여 각 계열 내부와 계열 간에 서로 비할 수 있도록 유음–비음–폐쇄음 
순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종성과 사천방언의 유사도에 따라 종성의 제시 
순서를 정한다. 유음을 제외한 유사한 요소에 속한 비음을 먼저 제시하여 학습자의 

53) 제시 기준 중에 ‘종성 지각과 산출의 오류 빈도’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종성 제시 기준 ㉠㉡㉢53)

  

 제시 순서
   ①②③

㉠ 종성 지각과 산출의 오류 빈도 기준 ㄹ
ㅁ
ㄴ 
ㅇ 
ㅂ
ㄷ
ㄱ 

ㄹ(17.8%)<ㅁ(25.5%)<ㄴ(33.4%)<ㅂ(34.4%)
<ㄷ(35.3%)<ㅇ(36.9%)<ㄱ(41.2%)
㉡ 한국어 조음 방법의 분류 기준
유음 – 비음 - 폐쇄음
㉢ 한국어와 사천방언의 유사도 기준
유사한 요소 - 생소한 요소 

[표 Ⅳ-4] 종성　분류　기준과 제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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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끌고 학습자가 한국어와 사천방언을 비하여 스스로 구별하며 성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비음보다 지각이 좀 더 어렵고 생소한 
요소에 속한 폐쇄음에 해 지각하고 산출할 수 있게 한다. 사천방언에 존재하지 않
는 폐쇄음은 학습자들에게 지각과 산출 면에서 비음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2.2. 지각과 산출의 계를 고려한 종성 발음 교육 내용  방법

           
         2.2.1. 종성 발음 교육 내용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 [표 Ⅳ-5]처럼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중 발
음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등급별 종성 발음 교육에서 초급은 종성의 발음 원리
를 알고 다음 음절의 초성에 연음해 정확히 발음해야 하며, 중급은 종성을 표음으
로 바꿔 연음하는 환경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해야 한다. 고급은 종성을 포함하여 전
체적으로 발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발음 교육의 내용

1급

1. 겹받침의 발음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2.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3. 모음을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한다.
4. 모음의 조음 특성을 알고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5.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ㅎ’의 발음을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6. 자음을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한다. 
7. 자음의 변이음을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10.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에 연음하여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11. 종성의 발음 원리를 알고,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12. 평음, 경음, 격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발음한다. 
13.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문장 차원에서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한다.
14. 격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단어 차원에서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한다.

2급 1. 겹받침의 발음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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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단어 차원에서 발음한다.
3.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ㅎ’의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한다. 
4.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에 연음하여 정확하게 발음한다.
5. 격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문장 차원에서 평음을 격음으로 
발음한다. 
6. 사이시옷을 뒤에 오는 음운에 따라 직절하게 단어 차원에서 발음한다. 
7. 상 방의 발화를 듣고 문장의 종류를 구별한다. 
8. 좀 어색하지만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필요한 곳에서 휴지를 두고 
발음한다.

3급

1. 종성의 발음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2. 종성을 표음으로 바꾸어 연음하는 환경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3. 장애음이 비음으로 소리 나는 환경을 알고 문장 차원에서 발음한다.
4.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문장 차원에서 발음한다. 
5. 자유 발화에서도 필수적인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정확하게 발음한다. 
6. 수의적인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단어 차원에서 평음을 경음으
로 발음한다.
7. 자유 발화에서도 격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정확하게 발음한다. 
8. 억양이나 모음의 장단, 강세를 통해 전달되는 발화의 뉘앙스를 이해한
다.

4급

1. 자음의 변이음을 정확하게 발음한다. 
2. /ㄴ/이 첨가되는 환경을 알고 단어 차원에서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3. 자유 발화에서도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정확하게 발음한다.
4. 수의적인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문장 차원에서 평음을 경음으
로 발음한다.
5. /ㄴ/이 첨가되는 환경을 알고 문장 차원에서 ‘ㄴ’을 첨가하여 발음한다. 
6. /ㄴ/이 첨가된 후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단어 차원에서 발음
한다.
7. 사이시옷을 뒤에 오는 음운에 따라 적절하게 문장 차원에서 발음한다. 
8. 억양이나 모음의 장단, 강세를 통해 발화의 뉘앙스를 표현한다. 
9. 문장의 종류에 따리 원어민과 유사한 억양으로 발음한다. 
10. 상 방의 발화를 듣고 전체적인 어조를 파악한다.
11. 자연스러운 발화 속도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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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발화 환경별로 각 
종성을 사천방언과 조하여 발음 방법이나 발음 위치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지각 중심으로 발음하거나 산출 중심으로 발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Ⅲ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전체적으로 지각 오류율이 
산출 오류율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습자들은 발음에 한 지각이 부족하
여 특정 음가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각이 향상되면 산
출의 정확도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지각>산출’의 현상이 존재하는 비음과 폐쇄
음은 사천방언권 학습자에게 산출보다 지각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각을 입력하게 하여 종성의 발음 차이를 구별하게 하면 적절한 산출이 가능하다. 
반면, ‘지각<산출’의 관계에 속한 유음은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거의 완벽하게 지각
하므로 더 이상의 지각능력 향상이 필요치 않으며 반복 연습을 통해 정확한 산출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각>산출’의 관계에서는 지각을 중심으로 교육하
고 ‘지각<산출’의 관계에서는 산출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
탕으로 본고에서는 종성에 한 교수·학습 내용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분류 양

12. 자음의 조음 위치와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13. 평음, 경음, 격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14. 모음의 조음 특성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15.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5급

1. 자유 발화에서도 수의적인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정확하게 발음한다.
2. 자유 발화에서도 ‘ㄴ’이 첨가되는 경우 정확하게 발음한다.
3. ‘ㄴ’이 첨가된 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알고 문장 차원에서 발
음한다.
5. 자유 발화에서도 사이시옷을 뒤에 오는 음운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한다.
6.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억양을 듣고 상황 맥락을 이해한다.
7. 원어민과 유사할 정도로 필요한 곳에서 휴지를 두고 발음한다.
8. 원어민의 현실 발음을 어려움 없이 이해한다.

6급 1. 화용적 기능을 억양에 담아 정확하게 표현한다. 
2. 상황에 맞게 어조를 구별하여 정확하게 발음한다.

7급 원어민의 구어 습관과 거의 유사하게 발음한다.
[표 Ⅳ-5]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발음 교육 내용(김중섭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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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아래 [표 Ⅳ-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지각을 중심으로 한 ‘지각>산출’의 
관계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언급했듯이,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와 유사한 사천방언의 영향으로 인해 비음 중에 /ㅇ/, /ㄴ/의 발음이 혼란스럽고 구
별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서도 단순한 발음 방법과 발음 
위치뿐만 아니라 사천방언과 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보다 확실한 지각능력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천방언권 학습자는 비음 /ㅇ/, /ㄴ/과 마찬가지로 폐쇄음 /ㅂ/, /ㄱ/을 구별하기 
어렵다. 한국어의 특정 발음은 사천방언과 조할 수 없고, 생소한 폐쇄음에 해서
는 한국어 간의 구별과 지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천방언 중에 더 유사
한 발음부터 지정한 후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폐쇄음 지각에서도 발음 방법과 발음 위치 외에 어중과 어말 환경별로 다양한 단어
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이해도가 증가하는 지각 중심의 방식이 필요하다. ‘지각<산
출’에 속한 유음은 반복 연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발음 교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
는 산출 중심의 교육방식이 요구된다.  

          2.2.1. 종성 발음 교육 방법

  발음 교육은 직관적·모방적 접근법(intuitive-imitative approach)과 분석적·언어
적 접근법(analytic-linguistic approach)의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허용, 
2006). 방법적 측면에서 보면, 직관적·모방적 접근법은 목표어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분류 종성 교육 중심

① 지각>산출
비음

ㄴ 지각 중심
(사천방언의 조)ㅁ

ㅇ

폐쇄음
ㅂ 지각 중심

(한국어의 특징)ㄷ
ㄱ

② 지각<산출 유음 ㄹ 산출 중심
[표 Ⅳ-6] 지각과 산출의 관계별로 분류한 종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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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그 로 따라하는 과정을 중시하므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이 두되었다. 분석
적·언어적 접근법은 발음 교육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여 발음기호나 조음 위
치, 조음 방법 같은 음성학 정보를 이용하고 최소 립쌍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분
석적 방법으로 목표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조음음성학적 정보를 이용한 발음 교육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인 조음 위치
와 조음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어 음운의 
특징이 반영된 공기의 세기나 성 의 긴장, 혀의 전후 위치와 같은 변별 요소를 조
음음성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학습자를 이해시키기 매우 힘들다. 발음기호를 
이용한 교육 방법은 기본적인 음운 지식을 가진 성인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 배우게 
될 발음에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으나 하나의 알파벳 기호에 여러 개의 음가가 있
을 수 있고 중국어의 병음과도 유사하므로 학습자가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발
음상의 혼동을 일으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가장 단
순하고 전통적인 발음 교육 방법으로서 발음을 듣고 반복하고 따라하는 발음 연습 
방법은 자연스러운 발음을 습득하는 데에 효과가 있으나 발음에 한 변별력이 떨
어져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은애(2005)는 문자와 음성을 결합하는 식의 발음 연습은 발음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자 학습 단계 이전에 청취를 통한 음성의 변별 연습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발음 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각훈련은 목표어　음운 요소의 지각능력을 향상시켜서 
발음을 개선하고 훈련 효과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Logan, 1991; Wang, 
1999; Golestani, 2008; Bradlow, 1997). 지각훈련에는 둘 이상의 음운이 같은지 
다른지 구별하는 음운 구별 훈련(discrimination task)과 자극음에 해당하는 음운을 
찾아내는 음운 식별 훈련(identification task)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음운 식별 훈
련은 청자가 음운에 한 적절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하는 과제로 고정
된 선택지 안에서 음운을 판별하는 훈련이다. 김효숙(1997:18)은 음운의 구별과 확
인의 이상적인 형태에 해 제시하면서 음운의 구별은 음운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지각훈련이 음운 인식은 물론 발음의 정확
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유나라, 2010). 따라서 
정확한 발음을 산출하기 위해 전통적인 발음에 따라 반복하여 읽는 것도 중요하지
만 지각훈련을 통해 발음을 최 한 식별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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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2　언어를 학습할 때 학습자들은 모어의 간섭으로 인해 발음 습득에 영향
을 받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2　언어의 학습 시 조 분석 지
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발음을 교수한다면 학습자가 모어의 부정적 간섭을 덜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방언권 중국인 화자를 상으로 하는 한국어 발음 교육의 경
우에는 학습자의 방언과 한국어 간의 발음 비교를 유도하면서 방언의 긍정적 영향
을 적극 활용하고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목표어
의 음성정보를 분석하고 단순히 모방하는 것보다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의 음운 

조를 통해 모어의 영향으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운 목표어의 음성정보를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본고에서는 사천방언의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국어 음운의 지각과 발음 오
류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지각훈련과 산출연습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방
언의 간섭으로 인한 지각 오류에 초점을 맞추는 지각훈련과 발음 오류에 초점을 맞
추는 산출연습을 통해 발음 지각과 산출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의　핵심
은　사천방언권 학습자에게 방언과 한국어 간의 발음 비교를 유도하면서 방언의 긍
정적 영향을 적극 활용하고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지각>산출(지각 중심)

              1) 비음(ㄴ, ㅁ, ㅇ)
한국어 

비음(ㄴ,ㅁ,ㅇ) 한국어와 사천방언 간의 발음 방법 및 특징의 비교

/ㄴ/，/ㅁ/

한국어 발음 방법 및 특징54)
/ㄴ/：혀끝을 윗잇몸에 붙여 입안 공깃길을 막고 내는 콧소리이다.　/
ㅁ/：양 입술을　굳게 다물고　비강을　통해　공기를 내보내　발음한다．

사천방언과의 비교 
받침 /ㄴ/，/ㅁ/은 사천방언의 운모 /n/과 유사하다. /n/을 발음할 때
에는 비강의 통로를 개방함과 동시에 혀끝이 입천장의 융기된 부분
을 강하게 건드리면서 만들어지는데 강한 유성음과 함께 혀가 내려
온다. 그러나 /n/은 설첨음이라서 소리가 원만하지 않은데다 사천방
언의 영향으로 인해 /ㄴ/, /ㅁ/과 구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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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음계 종성 발음 ㅇ(연구개음), ㄴ(혀끝소리), ㅁ(입술소리)의 조음 위치를 나타
내는 혀 모양의 색상지를 활용하여 정확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인지시킬 필요
가 있다. 치조음 /ㄴ/은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내는 소리로 입안의 통로를 막고 날
숨을 코로 내보내면서 조음한다. 연구개 비음 /ㅇ/은 혓바닥을 올려 연구개의 부분
에 고 연구개의 뒷부분을 내려서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조음한
다. 양순비음 /ㅁ/은 두 입술을 닫고 연구개를 내려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비강을 
통해 내보내면서 조음한다. /ㄴ/, /ㅁ/, /ㅇ/이 종성으로 쓰였을 때 혀의 위치와 움직
임, 입술의 정지된 형태를 기준으로 단어를 연습한다. 사천방언은 비음 /n/과 /ŋ/의 
비음 운미가 있으며 한국어의 /ㄴ/, /ㅇ/과 비슷한 소리를 낸다. 교사가 감지단계에
서 먼저 한국어의 /ㄴ/, /ㅇ/이 사천방언의 /n/, /ŋ/과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같은 
것을 언급하면 학습자들이 /ㄴ/, /ㅇ/의 발음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폐쇄음(ㅂ, ㄱ, ㄷ)

54)한국어 발음 방법 및 특징은 연세 학교와 서강 학교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를 참고하
여 정리하였다.

한국어 
폐쇄음(ㅂ,ㄱ,ㄷ) 한국어의 발음 방법 및 특징

/ㅂ/ 양순음인 /ㅂ/은 먼저 두 입술을 다물어 공기를 입안으로 가두었

/ㅇ/

한국어 발음 방법 및 특징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 쪽으로 들어 올림과 동시에 공기는 비강 통
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한다. 혀끝이 바닥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혀
의 뒷부분은 연구개를 향해 마치 /ㄱ/처럼 들어 올리려는 노력을 한
다.

사천방언과의 비교
중국어 표준어의 설근비운모 /ing/과 유사하지만 사천방언 운모 
/ing/은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종성 /ㅇ/이 탈락
하거나 /ㅇ/ 받침을 혼동하여 혀의 앞부분만 이동하며 잘못 발음하
는 오류가 많다.

[표 Ⅳ-7] 사천방언에 비교한 /ㄴ/, /ㅁ/, /ㅇ/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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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조음 /ㄷ/은 혀끝과 위 잇몸 사이에서 내는 소리로 입안의 통로를 막고 날숨을 
코로 내보내면서 조음한다. 양순음 /ㅂ/은 두 입술을 닫고 연구개를 내려 폐로부터 
나오는 기류를 비강을 통해 내보내면서 조음한다. 연구개 비음 /ㄱ/은 혓바닥을 올
려 연구개에 고 연구개의 뒷부분을 내려서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
서 조음한다. /ㄷ/, /ㅂ/, /ㄱ/이 종성으로 쓰였을 때 혀의 위치와 음직임, 입술의 정
지된 형태를 기준으로 단어를 연습한다.
  Ⅲ장에서 논의했듯이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에게 지각에서 발음 환경별로 어중 환
경에서 후행 자음과 결합할 때 오류가 많은 양순음 /ㅂ/, /ㅁ/과 연구개음 /ㄱ/, 어말 
환경에서 오류가 심한 단모음 /ㅏ/, /ㅔ/, /ㅗ/, /ㅜ/를 집중적으로 지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체적으로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많은 오류를 범한 음소에 집중할 수 있
도록 자극음을 사용한다. 또한, 충분한 지각이 될 수 있도록 지각은 1차와 2차로 구
성하고 사용하는 단어는 등급에 상관없이 구체적인 유의미 단어와 음성 특징이 표
시되는 무의미 음절을 제시한다. 유의미 단어에서 종성에 해 최 한 청각을 자극
하기 위해 음운 제시 순서를 반영하여 선정한 자극 어휘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분 류 
기준
종성

지각 1차
오류별로 기본 단모음과 결합된 어말 환경의 무의미　단어(CV）

/ㄴ/
/ㅇ/
/ㅁ/

안 앙 암
엔 엥 엠
온 옹 옴
운 웅 움

다가 입술을 갑자기 떼어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될 때에는 무성음 /p/로 발음된다.

/ㄱ/
연구개음인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에 고 공기를 입안에 
가두어 두었다가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에서 떼면서 공기를 내뿜
는다.

/ㄷ/ 치조음 /ㄷ/은 혀끝과 위 잇몸 사이에서 내는 소리로 입안의 통
로를 막고 날숨을 코로 내보내면서 조음한다.

[표 Ⅳ-8] 사천방언에　비교한　 /ㅂ/, /ㄱ/, /ㄷ/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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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각<산출 (산출 심)

              1)유음(ㄹ)

  유음 /ㄹ/의 경우, 사천방언에 /r/이 없기 때문에 사천방언권 학습자는 /갈도/-/가
도/로 발음한다. 이렇게 종성 /ㄹ/을 탈락시키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ㄹ/ 발음
을 빨리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연습시킨다. 이 연습은 혀끝의 위치를 윗니 윗

유음 한국어 발음 방법 및 특징
/ㄹ/ 혀끝의 위치를 윗니 윗부분에서 약간 더 안쪽으로 발음한다.

[표 Ⅳ-10] /ㄹ/의 발음 방법 및 특징

/ㅂ/
/ㄱ/
/ㄷ/

압 악 앋
엡 엑 엗
옵 옥 옫
앋 악 앋

    분 류 
기준
종성

지각 2차
오류별로 기본 자음과 결합된 어중 환경의 유의미 단어(CV + CVCCV)

/ㄴ/ 안 산 돈 간
순두부 점심 근거 반지

/ㅇ/ 강 방 짱 빵
중국 장난 냉면 엉망

/ㅁ/ 감 숨 암 삼
남북 감기 금지 선생님

/ㅂ/ 밥 법 집 답
답변 입구 접시 수업

/ㄱ/ 약 턱 각 목
축구 극장 학비 식당

/ㄷ/ 굳다 닫다 듣다 싣다
돋보기 받침 숟가락 곧장

[표 Ⅳ-9]  지각훈련용 어휘 및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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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약간 더 안쪽(혀끝과 경구개의 중간 부분)으로 빠른 속도로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혀의 긴장을 유지시켜 주는 연습으로 혀의 긴장이 풀려 탈락시키는 경향
이 있는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습관을 교정할 수 있다. 
 유음 /ㄹ/의 발음을 산출 중심으로 교육하는 핵심은 혀 위치의 확인과 반복 연습을 
통해 스스로 정확하게 발음을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음 /ㄹ/의 산출을 중심으
로 하는 교육 내용과 아래와 같다.

  ㉠ 거울을 보면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의 확인

 유음 /ㄹ/에 한 발음 위치와 구조 차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교사는 위의 단어
를 정확한 입술 모양으로 발음하는 동시에 혀의 그림을 함께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거울을 보여주거나 동료 학습자들끼리 
서로 마주 보며 발음하는 연습을 한다. 

  ㉡ 자기 소리를 녹음하고 수정하는 활동

 발음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동안에 제시된 단어를 교사가 표준 발음으로 녹음
하여 따라 읽게 하거나 학습자가 반복하여 읽게 한 후 녹음을 통해 본인이 발음한 
소리를 표준 발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수정하거나 학습자들끼리 서로 토론하면서 
수정한다.

1. 멀리 -  머리 2. 얼른 - 어른 3. 몰래 - 모래
4. 불러요 - 불어요 5. 길러요 - 길어요 6. 달라요 - 달아요

분류 
기준

종성

유음 /ㄹ/ 산출
오류별로 기본 자음과 결합된 어중 환경의 유의미 단어(CV + CVCCV)

/ㄹ/

길 뭘 돌 술
풀 귤 열 꿀
별 월급 실망 한

벌써 주말 훨씬 졸려요
출연 발음 질문 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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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한 발음 교육 방법의 실제

   

  지금까지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는 교육 모형에 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노
규(1990)는 발음 교육 단계를 ‘제시 단계-설명 단계-반복 단계-응용 단계’로 

나누었다. 이종은(1997)은 청취 능력과 결합한 발음 교육을 주장하면서 발음 교육 
단계를 ‘음절 듣고 따라 하기-듣고 구별하기-문장 듣고 발음하기-학습자 발음 녹
음하기-교사와 함께 들으며 발음 교정하기-듣고 받아쓰기’로 설정하였다. 김정숙
(2000)에서는 발음 교육을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습득과 사용이라는 측면으로 확장
시켜 ‘도입-제시-연습-사용–마무리’ 단계로 제시하였다.　 그중에　 지각을　 강조하여　
제시하는　단계는　청각적　단계, 인지와　이해의　단계, 발음　단계를　설정하고　주로　발
음　단계 중에　발음의　반복연습을　통해　‘발음의　재식별－확인 및　다시　듣기－토론－
변별－정답 확인　및　다시　듣기－토론’ 등의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각뿐만 아
니라 발음 연습 단계에서　산출연습을　함께　실시하는　것도　 부분의　발음 교육에서　
나타났다. 즉, 지각훈련을　위해　특화된　교수·학습　단계는　기존의　모델에　지각훈련을　
삽입한　것에　그치고　있어　각 단계 사이에　유기성이　떨어지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　
  본 연구는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말소리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반영하고, 각 단계 
사이의 유기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　음운 습득 과정을 교수·학습 단계
에 적용하였다. 한국어　종성을 최초로 지각하는 단계부터 그것을 음운으로 범주화하
고 음운 범주 형성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교수·학습 단계에 구현한 것이
다. 사천방언을　 조하여　말소리의 특징 및 조음 방법에 한 명시적인 설명과 수업 
시간에 학습한 음운을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단계를 추가하여 발음 교육을 위한 
５단계 교수·학습 단계를 구성하였다．

　 [그림 Ⅳ-1]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수·학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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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종성 교수·학습 단계 

          3.1.1. 도입 단계

  도입 단계는 학습 목표를 도입하고 소개하는 단계이다(김정숙, 2000). 이 단계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의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 순서별 비음, 폐쇄음, 유음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한다. 
   [유음]
   예) 새로 들어간 회사는 어때요?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일은 재미있어요. 

   [비음]
   예) 여기 설렁탕 하나, 비빔냉면 하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폐쇄음]
   예) 이 근처에 꽃집 없지요?
       있어요, 곧장 가면 오른쪽 끝에 있어요.

         3.1.2. 제시  이해 단계

  제시 및 이해 단계는 학습 목표가 되는 발음 항목을 들려주고, 음을 정확히 지각
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단계이다(김정숙, 2000). 제시의　핵심은　도입 단
계에서 한국어　조음 방법과　발음 특징에　 해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간략하고 명시
적으로　설명하여　발음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말소리를 먼저 제시하여 종성 간
에 변별하기 어려운 음운 요소와 그림이나 문자를 연결하면 더 정확한 소리를 인식
할 수 있다.
  종성 제시의 경우 종성 구조부터　초성자음과의　 조를 통해　종성 위치와　발음 차
이를　설명하는　동시에　종성의 기본 음가 VC, 자모음을 홀로 구성한 CVC 등 다양한 
결합방식의 음절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어중어말 환경별
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어중 환경에서 종성 조음 위치와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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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의 조음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양순음에 해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어말 환경에서 선행 단모음인 /ㅡ
/, /ㅣ/, /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음 위치를 설명할 때 혀의 위치를 명확
히 보여주기 위해 혀 모양 색상지를 활용한다. 정리하면, 이 단계의 제시 절차는 아
래와 같다.
   ㉠ 종성의 구조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 음운 환경별로 발음기관 단면도를 활용하여 조음 방법을 설명한다.
   ㉢ 모음 사각도나 그림을 활용하여 음성학적 설명을 한다.  
   ㉣ 사천방언의 음운 체계를 조 분석한다.
             
          3.1.3. 지각 단계

  지각 단계는 사천방언과 유사하거나 상이한 부분이 입력 가능하게 되어 정확한 
한국어 음운 범주를 형성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지각단계에서는 지각훈련을 통해 이
전에 자세히 제시된 각 한국어 종성 조음 위치와 방법의 기초에서 사천방언의 영향
에 비하여 사천방언과의 차이점과 발음 주의점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특
히, 사천방언권 화자가 상 적으로 더 많은 오류를 보인 종성 /ㄴ/과 /ㅇ/, /ㅂ/과 /
ㄱ/에 해 변별할 수 있도록 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학습　단계

    ⇔
지각
훈련   ⇔

식별 사례
도입

정답 확인 및 다시 듣기
제시 및 이해 토론
지각 변별 사례


산출 및 교정 산출연습


사용 정답 확인 및 다시 듣기
[그림 Ⅳ-2] 음운　범주의 형성　단계 중　지각훈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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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 범주 형성을 위한 지각훈련 방법은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이 제시된 종성 소
리를 듣고 자극음의 첫 소리에 표시할 때마다 곧바로 정답을 알려주고 지각훈련이 
끝나면 정답지를 나누어 주고 질문을 받는 것이다. 활동지에 제시된 그림을 통해 어
휘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소리를 지각한 후 문자를 확인하는 
순서로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다. ‘의미-소리-인식-문자 결합’의 순서가 언어 습득 
방식에 더 자연스럽고 소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발음을 익힐 수 있다. 그
리고 훈련 자극 어휘에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음운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소리에 

한 의식화는 물론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량의 시각적인 음성 자극음을 반복하여 듣기를 통해 명확한 방언과
의 차이를 감지하여 정확한 한국어 종성을 변별한 다음 최종 음운 범주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음운 범주 형성의 기준은 교사가 평가한다. 
 
        3.1.4. 산출  교정 단계

  산출 및 교정의 단계는 말소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지한 후 음운을 변별할 수 
있도록 내재화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본격적인 산출연습을 실시하기 전 지각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음운에 한 범주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 산출연습을 실시한다. 지
나치게 정확성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며 
방언과 유사성이 높거나 반 로 차이가 커서 변별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조음 방법
을 먼저 습득하여 곧바로 산출연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산출 단계는 교정을 포함한다. 학습자가 발음을 평가하여 발음 오류를 밝혀 주고 
오류 원인을 스스로 제시해 주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발음에서 오류를 일으
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해당 발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동
료와 교사의 피드백을 거쳐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한 
내용에 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며 과제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즉, 학습자가 수정
과 교정을 통해 발음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단어카드를 이용한 발음 연습
 교사는 단어 카드를 학생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의 발음을 유도한다. 학생들이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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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에 교사가 정확하게 발음한다. 먼저 학생들이 교사의 발음을 따라 읽는다. 
이후에 교사가 카드를 학생에게 다시 제시하고 한 명씩 읽게 한 후에 전체 학생이 
따라 읽는다. 학습자가 오류를 범할 경우 교사는 학습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스
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음: 혈육, 출연, 겨울옷, 실망, 한 , 불고기, 귤, 열, 훨씬
    비음: 명동, 한국, 선생님, 남부, 음식, 질문, 방학, 감기, 곰
    폐쇄음: 입구, 가볍다. 차갑다. 닫다, 숟가락, 받다, 학교, 약속
  
 ㉡ 최소 립쌍 식별 연습
   교사는 두 명의 학생을 한 팀으로 만든다. 한 명의 학생은 최소 립쌍을 읽고, 
다른 학생은 이를 들은 후에 맞는 발음을 식별하고 선택한다. 틀리면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 발음을 수정하고 팀으로도 발음을 수정하여 정확한 발음을 익히
도록 한다. 

 
㉢ 그림의 완성 연습

   들은 단어를 찾아 그림을 완성한 후에 사용한 
단어를 읽고 교사가 확인하는 발음 연습이다. 
비음, 유음, 폐쇄음을 모두 사용하여 그림을 만
든다. 전체적으로 학습의 종성 발음에 해 다
시 확인하고 연습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림
을 완성하는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단순한 발
음 연습보다 더 흥미롭게 접근하도록 하여 다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한다.

                    

곡, 곧, 곱 적, 젓, 접 익다, 읻다, 입다 억다, 얻다, 업다
박다, 받다, 밥다 강, 간, 감 상, 산, 삼 창, 찬, 참
완성, 완성, 왐성 당, 단, 담 정보, 전보, 점보 중, 준, 줌

[표 Ⅳ-11] 최소 립쌍 식별 연습

[그림 Ⅳ-3] 그림의 완성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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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사용 

  사용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형태에 한 주의력이 떨어져 발
음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 사용 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종성 발음을 유도한다. 

  ㉠ ‘주말에 뭘 해요?’라는 말하기 사용
   각 종성을 사용한 장소, 동장, 음식, 인물 등의 단어를 부여하고, 팀으로 ‘주말에 
뭘 해요?’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말하기 연습을 시킨다. 마지막에는 팀으로 발표하
게 한다. 정확한 단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소: 명동, 안동, 학교, 교실, 병원, 식당, 집, 은행, 영화관, 관악산, 동해, 미국, 슈
퍼, 연구실, 경복궁, 백화점, 강남, 용산역, 일본, 수영장, 극장, 중국, 경기도, 
도서관, 시장

 음식: 비빔밥, 우동, 돈가스, 김밥, 감자탕, 설렁탕, 볶음밥, 된장찌개, 해물 순두부, 
닭갈비, 순 , 막창, 삼겹살, 짜장면, 매운 치킨, 칼국수, 삼계탕, 중국요리, 냉
면, 새우튀김

 동작: 닦다, 청소하다, 일하다, 공부하다, 읽다, 운동하다, 농구 하다, 먹다, 졸다

  ㉡ 의미나 무의미(sence or nonsence)단어 찾기

광 고 문 학 교

중 마 일 실

국 음 식 림 남

가 고 당 부 주

입 생 일 분 인

[그림 Ⅳ-4] 의미나 무의미 단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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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확인 및 교정단계 후, 의미나 무의미(sence or nonsence) 단어를 찾는 게임
을 통해 말소리의 지각 및 변별, 동일-상이 지각 구별 훈련을 응용하는 것이다. 종
성 /ㄴ/, /ㅇ/, /ㅁ/의 유의미한 낱말과 무의미한 낱말을 써넣고 학습자들로 팀을 구
성해 한 명은 유의미 단어를 찾고 다른 한 명은 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2.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한 발음 교육 모형

          3.2.1. 지각<산출 (산출을 심으로 한 발음 교육) 

  산출 중심 발음 교육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유음 종성 수업 모형을 들 수 있다.
유음 종성 발음 수업 모형 

학습목표
1) 유음 종성은 자모음과 결합법을 이해한다.
2) 한국어 종성을 구별해서 듣고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3) 스스로 전략을 사용하고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
4)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수업단계 교육 내용 및 방법 목표

도입 단계
(5분)

① VC, CVC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게 제시한다.

② 수업 시작 전 문장을 사용하면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유음
예) 새로 들어간 회사는 어때요?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일은 재미있어요. 

▣ 종성별 
말소리 간에 
차이를 인식
하게 유도한
다.

제시 및
이해 단계

(10분)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위한 제시 기준은 소리를 먼저 듣
고 문자와 그림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발음의 특징을 이
해한 후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한국어 발음기관 단면도로 조음 위치를 설명한다.

▣ 사천방언
권 학습자의 
지각과   산
출관계 순서
로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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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별로 단어 카드와 혀 위치도를 활용)

② 사천방언과 비하여 조음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한
다. 
 한국어와 사천방언 간에 발음의 어려운 점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ㄹ/ 혀끝의 위치를 윗니 윗부분에서 약간 더 안쪽
으로 발음하다.

발 음 학 습 에 
도움을 주도
록 한다.

지각 단계
(10분)

  유음은 지각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최소 립쌍과 
이반 단어를 사용하면서 발음을 지각하도록 한다.

① 최소 립쌍의 지각 연습

② 단어의 지각 연습
달 별 얼굴 일기

술 불고기 월급 길
일본 알다 달 열정

▣ 한국어의 
말소리를 사
천방언의 음
성적 특징과 
비교하여 설
명 함 으 로 써 
발음 학습에 
도움을 주도
록 한다.

산출 및 
교정 단계

(20분)

 해당 연습 단어를 듣고 반복하여 읽고 따라하도록 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유음 산출 중심
으로 한 방식을 교육시키고 최 한 정확하게 발음을 유
도한다. 

① 단어 카드를 활용한 발음 연습
유음: 혈육, 출연, 겨울옷, 실망, 한 , 불고기, 귤, 열, 
훨씬

② 거울을 활용하여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 확인

③ 자기 소리를 녹음하고 수정하는 활동

멀리-머리 얼른-어른 몰래-모래
불러요-불어요 길러요-길어요 달라요-달아요

/ㄹ/
길 뭘 돌 술
풀 귤 열 꿀
별 월급 실망 한

▣ 말소리를 
정확히 구별
하고 음운  
범주를 형성
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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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지각>산출 (지각을 심으로 한 발음 교육) 

  지각 중심 발음 교육 모형으로 다음의 비음·폐쇄음 종성 수업 모형을 들 수 있다.
비음·폐쇄음 종성 발음 수업 모형

학습목표
1) 비음과 폐쇄음 종성은 자모음과 결합법을 이해한다.
2) 한국어 종성을 구별해서 듣고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3) 스스로 전략을 사용하고 발음 교정할 수 있다.
4)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수업단계 교육 내용 및 방법 목표

도입 단계
(5분)

① VC, CVC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게 제시한다.

② 수업 시작 전 문장을 사용하면서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비음
예) 여기 설렁탕 하나, 비빔냉면 하나요.

▣ 종성별 
말소리 간의 
차이를 인식
할 수 있도
록 유도한
다.

④ 그림을 완성

벌써 주말 훨씬 졸려요
출연 발음 질문 밀다

사용
단계
15분

사용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종성 발음을 유도한다.

① ‘주말에 뭘 해요?’라는 말하기 사용.

② 의미나 무의미(sence or nonsence)단어 찾기 게임.

▣스스로 발
음을 교정할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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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폐쇄음
예) 이 근처에 꽃집 없지요?
    있어요, 곧장 가면 오른쪽 끝에 있어요.

제시 및
이해 단계

(10분)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위한 제시 기준은 소리를 먼저 듣
고 문자와 그림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발음의 특징을 이
해한 후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 한국어 발음기관 단면도로 조음 위치를 설명한다.
   (환경별로 단어 카드와 혀 위치도를 활용)

② 사천방언과 비하여 조음 방법과 차이점을 설명한
다. 
한국어와 사천방언 간에 발음의 어려운 점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ㄴ/
사천방언의 운모 /n/과 유사하다. 그러나 /n/
은 설첨음이어서 소리가 원만하지 않다. 사천
방언의 영향으로 인해 /ㅁ/과 구별하기 어렵
다.

/ㅇ
중국어의 비운모 /ng/와 유사하지만 사천방언 
운모 /ng/는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한국어 종성 /ㅇ/이 탈락하거나 /ㅇ/ 받침
을 혼동하여 잘못 발음되는 오류가 많다.

▣ 사천방언
권 학습자의 
지각과 산출
관계 순서로 
제시하여 발
음학습에 도
움을 주도록 
한다.

지각 단계
(20분)

 1차와 2차 지각훈련 후에 종성 말소리와 문자에 한 
이해를 위해 지각 정답 확인을 통해 지각능력을 파악한
다. 지각훈련 중에 단어의 제시 순서는 오류별로 단모음 
어말 무의미 단어, 어중 유의미 단어로 구성된다. 학습
자들이 음절을 고르면 곧바로 정답을 알려준다. 

듣고 해당하는 자에 표시하세요. 
1차 안 엠 옹 움 악 엗 옵 악

▣ 한국어의 
말소리를 사
천방언의 음
성적 특징과 
비교하여 설
명 함 으 로 써 
발음 학습에 
도움을 주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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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안 산 돈 간
순두부 점심 근거 반지

강 방 짱 빵
중국 장난 냉면 엉망
감 숨 암 삼

남북 감기 금지 선생님
밥 법 집 답

답변 입구 접시 수업
약 턱 각 목

축구 극장 학비 식당
굳 닫 듣 싣

돋보기 받침 숟가락 곧장

산출 및 
교정 단계

(10분)

해당 연습 단어를 듣고 반복하여 읽고 따라하도록 한 
다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① 단어 카드를 활용한 발음 연습
비음: 명동, 한국, 선생님, 남부, 음식, 질문, 방학, 감기, 
곰
폐쇄음: 입구, 가볍다, 차갑다, 닫다, 숟가락, 받다, 학교, 
약속

② 최소 립쌍 식별 연습
곡, 곧, 곱 적, 젓, 접 익다,읻다, 

입다 
억다,얻다, 
업다

박다, 받
다, 밥다 강, 간, 감 상, 산, 삼 창, 찬, 참
왕성, 완
성, 왐성 당, 단, 담 정보,전보, 

점보 중, 준, 줌

③ 그림을 완성

▣ 말소리를 
정확히 구별
하고 음운  
범주를 형성
하도록 한
다.

사용 단계
(15분)

사용 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확하게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도록 종성 발음을 유도한다.

① ‘주말에 뭘 해요?’라는 말하기 사용.

② 의미나 유의미(sence or nonsence)단어 찾기 게임.

▣ 스스로 
발음을 교정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도록 한다.



- 119 -

      3.3. 종성 발음 교육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종성 발음 교육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제로 발음 수업을 실시한 
후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종성 발음 오류의 개선 정도와 교육적 효과
를 살펴보았다. 수업 전과 후에 지각과 산출 양상의 비를 통해 수업의 효과를 측
정하였다.
  
          3.3.1. 검증 방법 

  Ⅲ장의 내용과 같이 음운 환경별로 지각과 산출에서의 실험 방법과 내용이 일치
한다.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을 상으로 지각과 산출에서 동일한 무의미 단어를 제시
하고 지각에서는 질문지를 통해 들은 종성의 말소리를 식별하고 우선적으로 선택하
도록 하고, 산출에서는 학습자들의 발음을 녹음한 후에 원어민 강사들이 평가하였
다. 즉, 지각과 산출 검증 실험은 수업 전후별로 1차, 2차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검증실험은 현재 중국 사천외국어 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초급 5명의 
학생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 1명, 비원어민 교사 1명을 상
으로 실시하였다. 

         3.3.2.  검증 결과

  위의 [표 Ⅳ-12]의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학습자들이 수업 후에 지각과 산출의 
오류율이 낮아졌다.  수업 전에 지각이 산출보다 확연히 높은 오류율을 보이지만 수

      종성실험
학습자

종성 지각실험 종성 산출실험 
1차 2차 1차 2차

학습자1 44.2% 17.4% 35.2% 16.7%
학습자2 39.4% 14.2% 22.2% 13.4%
학습자3 29.0% 17.3% 23.2% 16.6%
학습자4 30.3% 22.9% 29.0% 18.6%
학습자5 22.5% 12.5% 19.5% 7.7%

[표 Ⅳ-12] 학습자별 지각실험과 산출실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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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후에는 지각과 산출의 오류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수업을 통해 지각과 산출
에서 오류율이 낮아진 점을 통해 수업의 효과가 있고, 특히 지각의 측면에서 보면 
수업 전후에 각각 큰 수치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각훈련의 실시 효과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지각실험과 산출실험의 결과를 보면 각 종성별 오류율이 낮아진 것이 확인된다. 
이는 학습자들의 오류 감소에 이 수업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
다. 지각과 산출의 관계를 보면, 산출 중심으로 교육한 유음은 2차 산출에서 반 이
상 오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고 정확도 또한 높아졌다. 지각을 중심으로 교육한 
비음과 폐쇄음에서는 2차 지각 오류율이 현저히 낮아졌고, 특히 비음과 폐쇄음 중
에 혼란스럽게 사용된 /ㄴ/-/ㅇ/, /ㅂ/-/ㄷ/의 오류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즉, 사
천방언의 발음 특징으로 인해 한국어 종성 발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에게는 지각 중심과 산출 중심의 교육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
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오류율
 종성

지각 산출
1차 오류율 2차 오류율 1차 오류율 2차 오류율

유음 ㄹ 6.7% 5.7% 19.8% 10.0%

비음
ㄴ 38.8% 14.7% 23.5% 16.7%
ㅁ 27.8% 18.4% 20.6% 12.3%
ㅇ 42.8% 17.8% 32.9% 17.6%

폐쇄음
ㅂ 45.2% 21.4% 28.9% 22.3%
ㄱ 38.3% 25.3% 25.5% 17.9%
ㄷ 27.6% 18.4% 29.1% 20.8%

[표 Ⅳ-13] 종성별 지각과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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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개별 방언의 음운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어 사용자에게 맞
춰진 천편일률적인 한국어 발음 교수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특히 
사천방언권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종성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
적인 교육 방법을 설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사천방언에는 특정 음운으로 인해 
한국어의 음운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사천방언권 학습자들에게는 응되는 
한국어에서 동화된 지각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학습자들 발음 지각 
양상 및 응 산출한 발음 양상의 원인이 사천방언권 학습자의 모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한국어 음운 환경별 학습자들의 지각을 제2 언어에 맞게 
조정한다면 발음의 정확성 역시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
았다.
  지각훈련은 음운 습득 과정 중 목표어의 지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음 오류를 개
선하는 방법으로서 산출을 강조하는 기존의 발음 교육 방법과 구별된다. 본 연구에
서는 지각훈련을 ‘학습자의 선택적 주의를 조정하여 정확한 제2　언어 음운 범주를 
형성시킴으로써 발음의 정확성을 촉진시키는 교육 방법’으로 정의하고 사천방언권 
학습자가 지각하는 한국어 음소 단서와 음운 습득 과정을 교수·학습 설계에 반영하
였다.
  Ⅱ장에서는 사천방언권 학습자를 위한 제2 언어 음운 습득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
고, 사천방언의 특징을 살펴 음운음절과 종성에서 한국어와의 비를 통해 한국어와 
사천방언 간에 지각 동화 관계를 정리해 지각훈련 설계의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제2　언어 음운 습득 시에는 특히 모어의 영향으로 말소리의 차이점을 지각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말소리를 하나의 주변 음운 범주에 동화시켜 인식과 발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음운의 범주화는 말소리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의해 결정
된다. 기존의 음운 범주와 유사성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범주 형성에 이르
지 못하는 음운은 주변 음운 범주에 동화되고,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말소리가 
하나의 범주로 지각되어 변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 습득을 음운 범주의 형성으로 정의하고, 사천방언권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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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성 비음, 폐쇄음, 유음에 한 정확한 지각을 형성하여 발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각훈련을 설계하였다. 사천방언은 개음절(open syllable) 구조인 CV구
조를 기본으로 하는 반면, 한국어는 폐음절(closed syllable) 구조인 CVC구조를 기
본으로 하는 음절 구조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음운 체계에서 SC형에 속한 비음인 사
천방언 /n/, /ŋ/의 두 음이 한국어의 /ㄴ/, /ㅇ/과 동화가 일어나는 유사성이 존재한
다. UU형에 속한 폐쇄음과 유음은 사천방언에 응하는 음운이 없고 상이성을 갖기 
때문에 지각하기 어렵다.  
  Ⅲ장에서는 조음 위치, 혀의 앞뒤에 따른 혀 종성과 선행 단모음, 후행 자음별로 
지각하고, 산출실험을 통해 발생한 오류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같은 환경
에서 산출과 지각능력의 관계에 해 탐구하여 상호 관련성을 논증하였다.
  실험 결과는 폐쇄음과 비음에서 산출의 오류율과 지각의 오류율의 평균 수치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모두 지각의 오류율이 산출의 오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학습자들의 폐쇄음 지각은 비음보다 어려운 것으로 보였으나 산출에서는 
폐쇄음과 비음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천방언의 운미 /-n/은 /ㄴ/, /ㅇ
/, /ㅁ/ 등과 동일한 조음 위치를 가진 비음으로 나타나고 동화되어서 지각하기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출은 어렵다고 할 수 없었다. 
  한국어 음운 체계의 특징인 폐쇄음은 지각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습득이 용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음의 경우 학습자 지각과 산출의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천방언에 설측음이라는 조음 방식의 음소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
하여 조음 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중 환경에서 조음 위치별 산출과 지각의 정확도 및 오류율 수치가 양순음에 비
하여 연구개음, 치경음의 수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폐쇄음과 비음은 공통적으
로 양순음의 경우에 산출의 정확도와 지각의 정답률이 다른 것들에 비해 높다. 반
면, 치경음과 연구개음의 경우, 특히 연구개 비음과 치경 폐쇄음의 경우에는 산출의 
정확도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사천방언권 학습자는 종성
과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을 경우, 산출의 정확도가 그렇지 않은 단어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으나, 지각의 오류율은 종성과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가 다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자들은 또한 종성 중에 혀의 앞뒤에서 전설단모음과 결합될 때 지각의 오류
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산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종성과 상관없이, 후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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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ㅡ/, /ㅓ/에서 지각과 산출의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방언에는 
en/ən/, ueng/uəŋ/, eng/əŋ/과 같은 운모가 없고 운복이 탈락하기 때문에 학습자 발
음의 지각과 산출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지각훈련의 교육적 시사점에 해 논하고 중국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
수·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단계별로 발음 교육 모형을 설계하였다. 우선 초·중·고
급 단계별로 발음 교육의 목표와 한국어 종성 제시 기준을 밝히고, 학습자 발음의　
지각과　산출　관계를 반영하여 ‘도입-제시 및 이해-지각-산출 및 교정-사용’이라
는 5단계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각＞산출’ 단계에서는　지각훈련의 원리를 활용하기 전에 한국어 발음 위치와 
방법뿐만 아니라 사천방언과 한국어를 조·분석함으로써 지각의 향상에 초점을 맞
춘다. 이로써 ‘산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각＜산
출’ 과정에서는　‘산출’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음 교수·학습 활동을 통한 종성 발음의 오류 수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 발음의 지각과 산출에서 완벽한 습득이 일어나지는 못하였으나 
지각 과 산출 모두에서 오류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발음 교육의 범위를 음운의 조에서 음성에 한 지각으로 확장하였
고, 학습자의 모어를 고려하여 발음에 특화된 교육 방법과 수업 모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교육방법적 의의가 있으며,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는 지각 범주를 시각화하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을 고안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의 찾을 수 
있다.  
  중국에는 여타 국가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언어 사용자를 가진 방언권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방언권과 그 사용자만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 
제시한 분석방법과 교육방법을 참고로 하여 중국 타방언권과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보
다 효과적으로 조·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발음 교수·학습 방안 모색을 위한 후
속 연구가 이루질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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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지각훈련 1차>

1. 듣고 해당하는 자의　발음을　확인하세요. 

２. 듣고 해당하는 자의　발음을　확인하세요.

지각 2차

안 앙 암 산 상 삼

동 돈 돔 감 강 간

순두부 숭두부 숨두부 전심 점심 정심

지각 1차
ㄴ
ㅇ
ㅁ

안 앙 암
엔 엥 엠
온 옹 옴
운 웅 움

ㅂ
ㄱ
ㄷ

압 악 앋
엡 엑 엗
옵 옥 옫

<부록2. 지각훈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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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 근거 긍거 반지 방지 밤지

강 간 감 빵 빤 빰

짱 짠 짬 방 반 밤

중국 준국 줌국 잠낭 장난 잔남

냉면 냄면 낸면 엉망 언만 엄망

강 감 간 숨 순 숭

안 앙 암 상 삼 산

낭붐 남북 난북 감기　 강기 간기

긍지 금지 근지 성샘닌 선생님 섬샌잉

밥 박 받 벋 법 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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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집 짇 닥 닫 답

답변 닥변 닫변 익구 입구 읻구

젇지 적지 접지 수억 수업 수얻

약 얃 얍 턷 턱 텁

갑 각 갇 목 몯 몹

춥구 축구 춛구 귿장 극장 급장

합비 핟비 학비 싣당 십당 식당

굳다 굽다 국다 답다 닫다 닥다

듣다 듭다 득다 십다 식다 싣다

돋보기 돕보기 독보기 밥침 받침 박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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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３. /ㄹ/의　산출　연습> 

숟가락 숩가락 숙가락 곱장 곧장 곧장

／ㄹ／의　산출　연습

길 될 돌 술

풀 귤 열 꿀

별 월급 실망 한

벌써 주말 훨씬 졸려요

출연 발음 질문 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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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４. 어중 환경의 발음 정확도 평가 > 

1-1 ㅇ ㅁ
잉

가

잉

다

잉

바

잉

사

잉

자

잉

나

잉

마

임

가

임

다

임

바

임

사

임

자

임

나

임

마

SN1-1 12 9 9 10 8 13 10 11 12 15 12 10 13 16

SN1-2 13 11 11 10 12 12 11 15 14 12 12 12 14 16

SN1-3 10 10 9 11 10 10 10 13 13 10 10 12 16 18

SN1-4 13 13 12 15 14 14 15 15 13 11 15 11 17 13

SN1-5 14 15 13 14 13 13 14 14 16 15 13 15 18 18

SN1-6 14 15 13 15 14 14 15 15 16 15 15 15 18 18

SN1-7 10 9 9 10 8 10 10 11 12 10 10 10 13 13

SN1-8 12 11 10 12 11 12 12 13 13 12 12 12 15 16

SN1-9 13 12 11 13 12 13 13 14 14 13 13 13 16 17

SN110 11 10 9 11 10 11 11 12 12 11 11 11 14 15

122 115 106 121 112 122 121 133 135 124 123 121 154 160

6 1 .

0

5 8 .

0

5 3 .

0

6 0 .

5

5 6 .

0

6 1 .

0

6 0 .

5

6 6 .

5

6 7 .

5

6 2 .

0

6 1 .

5

6 0 .

5

7 7 .

0

8 0 .

0

SN2-1 17 15 15 18 17 18 18 16 15 16 16 13 14 17

SN2-2 17 18 16 17 12 18 19 16 17 16 16 11 18 18

SN2-3 18 16 14 18 15 18 16 18 17 13 18 14 15 17

SN2-4 14 14 14 17 16 14 17 16 15 16 17 14 18 19

SN2-5 18 17 14 16 15 15 15 17 15 14 13 17 17 16

SN2-6 15 13 12 13 13 17 18 13 15 12 14 13 16 12

SN2-7 17 12 15 16 15 16 19 17 18 16 17 16 17 20

SN2-8 16 12 11 15 17 18 15 16 17 12 13 9 12 20

SN2-9 15 13 12 12 12 13 12 15 11 12 13 12 14 16

SN210 17 12 12 12 16 14 15 16 16 12 13 16 15 19

164 142 135 154 148 161 164 160 156 139 150 135 156 174

8 2 .

0

7 1 .

0

6 7 .

5

7 7 .

0

7 4 .

0

8 0 .

5

8 2 .

0

8 0 .

0

7 8 .

0

6 9 .

5

7 5 .

0

6 7 .

5

7 8 .

0

8 7 .

0

SN3-1 15 13 11 13 16 17 13 13 15 14 12 14 20 20

SN3-2 15 17 15 15 15 15 17 15 16 18 19 19 19 12

SN3-3 17 16 13 15 17 15 16 17 11 14 16 12 11 11

SN3-4 15 17 16 14 16 15 17 15 16 17 17 15 18 19

SN3-5 18 17 15 17 17 17 15 16 15 15 15 20 15 20

SN3-6 13 19 16 16 17 18 18 16 16 16 15 14 19 20

SN3-7 14 14 10 19 15 16 17 14 16 16 16 14 20 20

SN3-8 20 17 15 15 13 18 17 19 19 19 17 17 18 18

SN3-9 18 16 15 16 17 20 17 17 17 19 15 14 20 20

SN310 19 17 16 16 15 16 19 18 15 16 18 17 19 18

164 163 142 156 158 167 166 160 156 164 160 156 179 178

8 2 .

0

8 1 .

5

7 1 .

0

7 8 .

0

7 9 .

0

8 3 .

5

8 3 .

0

8 0 .

0

7 8 .

0

8 2 .

0

8 0 .

0

7 8 .

0

8 9 .

5

8 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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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ㄴ ㄷ
인

가

인

다

인

바

인

사

인

자

인

나

인

마

읻

가

읻

다

읻

바

읻

사

읻

자

읻

나

읻

마

SN1-1 12 12 12 14 7 9 6 10 9 7 11 4 11 14

SN1-2 13 11 15 12 10 14 14 12 8 9 14 8 9 11

SN1-3 14 9 13 10 10 10 9 8 12 10 8 8 13 11

SN1-4 16 13 12 15 14 18 19 14 12 13 10 8 12 11

SN1-5 17 13 14 16 14 17 17 12 10 13 13 8 14 14

SN1-6 17 13 15 16 14 18 19 14 12 13 14 8 14 14

SN1-7 12 9 12 10 7 9 6 8 8 7 8 4 9 11

SN1-8 14 11 13 13 11 13 12 11 10 10 11 6 11 12

SN1-9 13 10 12 12 10 12 11 10 9 9 10 5 10 11

SN110 15 12 14 14 12 14 13 12 11 11 12 7 12 13

143 113 132 132 109 134 126 111 101 102 111 66 115 122

7 1 .

5

5 6 .

5

6 6 .

0

6 6 .

0

5 4 .

5

6 7 .

5

6 3 .

0

5 5 .

5

5 0 .

5

5 1 .

0

5 5 .

5

3 3 .

0

5 7 .

5

6 1 .

0

SN2-1 15 12 13 14 15 18 14 19 19 18 14 9 17 17

SN2-2 12 15 15 14 13 15 13 14 19 16 13 9 14 18

SN2-3 17 15 14 15 18 15 14 14 15 13 12 11 14 11

SN2-4 15 15 17 13 14 14 19 17 19 18 15 10 12 18

SN2-5 18 15 15 16 15 15 16 17 14 15 17 9 12 12

SN2-6 14 14 11 12 14 19 14 16 18 14 13 14 15 16

SN2-7 18 18 17 19 19 20 14 20 18 13 17 10 13 15

SN2-8 17 15 13 16 18 16 18 15 14 11 12 6 15 12

SN2-9 10 11 12 15 12 16 15 14 18 12 14 8 17 15

SN210 11 14 12 17 13 16 17 14 17 12 12 8 14 13

147 144 139 151 151 164 154 160 171 142 139 94 143 147

7 3 .

5

7 2 .

0

6 9 .

5

7 5 .

5

7 5 .

5

8 2 .

0

7 7 .

0

8 0 .

0

8 5 .

5

7 1 .

0

6 9 .

5

4 7 .

0

7 1 .

5

7 3 .

5

SN3-1 15 16 6 17 13 15 16 10 6 12 14 9 12 14

SN3-2 15 16 13 17 18 16 18 16 20 15 14 9 13 11

SN3-3 15 15 12 16 14 12 17 19 18 11 15 9 16 12

SN3-4 15 13 15 14 15 15 17 14 15 15 15 10 15 15

SN3-5 18 15 14 17 17 16 18 15 12 13 11 9 10 16

SN3-6 19 15 14 15 14 19 17 20 20 18 16 11 15 15

SN3-7 14 15 14 17 15 19 17 20 20 16 17 11 15 15

SN3-8 17 20 16 17 17 14 19 18 16 18 14 7 12 17

SN3-9 20 18 20 18 20 20 20 20 18 19 18 10 17 18

SN310 16 19 13 19 16 18 15 16 19 15 16 9 16 17

164 162 137 167 159 164 174 168 164 152 150 94 141 150

8 2 .

0

8 1 .

0

6 8 .

5

8 3 .

5

7 9 .

5

8 2 .

0

8 7 .

0

8 4 .

0

8 2 .

0

7 6 .

0

7 5 .

0

4 7 .

0

7 0 .

5

7 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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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ㅂ ㄱ
입

가

입

다

입

바

입

사

입

자

입

나

입

마

익

가

익

다

익

바

익

사

익

자

익

나

익

마

SN1-1 15 17 11 17 12 15 14 14 8 7 11 8 11 11

SN1-2 16 18 16 15 15 15 12 14 17 16 15 11 15 11

SN1-3 12 17 18 15 16 7 16 14 17 16 12 9 8 12

SN1-4 17 18 16 15 16 13 12 15 14 13 14 11 15 13

SN1-5 13 17 14 15 18 17 16 12 14 12 11 15 12 16

SN1-6 17 18 18 17 18 17 16 15 17 16 15 15 15 16

SN1-7 12 17 11 15 12 7 12 12 8 7 11 8 8 11

SN1-8 14 17 14 15 15 13 14 13 13 12 12 11 12 12

SN1-9 15 18 15 16 16 14 15 14 14 13 13 12 13 13

SN110 13 16 13 14 14 12 13 12 12 11 11 10 11 11

144 173 146 154 152 130 140 135 134 123 125 110 120 126

7 2 .

0

8 6 .

5

7 3 .

0

7 7 .

0

7 6 .

0

6 5 .

0

7 0 .

0

6 7 .

5

6 7 .

0

6 1 .

5

6 2 .

5

5 5 .

0

6 0 .

0

6 3 .

0

SN2-1 19 20 14 20 18 17 17 18 19 17 17 15 15 15

SN2-2 17 20 20 19 17 18 19 19 18 15 18 15 17 17

SN2-3 12 20 15 18 20 13 12 12 19 14 19 15 15 18

SN2-4 14 20 19 17 19 16 10 16 15 14 15 19 10 11

SN2-5 11 20 17 14 20 17 15 15 14 12 10 13 9 9

SN2-6 19 19 13 19 16 17 15 16 20 13 18 16 14 18

SN2-7 20 20 20 18 20 18 16 17 20 19 19 19 17 17

SN2-8 12 18 12 20 18 13 14 11 17 14 12 14 15 15

SN2-9 19 20 15 16 20 15 15 16 15 12 17 18 15 15

SN210 19 20 13 17 20 10 16 18 16 16 16 15 14 14

162 197 158 178 188 154 149 158 173 146 161 159 141 149

8 1 .

0

9 8 .

5

7 9 .

0

8 9 .

0

9 4 .

0

7 7 .

0

7 4 .

5

7 9 .

0

8 6 .

5

7 3 .

0

8 0 .

5

7 9 .

5

7 0 .

5

7 4 .

5

SN3-1 20 20 15 12 19 16 15 18 17 12 14 17 14 13

SN3-2 20 20 16 18 20 15 15 15 20 16 14 16 15 13

SN3-3 19 18 13 19 20 15 15 14 15 11 16 15 15 12

SN3-4 19 19 18 17 20 16 13 15 16 14 19 19 16 16

SN3-5 19 20 19 17 19 18 17 15 16 16 18 19 16 13

SN3-6 20 15 15 20 19 17 18 17 16 17 17 17 15 11

SN3-7 20 20 16 20 20 15 17 17 17 18 19 20 17 17

SN3-8 19 20 12 17 20 14 17 19 15 18 17 17 14 16

SN3-9 20 20 19 20 20 20 19 18 18 18 13 20 18 15

SN310 20 18 18 20 20 19 15 16 15 15 17 14 13 15

196 190 161 180 197 165 161 164 165 155 164 174 153 141

9 8 .

0

9 5 .

0

8 0 .

5

9 0 .

0

9 8 .

5

8 2 .

5

8 0 .

5

8 2 .

0

8 2 .

5

7 7 .

5

8 2 .

0

8 7 .

0

7 6 .

5

7 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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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５. 어말 환경의 발음 정확도 평가 > 

1-1 ㅇ ㅁ
앙 엉 옹 웅 응 잉 엥 암 엄 옴 움 음 임 엠

SN1-1 12 8 10 8 11 12 9 12 9 14 8 8 12 11

SN1-2 18 11 13 12 14 13 10 18 12 12 16 14 15 14

SN1-3 4 4 10 6 9 6 8 17 8 14 10 6 14 16

SN1-4 18 10 16 12 17 18 16 20 17 16 18 14 18 18

SN1-5 15 7 9 8 12 13 10 18 10 14 16 14 16 17

                             ㄹ
일가 일다 일바 일사 일자 일나 일마

SN1-1 13 13 10 10 12 16 18

SN1-2 15 13 11 15 11 17 13

SN1-3 14 16 15 13 15 18 18

SN1-4 15 16 15 15 15 18 18

SN1-5 11 12 10 10 10 13 13

SN1-6 13 13 12 12 12 15 16

SN1-7 14 14 13 13 13 16 17

SN1-8 12 12 11 11 11 14 15

SN1-9 13 13 10 10 12 16 18

SN110 15 13 11 15 11 17 13

SN2-1 17 14 15 17 9 12 12

SN2-2 16 18 14 13 14 15 16

SN2-3 20 18 13 17 10 13 15

SN2-4 15 14 11 12 6 15 12

SN2-5 14 18 12 14 8 17 15

SN2-6 14 17 12 12 8 14 13

SN2-7 17 14 15 17 9 12 12

SN2-8 16 18 14 13 14 15 16

SN2-9 20 18 13 17 10 13 15

SN210 15 14 11 12 6 15 12

SN3-1 10 6 12 14 9 12 14

SN3-2 16 20 15 14 9 13 11

SN3-3 19 18 11 15 9 16 12

SN3-4 14 15 15 15 10 15 15

SN3-5 15 12 13 11 9 10 16

SN3-6 20 20 18 16 11 15 15

SN3-7 20 20 16 17 11 15 15

SN3-8 10 6 12 14 9 12 14

SN3-9 16 20 15 14 9 13 11

SN310 19 18 11 15 9 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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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6 18 11 16 12 17 18 16 20 17 16 18 14 18 18

SN1-7 4 4 9 6 9 6 8 12 8 12 8 6 12 11

SN1-8 12 7 11 9 12 12 11 16 11 14 13 10 15 15

SN1-9 13 8 12 10 13 13 12 17 12 15 14 11 16 16

SN110 11 6 10 8 11 11 10 15 10 13 12 9 14 14

125 76 116 91 125 122 110 165 114 140 133 106 150 150

6 2 .

5

3 8 .

0

5 8 .

0

4 5 .

5

6 2 .

5

6 1 .

0

5 5 .

0

8 2 .

5

5 7 .

0

7 0 .

0

6 6 .

5

5 3 .

0

7 5 .

0

7 5 .

0

SN2-1 18 9 15 10 14 18 15 17 17 14 18 14 16 15

SN2-2 19 13 19 11 9 19 9 14 15 18 11 15 17 11

SN2-3 19 18 15 16 18 18 18 19 17 18 15 19 19 19

SN2-4 19 15 11 13 18 17 9 17 18 16 17 19 18 20

SN2-5 18 14 15 11 12 17 13 15 13 15 14 14 16 13

SN2-6 17 14 10 13 12 19 13 17 14 16 15 12 15 15

SN2-7 16 15 16 18 16 16 15 15 14 17 14 15 15 18

SN2-8 20 13 16 13 16 17 16 20 14 18 16 14 18 13

SN2-9 15 10 10 12 16 18 12 16 18 18 16 18 12 18

SN210 15 11 12 10 10 18 14 14 14 10 12 18 15 16

176 132 139 127 141 177 134 164 154 160 148 158 161 158

8 8 .

0

6 6 .

0

6 9 .

5

6 3 .

5

7 0 .

5

8 8 .

5

6 7 .

0

8 2 .

0

7 7 .

0

8 0 .

0

7 4 .

0

7 9 .

0

8 0 .

5

7 9 .

0

SN3-1 17 16 17 10 16 18 17 20 20 18 15 20 20 20

SN3-2 15 10 14 10 14 16 10 18 13 16 17 16 14 10

SN3-3 17 15 18 11 18 15 17 12 11 12 15 12 15 10

SN3-4 18 14 18 15 14 18 13 17 12 16 19 15 18 19

SN3-5 15 16 18 16 20 16 16 15 17 18 16 13 13 18

SN3-6 20 20 17 15 18 18 14 18 13 18 20 20 18 12

SN3-7 20 20 16 10 17 17 18 20 18 20 20 18 20 20

SN3-8 20 16 13 16 17 18 13 20 17 20 18 20 20 18

SN3-9 20 10 10 16 15 16 18 20 16 20 20 20 20 20

SN310 18 18 14 10 18 20 18 18 18 18 20 15 20 20

180 155 155 129 167 172 154 178 155 176 180 169 178 167

9 0 .

0

7 7 .

5

7 7 .

5

6 4 .

5

8 3 .

7

8 6 .

0

7 7 .

0

8 9 .

0

7 7 .

5

8 8 .

0

9 0 .

0

8 4 .

5

8 9 .

0

8 3 .

5

2-1 ㄴ ㄷ
안 언 온 운 은 인 엔 앋 얻 옫 욷 읃 읻 엗

SN1-1 11 9 14 8 8 14 8 12 10 15 13 14 14 10

SN1-2 16 10 16 11 16 13 12 14 11 12 16 14 14 16

SN1-3 10 8 8 11 10 9 6 10 8 10 11 5 14 10

SN1-4 18 18 11 18 18 14 12 16 18 15 12 18 18 17

SN1-5 17 12 10 6 12 12 12 14 13 14 14 12 12 14

SN1-6 18 18 16 18 18 14 12 16 18 15 16 18 18 17

SN1-7 10 8 8 6 8 9 6 10 8 10 11 5 12 10

SN1-8 14 11 11 11 12 12 9 13 12 13 13 12 14 13

SN1-9 15 12 12 12 13 13 10 14 13 14 14 13 15 14

SN110 13 10 10 10 11 11 8 12 11 12 12 11 13 12

142 116 116 111 126 121 95 131 122 130 132 122 14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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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0

5 8 .

0

5 8 .

0

5 5 .

5

6 3 .

0

6 0 .

5

4 7 .

5

6 5 .

5

6 1 .

0

6 5 .

0

6 6 .

0

6 1 .

0

7 2 .

0

6 6 .

5

SN2-1 19 16 18 19 15 12 15 17 14 19 15 19 17 20

SN2-2 20 16 17 18 14 11 17 19 13 17 13 18 14 16

SN2-3 20 17 14 16 10 14 17 15 18 15 17 8 20 17

SN2-4 17 20 14 15 14 15 15 17 16 16 18 18 20 18

SN2-5 20 15 17 13 8 14 14 16 9 13 16 8 13 12

SN2-6 17 14 16 18 18 16 14 16 18 14 17 13 18 17

SN2-7 18 16 16 14 18 13 18 16 12 16 8 16 18 16

SN2-8 20 16 16 16 17 20 13 18 14 8 16 11 18 18

SN2-9 18 18 16 15 18 18 17 18 18 14 18 18 14 18

SN210 20 12 14 14 13 16 18 15 10 11 10 11 13 12

189 160 158 158 145 149 158 167 142 143 148 140 165 164

9 4 .

5

8 0 .

0

7 9 .

0

7 9 .

0

7 2 .

5

7 4 .

5

7 9 .

0

8 3 .

5

7 1 .

5

7 1 .

5

7 4 .

0

7 0 .

0

8 2 .

5

8 2 .

0

SN3-1 19 16 18 16 16 18 19 15 12 19 20 18 17 10

SN3-2 17 15 18 15 16 14 12 13 13 15 14 13 13 10

SN3-3 16 7 17 16 10 12 12 17 14 18 16 15 15 16

SN3-4 20 11 16 16 15 11 16 17 14 14 20 15 17 12

SN3-5 12 14 16 16 18 17 16 17 12 14 15 12 14 12

SN3-6 20 18 20 20 18 16 14 16 13 15 20 16 16 16

SN3-7 20 18 16 18 18 20 20 18 14 14 18 12 14 20

SN3-8 20 18 14 18 20 14 16 18 11 14 18 14 13 20

SN3-9 20 18 18 20 20 20 18 20 18 18 18 20 18 20

SN310 20 20 18 16 14 17 13 20 18 20 17 16 20 18

184 155 171 171 165 159 156 171 139 161 176 151 157 154

9 2 .

0

7 7 .

5

8 5 .

5

8 5 .

5

8 2 .

5

7 9 .

5

7 8 .

0

8 5 .

5

6 9 .

5

8 0 .

5

8 8 .

0

7 5 .

5

7 8 .

5

7 7 .

0

3-1 ㅂ ㄱ
압 업 옵 웁 읍 입 엡 악 억 옥 욱 윽 익 엑

SN1-1 12 10 16 6 14 14 11 8 10 10 10 13 8 10

SN1-2 18 14 16 18 16 18 12 14 16 9 8 10 18 10

SN1-3 13 16 10 8 6 15 16 15 14 12 15 6 13 10

SN1-4 20 20 16 18 18 20 20 19 18 14 15 12 18 14

SN1-5 18 17 13 16 11 14 8 13 12 10 10 10 9 10

SN1-6 20 20 16 18 18 20 20 19 18 14 15 13 18 14

SN1-7 12 10 10 6 6 14 8 8 10 9 8 6 8 10

SN1-8 16 15 13 12 12 16 13 13 14 11 11 10 13 11

SN1-9 17 16 14 13 13 17 14 14 15 12 12 11 14 12

SN110 15 14 12 11 11 15 12 12 13 10 10 9 12 10

161 152 136 126 125 163 134 135 140 111 114 100 131 111

8 0 .

5

7 6 .

0

6 8 .

0

6 3 .

0

6 2 .

5

8 1 .

5

6 7 .

0

6 7 .

5

7 0 .

0

5 5 .

5

5 7 .

0

5 0 .

0

6 5 .

5

5 5 .

5

SN2-1 20 19 17 20 20 20 18 18 17 13 18 18 18 18

SN2-2 19 16 17 15 20 20 20 18 19 14 19 20 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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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2-3 18 17 17 17 19 20 20 19 19 15 18 19 20 15

SN2-4 20 19 16 18 20 18 20 18 13 17 14 15 17 17

SN2-5 18 15 14 13 17 17 14 19 9 14 17 13 11 17

SN2-6 17 20 17 18 19 20 20 18 20 16 16 18 20 14

SN2-7 18 16 16 20 20 18 18 18 10 18 16 13 16 16

SN2-8 18 18 14 18 14 20 18 20 16 12 14 18 18 17

SN2-9 20 18 14 18 20 20 20 16 10 14 13 16 18 18

SN210 18 14 14 18 18 18 14 14 14 14 15 16 14 11

186 172 156 175 187 191 182 178 147 147 160 166 172 160

9 3 .

0

8 6 .

0

7 8 .

0

8 7 .

5

9 3 .

5

9 5 .

5

9 1 .

0

8 9 .

0

7 3 .

5

7 3 .

5

8 0 .

0

8 3 .

0

8 6 .

0

8 0 .

0

SN3-1 19 13 15 20 20 20 18 16 19 15 17 13 16 20

SN3-2 18 13 17 16 18 17 20 18 17 17 14 15 15 16

SN3-3 16 13 18 19 20 19 19 18 16 15 16 16 16 18

SN3-4 19 18 15 12 20 20 18 18 16 15 18 17 18 18

SN3-5 19 15 18 19 18 20 16 14 16 15 17 16 20 13

SN3-6 20 18 14 18 18 18 20 20 18 16 18 14 20 18

SN3-7 18 16 18 18 20 20 20 18 20 18 18 18 18 18

SN3-8 20 18 16 20 18 20 20 18 20 16 16 18 20 18

SN3-9 20 18 17 20 20 20 20 20 20 16 20 20 20 20

SN310 20 18 18 20 20 20 20 20 20 18 16 20 20 14

189 160 166 182 192 194 191 180 182 161 170 167 183 173

9 4 .

5

8 0 .

0

8 3 .

0

9 1 .

0

9 6 .

0

9 7 .

0

9 5 .

5

9 0 .

0

9 1 .

0

8 0 .

5

0 . 8

5

8 3 .

5

9 1 .

5

8 6 .

5

                             ㄹ
알 얼 올 울 을 일 엘

SN1-1 18 11 16 12 17 18 16

SN1-2 4 4 9 6 9 6 8

SN1-3 12 7 11 9 12 12 11

SN1-4 13 8 12 10 13 13 12

SN1-5 11 6 10 8 11 11 10

SN1-6 12 8 10 8 11 12 9

SN1-7 18 11 13 12 14 13 10

SN1-8 4 4 10 6 9 6 8

SN1-9 18 10 16 12 17 18 16

SN110 15 7 9 8 12 13 10

SN2-1 10 14 18 15 17 10 14

SN2-2 11 9 19 9 14 11 9

SN2-3 16 18 18 18 19 16 18

SN2-4 13 18 17 9 17 13 18

SN2-5 11 12 17 13 15 11 12

SN2-6 13 12 19 13 17 13 12

SN2-7 18 16 16 15 15 18 16

SN2-8 13 16 17 16 20 13 16

SN2-9 10 14 18 15 17 10 14

SN210 11 9 19 9 14 11 9



- 144 -

SN3-1 15 10 14 10 14 16 10

SN3-2 17 15 18 11 18 15 17

SN3-3 18 14 18 15 14 18 13

SN3-4 15 16 18 16 20 16 16

SN3-5 20 20 17 15 18 18 14

SN3-6 20 20 16 10 17 17 18

SN3-7 20 16 13 16 17 18 13

SN3-8 15 10 14 10 14 16 10

SN3-9 17 15 18 11 18 15 17

SN310 18 14 18 15 14 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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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in Pronunciation Education of Korean Final Consonant 
for Korean Learners of the Sichuan Dialectal Region

FU Jialu

This study strives to map out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to improve 
the pronunciation accuracy of final consonant sounds by Korean language 
learners from China's Sichuan dialectal region. As of now, these learners 
take no heed of the dialectal phonetic systems of dialectal Chinese and only 
follow the Korean pronunciation teaching methods which were designed for 
Standard Chinese speakers, lacking any consideration for variety. Especially, 
special sounds found only in the Sichuan dialect are an important reason 
why learners from the Sichuan dialectal region experience so many 
differences between their own and the Korean language sound system. This 
is why in the case of learners from Sichuan, perception assimilation appears 
often when learning Korean.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the fact that 
Sichuan learners focus on the perception of Korean phonemes separated 
into their phoneme environments and then produce a sound in reaction, the 
starting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accuracy in Korean 
pronunciation of these learners can be improved if the perception of the L2 
sounds is adjusted correctly.

Perceptual training can, as a method to improve pronunciation mistakes in 
the  phonemic learning process targeting a word's perception stage, b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methods of pronunciation teaching which 
emphasize on production. In this study, perceptional training is defined as 
“Teaching method that accelerates pronunciation exactness by adjusting the 
learners awareness of choice and making them develop exact L2 phonemic 
categories”. Thus this design reflects the perception of the phon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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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process by Sichuan dialectal region learners as obtaining phonemic 
clues.

In Chapter II, the theories of Second Language phoneme acquisition are 
reviewed for the case of Sichuan dialectal region learners. Als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Sichuan dialect are looked at closely through a 
comparison of phonemic syllables and final consonants. A relationship in 
perceptual assimilation was found betwee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Sichuan dialect, and the foundation of the educational perceptual training 
design was laid out here as well. At the time of L2 phoneme acquisition, 
especially because of the influence exerted by a learner's mother tongue, 
differences in voice cannot be perceived, and thus the environments of 
different voices become assimilated with the phonemic category, allowing 
for errors in both the perception and actual pronunciations. At this time, 
the categorization of phonemes is decided b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voices. The standard phoneme category and its 
similarity to the new category hinder the perception of this new category, 
which is why assimilation takes place in which case the different and thus 
erratic sounds are perceived together in one sole environment movement, 
further complicating the sound discrimination to a very difficult degree.

In this study, phoneme acquisition was defined as the formation of a 
phonemic category, and the perceptional training was designed to achieve 
that learners from the Sichuan dialectal region develop an exact perception 
of final nasal and implosives consonants as well as the /r/-/l/ assonance in 
order to raise pronunciation accuracy. The Sichuan dialect has an open 
syllable CV-structure as its base, but in opposition, Korean language has a 
closed syllable CVC-structure as its base, which is a huge difference in 
syllable structure. Also, the vocal sound system is belonging to the 
SC-type nasal in the Sichuan Dialect, the two /n/, /ŋ/ sounds correspond to 
Korean language /ㄴ/, /ㅇ/, a similarity that invites assimilation. The 
implosives, belonging to the UU-type, as well as the /r/-/l/ assonance 
have no equivalent in the Sichuan dialect, thus differences are very har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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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erceived correctly.
In Chapter Ⅲ, perceived accordingly to the position of articulation, the 

case of final consonants depending on the tongue position or the preceding 
a single vowel, the errors that were the result of a production experiment 
are analyzed and the abilty for production and perception in the same 
environment will be researched in order to find a correlation.

As result, there was no certain difference in the numerical value of the 
error rate when implosives and nasal production are concerned. All 
perception error rates come out as preceding the error rate of production, 
and less than with nasals, the perception of implosives perception was 
expected to be more difficult, but in the production test actually implosives 
and nasals came out in concord. Sichuan dialect ending /-n/ came out to be 
a nasal that has the same articulation place than Korean /ㄴ/, /ㅇ/, /ㅁ/ etc., 
as a phoneme that becomes assimilated it is hard to perceive, but actually 
it is not hard to produce. Implosives, a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language system, can cause many errors in the perception stage, 
which is why learning them is not easy. In the case of /r/ and /l/ sounds 
there was a big gap between production and perception, the reason being 
that in Sichuan dialect, lateral sounds as a manner of articulation's phoneme 
do not exist and thus there are problems with articulation. Divided into 
articulatory positions and into their environments, the numerical values of 
accuracy and error-rates in production and perception are low when 
compared to a bilabial, velar or alveolar sound. Implosives and nasals are 
the same when with a bilabial, the production accuracy and perception 
right-result rate being higher than with the other instanc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lveolar consonant and velar sounds, especially in the 
cases of the velar and the teethridge implosives, the production accuracy 
value came out as very low. Thus, if the final consonant and follow 
consonant's articulatory position are the same, in that case the production 
accuracy of the Sichuan dialectal learner of Korean is much higher than 
compared to those words in which the position is not the same.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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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rticulatory position of the final consonants and following consonants 
are different,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error 
rate. However, depending on tongue position, when the sounds become 
fused with the preceding vowel, then the perception error rate came out as 
high, but the production error rate did not. Independent whether final 
consonant or not, if the following vowel is /ㅡ/ or /ㅓ/, perception and 
production error rates were both high.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n 
Sichuan dialect there are no such sounds as en/ən/, ueng/uəŋ/, eng/əŋ/ and 
Chinese vowels fall out. Because of this perception and production came out 
with approximately the same results.

In Chapter Ⅳ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perceptual training and the 
state of Korean Education in China are considered. Separated into learning 
stages,  pronunciation teaching models will be designed. First, education 
aims will be discussed differentiated into beginner-, advanced- and 
high-level class settings, then the presentation standards of Korean 
language final consonants will be discussed. Reflecting the process of 
phoneme acquisition in the second language of the learners a 5-step 
education and learning program, namely ‘Introduction - presentation and 
understanding – perception - production and correction - use' is 
constructed. Perceptional training principles are put to practical use not 
only in terms of Korean language pronunciation positions and methods, but 
also in terms of comparatively analyzed it with regard to the Sichuan 
dialect. So it can become a class that puts the focus on a betterment in 
perception. The effects obtained through pronunciation class with stringent 
final consonant pronunciation mistake correction were also verified by an 
experiment, with the result that learner perception and production did not 
became absolutely perfect, but it could be verified that overall the error 
rate decreased to a remarkable degree.

This study fixed its scope on pronunciation education and the perception 
of voice,   phoneme comparison and contrasting and also gave heed to the 
mother tongue of the learners. In giving a specialized teaching metho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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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unciation and supplying a class design, there is an educational meaning 
in this paper. Seen from the research method, this try of giving a 
qualitative analysis and visualization of perceptual categories also bears 
meaning.

China is not a country with one unified population, but there are many 
regional dialectal varieties among the whole population. In this study, 
Sichuan dialectal speakers were the main subject, but it is to be hoped that 
the methods of analysis and teaching introduced here might be considered 
by others in their research on Chinese dialectal regions. Research that 
strives for new methods to teach the Korean phonetic system in 
comparison to regional dialectal needs of its learners will ensure that they 
can learn in an optimal environment with less and less difficulty, a goal 
that should be looked forward to indeed.

Keywords: pronunciation education, perceptual training, phoneme production, 
acquisition of phonemes in Second Foreign Language, Sichuan learners of 
Korean, Chinese learner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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